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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Recently, the use of digital contents and demand have been increased with expanding users of internet. Thus,
the importance of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site's has been increased that deal in commercially. The model that
measuring acceptance of web sites is studying lively, however, the web sites that dealing and distributing specific
goods to be called digital contents have insufficient theoretical base and model about acceptance of customers.
Also, the research that acceptance of existing commercial web sites have limitation to explain systematically which
influence on acceptance of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sites. Because, those research connect directly the feature
of web sites, the purchase of web sites or the feature of buyers and acceptance. For that reason, it's hard to reflect
the feature of digital contents.

In this research, to measure customers' acceptance of web sites that distribute digital image, it is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by Davis.

This research find out the significant cause from survey by users of digital image distribution site. and TAM
which has been adapted the analyzation of new site's acceptance can explain the state of digital image distribution
site use. This research let us know the evaluation of digital image distribution site and operating strategy as a
new business model.

Key Words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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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의 출현과 하이퍼텍스트 기능에 의해 인터넷상에 분산되어 존재하WWW(World Wide Web) (Hypertext)

는 온갖 종류의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 인구는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은 문자 이미지 화상 음성에 더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을 크WWW , , ,

게 활성화한 주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수. ,

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산업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년 억 달러, 2005 1654 1) 국내 시장규모가,

년 억원 년 억원으로2005 105 , 2006 145 2) 년부터 년까지 매년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이와2002 2007 38% .

발맞추어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정 하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 ' (2002.1) ,

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확정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현실이다(2003 2005) (2003.2) .～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정부 육성정책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성장 인터넷 인구 증가에 기인해,

디지털콘텐츠 유통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

웹 사이트가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적인 웹 사이트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모on-line .

형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라는 특정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웹 사이트의.

고객 수용도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모형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존 상업적인 웹 사이트 수용.

도에 관한 연구는 웹 사이트의 특성 웹 사이트 구매 혹은 구매자의 특성과 수용도를 직접 연결함으로,

써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이트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디지털콘텐츠라는 특정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행동적 측면에 대한 이

해를 필요로 한다 즉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이트라는 새로운 정보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 과.

정과 이유의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이미지를 유통하는 웹 사이트의 사용자 수용도를 측정하기위해 의 기Davis(1989)

술수용모형이론 을 토대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수용모형을 수립하(Technology Acceptance Model)

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사용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개방형 설문

을 통해 조사해보고 기술수용이론 관점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디지털 이미,

지 유통사이트를 수용하는데 결정짓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Jupiter Media Matrix(2001.4), IDC( 2000.12), Forest Research (2002.12)

2)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보고서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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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수용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기에 개방형 설문을 통해 실제 이용해,

본 소비자에게 사용상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향후 이용함에 있어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을,

조사 하여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만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아직 연구가 미미한 디지털이미지 유통분야에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이용현상을 기술,

수용모형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지의 검증을 통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으로써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적절한,

운영전략을 세우고 평가하였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만의 중요 요인을 찾아 실증분석하고 고객 수용,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향후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평가모델로써,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Ⅱ

본 연구는 상거래 상의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수용도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 했듯.

이 디지털이미지콘텐츠 특성상 구입하여 직접 사용해 보기 전에서는 콘텐츠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

다 이러한 경험재. 3) 특성과 더불어 디지털이미지는 구매 후 반품에 어려움이 있는 상품이다 즉 상품, .

에 특정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사용유무를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반품을 정,

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매 후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구매 프로세스로.

인식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에러와 같은 문제로 다운로드 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이러한 디지털이미지의 특성으로 인해 지각된 위험은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이미지 유통

사이트의 선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이미지 유통 사이트를 정의하고 디,

지털이미지 유통 웹사이트의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때 활용하

는 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고객 수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3) Whinstoin A. Stahl, D. and Choirs, “The Economics of electronic Commerce” (1997) pp. 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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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2.1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정의2.1.1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이미지콘텐츠 거래 시 들에 의해 유통CP(Contents Provider)

사이트에 등록된 이미지콘텐츠가 유통사이트를 통해 최종 고객에게 다운로드나 와 같은 매체를 통CD

해 판매되는 유통사이트이다 이 과정에서 는 디지털이미지 업로드 역할을 하게 되고 디지털이미지. CP ,

유통사이트 관리자는 업로드 된 디지털이미지의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오류수정 승인Water Mark, ,

등 전반적인 콘텐츠 관리역할을 하게 된다.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는 영세한 에게는 사이트 구축 서버운영 비용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CP ,

주고 고객에게는 다양한 이미지콘텐츠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구매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는 콘텐츠 업로드나 콘텐츠 판매 시 들의 고유 를 통해 온CP ID

라인상에서 통제 및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으며 콘텐츠 판매 시 무단 복제와 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관리 사이트에 의해 의 저작권을(DRM: Digital Right Management) CP

보호 하고 있다.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특징2.1.2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는 분산되어져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혹은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CP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을 하며 이러한 콘텐츠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 기존의 디지털이미지 유통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한 안정적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이미지 유통사이트의 특징은 가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등록요청 등록 단계 등록된 콘CP ,

텐츠를 검토하고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단계 유통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단계 판매 후 과금 정산, , ,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은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개념도로서 각 단계의 기본 개념은 아래와[ 1]

같다.

단계 콘텐츠 등록은 인터넷상에서 이미지콘텐츠의 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요청 할 수 있다 콘1 2 .～ ：

텐츠는 상에서 컨트롤 사용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방법 그리고 이미Web Browser Up/Down ,

지콘텐츠의 기본 정보와 이미지콘텐츠를 로 전달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CD .

단계 등록된 디지털이미지와 기본정보는 관리자에 의해 콘텐츠에 대하여3 4 DRM(Digital Right～ ：

패키져를 이용하여 암호화작업 워터마킹 이미지검색 엔진을 위한 인덱싱 작업 등 콘텐Management) , ,

츠 불법사용 방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업이 선행 되어진 후 콘텐츠의 판매를 위한 Storage System

에 된다Delivery .



디지털콘텐츠 경제 상거래를 위한 유통 사이트 고객 수용도에 관한 연구 7

단계 디지털이미지 판매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검색하여 구매 할 수 있고 구매한5 ,：

이미지 콘텐츠는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이미지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DRM .

단계 과금정산배분은 구매 시 와 연동되고 는 온라인 유통사이트에 고유6 7 / / Payment Gateway CP～ ：

의 로 접속하여 과금정산배분 내역을 볼 수 있다ID / / .

콘텐츠 보호 시스템은 등록되어진 디지털이미지에 대해 워터마킹 패키져를 통한 암호화 작업, DRM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등록된 콘텐츠의 검토 승인 수정변경 삭제의 역할. , , ( , )

을 한다 콘텐츠 저장백업 시스템은 디지털이미지 워터마킹이 완료된 이미지 패키져 작업. / Row date( ), ,

을 거친 라이선스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작업 프로세스를 거친 디지털이미지는 웹.

을 통해 디지털이미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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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기본 개념[ 1]

기술수용모형2.2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 정보기술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나아가 수용하는지에 관

해 최근까지 연구 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는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

운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채택하여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이용자,

를 새로운 정보기술 이용자라는 관점에서 그 수용행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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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용모형 은 기본모형 웹 기반 확장모형으로 구체적으로 나(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

누어 설명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형 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 되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기술수(TAM)

용모형 의 기본모형과 웹 기반 확장모형의 개념만 소개하고자 한다(TAM) .

는 기술수용모형 에서 용이성과 유용성의 요인이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Davis(1989) (TAM)

였고 사용자 사용율이 용이성과 유용성의 요인을 통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이후.

의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기술수용모형 을 다양한 정보 사이트에 적용시켜Davis (TAM)

기술수용모형 의 설명력을 증진시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TAM) .

인터넷의 등장 이후 을 새로운 정보기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Web , Web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기술수용모형 에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의 신뢰성을 확인하는(TAM) (TAM)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지각된 위험2.3.
소비자 행동분야에 지각된 위험 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 된 것은 에 의해(Perceived Risk) Bauer(1960)

서 이다 는 지각된 위험이란 객관적 확률적인 위험과 구별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표선택. Bauer(1960) ,

상점선택 구매방식의 선택 등과 같은 선택 상황에서 지각하는 심리적인 위험이라고 했다 소비자의, .

어떤 행동들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갖고 예견 할 수 없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데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행,

동은 위험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는 현실적으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위험. Bauer

을 주관적으로 지각할 때만 비로소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와 은 인터넷 쇼핑에 있어 지각된 위험은 원격구매방법으로 인터넷의 새로움Anthony Fernandez(2001)

이나 개인정보 안전성의 잠재적인 문제들이 도출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연구방법III.

연구모형3.1.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 이론과 관련된 연구 와 인(Davis, 1989; Teo and Lim, 1999; Lin and Lu, 2000)

터넷 구매상황에서 지각된 위험에 관한 연구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Garbarino and Strahilevitz,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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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특성요인을 토대로 연구의 이론적 모형

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특성요인이 수용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본.

적으로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하여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그, ,

리고 지각된 위험 변수들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이미지 유.

통사이트에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위험 변수들이 수용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유통사이트에 대한 선호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전체적인 관계를

볼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인지된
유용성

지각된
위험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특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선호도 수용도인지된
유용성

지각된
위험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특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선호도 수용도인지된
유용성

지각된
위험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특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선호도 수용도

그림 연구 모형[ 2]

그림 의 연구모형에서 점선 안의 관계는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모형을 나타낸다 그러나 디지털[ 2] .

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수용도는 선호도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선호도와

더불어 와 등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인터넷 구매상황에서 지각된 위험과 디Garbarino Strahilevitz(2002)

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특성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전체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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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측정3.2.
본 연구를 위해 세 번의 설문을 통해 변수를 측정하였다 차 설문은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 우선 이. 1

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질문 의 형태로 피험자들에게 배포수거하였다 이때(Open-End Question) .․
사용된 개방형 질문은 현재 디지털이미지를 유통서비스 하고 있는 DCRC(Digital Contents Resource

Center ; www.dcrc.or.kr 현재, <2006.7> http://www.whotake.com으로 사이트 명칭변경를 통해 임의의 접속)

아이디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이용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이용의사에 대한 유무와, , ,

그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사용자들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수용도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작배포하였다.․
차 설문 은 본 설문에 앞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하여 차 설문에서 제기된 다양2 (Pre-Test) , 1

한 속성은 물론이고 기술수용모형을 구성하는 요인인 인지된 사용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지각된 위험, , , ,

선호도 수용도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문항의 배치 단어 점검 등의 효율적인 설문 구성 방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차 설, . 2

문에 대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들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이용 시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에 대하여 구해 보고자 한 것이 바로 차 설문이다3

차 설문은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하여 차 차 설문을 통해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온라인3 1 , 2 ,

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본 설계 및 설문지의 구성.Ⅳ

표본의 선정과 조사방법4.1.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고객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통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

고 그 중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표본 집단으로 차 설문은 명 차 설문은 명 최종 차 설문은, 1 160 , 2 30 , 3

명에게 무작위로 설문을 배포하였다200 .

설문지의 구성4.2.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의 설문지를 제작 배포 수거하였다 차 설문지는 디지털이미3 , , . 1

지 유통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그리고 이용의사 유무와 그에 대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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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질문으로 구성한 후 사용하게 된다 이 설문은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피험자가 디. 4 .

지털이미지를 구매하여 보고 난 후 장 단점 그리고 유통사이트의 지속적 이용 여부와 그 이유 등으, ,

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실제 콘텐츠를 구매 후 직접 다운로드를 받는 것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 ,

도록 임의의 접속 아이디와 구매를 위한 마일리지를 발급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차 사전 검사는 차 설문지를 통해서 분석되어져 나온 고객 관점에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2 1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와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기술수용모형 이론(Davis, 1989; Toe and

과 인터넷 구매상황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이론 와lim, 1999; Lin and Lu, 2000) (Garbarino Strahilevitz ,

에서 제시한 항목을 혼합하여 만든 폐쇄형 설문으로서 이용자들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2002)

한 평가를 점 척도를 통해 표시하게 하였다7 .

차 개방형 설문결과와 차 사전 검사를 거치 수정 보완하여 차 최종 설문을 구성하였다1 , 2 , 3 .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Ⅴ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료 수집은 의 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 소비자를 모DCRC

집단으로 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한 후 이미지를 구매 할 수 있는 무료 마일, ,

리지를 부여한 후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하고 구매 프로세스를 경험한 후 설문에 응하게, ,

하였다 이때 선정될 표본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서비스를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익숙함으로. , , ,

써 현재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피험자들로 구성

하였다.

차 설문은 차 설문대상자 명중 무작위로 명을 선발하여 문항의 배치 단어의 개념 등 설문2 1 160 30 , ,

문항 자체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 설문은 온라인 을. 3 (www.dcrc.wo.to)

통해 응답을 받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측값을 최소화 시켰다.

그 결과 차 최종 설문의 응답은 개였고 이 중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3 200 ,

불성실한 응답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을 제거한 개의 응답을 분석 처리하였다, 182 .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기본 자료의 입력과 처리를 하게 되며 계량적인SPSS 10.0 ,

통계기법으로는 을 이용하여 이용자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의AMOS 4.0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값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Cronbach-α

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 을 사용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와 연구 모형. (Path Analysis)

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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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의 분석.Ⅵ

차 분석6.1. 1
차 개방형 설문에서 피험자들은 제시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방문해 보면서 이용할 때 마음1

에 들었던 점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 이유를 각각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때 피험자들에, .

게 제시된 유통사이트는 현재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를 선정하였다DCRC(www.dcrc.or.kr) .

순위 좋았던 점 빈도 순위 안 좋았던 점 빈도

1 다양한 이미지콘텐츠구매 가능 54(36.9%) 1 가격이 비싸다 52(30.7%)

2 양질의 이미지콘텐츠구매가능 26(17.8.%) 2 이미지 콘텐츠의 양이 많지 많다 50(29.6%)

3 검색의 용이함 22(15.2%) 3 구매 프로세스 복잡함 20(15.4%)

4 신속한 구매 관련 응대 20(13.6%) 4 이미지 콘텐츠의 질이 낮다 16(11.8%)

5 간단한 구매 프로세스 8(5.4%) 5 무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16(11.8%)

6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8(5.4%) 6 포인트 결재 프로세스가 복잡함 8(5.9%)

7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8(5.4%) 7 검색이 쉽지 않다 7(4.1%)

표< 3 개방형 설문 결과>

표 에서는 피험자들이 제시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2>

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총 개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좋았던 점으로는 다양한 이14 , ‘

미지 구매가능 양질의 이미지콘텐츠 구매가능 검색의 용이함 신속한 구매 관련 응대 간단한’, ‘ ’, ‘ ’, ‘ ’, ‘

구매프로세스 다양한 부가서비스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등의 순서로 언급되었으며 안 좋았던 점으’, ‘ ’, ‘ ’ ,

로는 가격이 비싸다 이미지콘텐츠의 양이 많지 않다 구매 프로세스의 복잡함 이미지콘텐츠의‘ ’, ‘ ’, ‘ ’, ‘

질이 낮다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다 포인트 결재 프로세스가 복잡함 검색이 쉽지 않다’, ‘ ’, ‘ ’, ‘ ’

등의 순서로 언급되었다.

요인 분석6.3.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수용도에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기술수용모형과 지각된 위험 그리고 차 개방형 설문을 통해 개의 항목을 추가적으로 추출하였, 1 6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변수들이 어떤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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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호관련성을 갖고 함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찾아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

고 관련성을 갖고 묶인 요인들의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모델로 요인 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손실을 최대한 막고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기 쉽게 하여 주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회전방식으로는 항목들의 요인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직교회전방식,

을 이용하였다(Varimax) .

개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 와 같이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유통사이트17 < 2> 4 . 1(

특성은 요인 유용성는 요인 사용 용이성은 요인 지각된 위험는) 41.606%, 2( ) 11.527%, 3( ) 8.503%, 4( )

로서 전체 를 설명하고 있다6.004% 67.640% .

또한 전체 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 값이 모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17 0.5

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 항목 모두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항목을 제거하지 않았다. 17 .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6.4.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개의 요인들이 동질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4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수를 이용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표 과 같다. Cronbach's . < 4> .α

요 인 문항수 Cronbach's α

유통 사이트 특성 6 .8780

인지된 사용 용이성 4 .8395

인지된 유용성 4 .8094

지각된 위험 3 .6327

표< 5 신뢰도 평가 결과>

구분 아이겐 값 누적분산비율

요인 유통사이트 특성1 ( ) 6.657 41.606

요인 유용성2 ( ) 1.844 53.132

요인 사용 용이성3 ( ) 1.361 61.636

요인 지각된 위험4 ( ) .961 67.640

표< 4 요인의 아이겐 값 및 누적분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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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에 있어서 계수가 을 넘으면 보통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채서일 따Cronbach's 0.6 ( , 1995).α

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지 요인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성이 있음을 알4 .6327

수 있다.

확인적 요인 분석6.5.
확인요인분석은 잠재점수 즉 독립변수가 내재변수인 종속변수를 통제하고 있을 때 인과관계 모형을,

설명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확인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을 하였다 그리고 확인요인분석을 위해 단일성차원 분석 집중타당Analysis : CFA) . (Unidimensionality) ,

성 분석 판별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Convergent Validity) , (Discriminant Validity) .

첫째 단일성 차원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통해 획득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신뢰성, . ,

검증을 하였다 이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항목에 대하여 단일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을 확증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로는 양희동 최인영 김미 유일. , (2001), Hayduk(1987), ,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 적합도를 측정하는데 다양한 지표를(2002) ,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도 값 등을 참고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 결과 전체적P, GFI, AGFI, RMR, NFI, CFI,

으로 모델의 단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연구 변수들이 확증요인분석 모.

형에서 제시하는 적합도 지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

둘째 단일성 차원을 통해 확보된 항목에 대하여 전체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전체 연구단위 적, .

합도는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변수 Chi-Square P GFI AGFI RMR NFI CFI 항목

인지된 사용용이성 53.998 0.000 0.881 0.403 0.145 0.848 0.852 4

인지된 유용성 12.002 0.002 0.968 0.840 0.068 0.969 0.974 4

지각된 위험 0.000 0.000 1.000 1.000 0.000 1.000 1.000 3

유통사이트 특성DC 61.604 0.000 0.906 0.781 0.072 0.886 0.900 6

표< 6 연구단위 모형의 적합도 지수>

본 연구서는 값 등을 참고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확인요인GFI, AGFI, RMR, NFI, CFI, P .

분석결과 카이스퀘어 는 기초적합지수 는 표준적(Chi-Square) 316.37, (Goodness of Fit Index : GFI) 0.829,

합지수 는 비교적합지수 는 평균자승의 잔차(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AGFI) 0.763, (CFI)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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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는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확(Root Mean Square : RMR) 0.096, NFI (Normal Fit Index) 0.803 .

인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분야에서 가 보다 크고 는 에 가까울수IS GFI 0.8 , RMR 0.05

록 모형 적합도가 좋다고 한다 유일 김미 따라서 확인요인분. (Eteza-Amoli, Farhoomand, 1996; , , 2002).

석모델이 갖는 수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설명하는데 만족한 수치는 아니지만 모델 적합

도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변수 Chi-Square P GFI AGFI RMR NFI CFI 항목

연구모델의 지수값 316.37 0.000 0.829 0.763 0.096 0.803 0.853 17

표< 7 집중타당성 모델의 적합도 지수> :

셋째 판별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단일차원성 및 집중타당성 분석으로 입증된 각 요인에 대해 상호, .

독립적인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 < 6>

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각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상관계수가 각각. , 0.615, -0.142, -0.094,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하고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보0.575, 0.707, 0.171 , 0.8

다 작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단위는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단위가 구조모형방정식 분석을

위한 개념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공분산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연구변수 [1] [2] [3] [4]

인지된 사용용이성[1] 1 - - -

인지된 유용성 [2] 0.615 1 - -

지각된 위험 [3] -0.142 -0.094 1 -

유통사이트 특성DC [4] 0.575 0.707 0.171 1

표< 8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결과.Ⅶ

가설검증7.1.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 따른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구조모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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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을 이용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모형방정식에서 사용되는 모수와. C.R.(Critical Ration)

값을 이용하였다 값이 을 넘을 경우 신뢰수준에서 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그 이외에는. C.R. 1.96 95% . P

값을 이용해서 적절히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서 인지된 사용용이성이 클수록 유통사이트의 인지된 유용성이 높을 것

이다 라는 가설을 나타내는 경로는 그 계수가 값은 가 으로 가설 은 채.’ 1.007, C.R. 9.705, P-Vaule 0.000 1

택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특정 서비스나 사이트에 대해 이용하기 쉽다고 지각할 경우 이를 유용.

하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손쉽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유용하게 지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지된 유용성이 클수록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나타‘ .’

내는 경로는 그 계수가 값은 가 로 가설 은 채택된다 이는 사용자들이0.554, C.R. 0.194, P-Vaule 0.005 2-1 .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자기에게 유용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본 사이트를 선호하는 태,

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인지된 사용용이성이 클수록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

나타내는 경로는 그 계수가 값은 가 로 가설 는 채택된다 이는 사용자0.529, C.R. 2.236, P-Vaule 0.025 2-2 .

들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사용하기 용의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본 사이트를 선호하

는 태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유통사이트의 선호도는 낮아 질 것이다 라는‘ .’

가설을 나타내는 경로는 그 계수가 값은 가 로 가설 은 채택된다 이는0.379, C.R. 1.998, P-Vaule 0.047 3 .

사용자들이 디지털 이미지콘텐츠유통사이트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사이트 선호도가 낮아진다

고 말 할 수 있다.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선호도가 클수록 유통사이트의 수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 .’

을 나타내는 경로는 그 계수가 값은 가 으로 가설 는 채택된다 이는0.493, C.R. 8.829, P-Vaule 0.000 4 .

사용자들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사이트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말

할 수 있다.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 특성이 클수록 진품확인사이트의 수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

나타내는 경로는 그 계수가 값은 가 으로 가설 는 채택된다 이는 사용0.663, C.R. 7.172, P-Vaule 0.000 5 .

자들이 디지털 이미지 유통사이트의 특성요인이 클수록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말 할 수 있다.

위의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과 같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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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Value
가설
검증

인지된 사용용이성 인지된 유용성[1] → 1.037 0.107 9.705 0.000 채택*

인지된 유용성 선호도[2-1] → 0.554 0.194 2.789 0.005 채택*

인지된 사용용이성 선호도[2-2] → 0.529 0.237 2.236 0.025 채택*

지각된 위험 선호도[3] → 0.379 0.190 1.998 0.047 채택*

선호도 수용도[4] → 0.493 0.056 8.829 0.000 채택*

유통사이트 특성 수용도[5] → 0.663 0.092 7.172 0.000 채택*

신뢰수준* 95%

표< 9 가설검증 결과>

결론 및 시사점.Ⅷ

연구의 결과8.1.
본 연구는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믿음 변수들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선호도

를 매개로 하여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위험이 선호도를 매개로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

털이미지 유통사이트 특성요인이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섯 개의 가설을 설정하

였으며 이론적인 모형과 현실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기 위해,

구조모형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는 사용하기 편리하며 배우기 쉽다고 믿는 이용자들은 디지털이미지, ,

유통사이트에 대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는 이용.

자들을 위하여 온라인자습서나 설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하기 편리하고 익히기 쉽도록 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사용이 쉽고 편리하다고 믿는 이용자들은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

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

트가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믿는 이용자들일수록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자적 채널인 인터넷에서의 지각된 위험이 높은 이용.

자일수록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디지털이미지. ,

유통사이트 이용과정에 개인정보누출 온라인 다운로드의 위험 콘텐츠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디지, ,

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상정보연구 제 권 호 년 월 일8 4 (2006 12 25 )18

셋째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선호도는 디지.

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인지된 사용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과 지각된 위험에 의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인지된 사용용이성 인지된 유용성과 지각된 위험은 디지털이미지 유통사,

이트의 수용도와의 관계에서 선호도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디지털이미. ,

지 유통사이트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위험은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

대한 선호도를 매개로 하여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넷째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

과 다양한 콘텐츠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 구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가능성 상품과 구매에 대한 신, , ,

속한 응대가 가능한지가 사이트를 이용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개.

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이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는 달리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만 특성이 중요한 요, ,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운영자는 오프라인을 통한 디지털이미지 구.

매에 익숙한 고객을 유통사이트를 통한 이미지를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하게,

찾고자 하는 이미지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며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응대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또한 결재 후 신속하게 다운로드 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

야 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8.2.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된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 관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하게하고 사이,

트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찾아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새로운 사이트가 개발되면 실제 적용에 있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이트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였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

한 사이트가 얼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라지곤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사이트를 이용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용자들에게 쉽고 유용하게 받아들여지게 하기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의 수용현상을 설명했던 기술수용모형 의 변수들을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확, (TAM)

장하여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변수들임을 입증하였고 지각된 위험 변수도 추,

가하여 확인하였다 즉 컴퓨터 사용뿐만 아니라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이용에도 인지된 사용용이.

성과 인지된 유용성이란 요인은 중요한 설명 변수임을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은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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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평가하고 적절한 운영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도출.

된 요인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삭제를 통하여 디지털이미지 유통사이트의,

평가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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