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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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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service-based software and web-based application aims for providing user-demand service. 

On-demand software is emerging for same reason. Software delivery models like on-demand software is expected 

to change the software industry as an important technical revolution with the firm's strategy. 

Few research, however, has been done on the on-demand software. While much research on ASP and SaaS focused 

on firm' us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intention of using on-demand software targeting personal user. The 

intention to use of on-demand software was empirically examined in terms of quality, user characteristics, usefulness, 

easy of use, and security. Results shows that usefulness and easy of use are mos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ion 

of using on-demand software. Other factors are also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to use of on-demand software. 

This study contribute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on-demand software and it is expected to spread 

widely for individual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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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SaaS(So-

ftware as a Service)로 표되는 On-Demand 

software 모델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 트웨어 산

업과 맞물려  그 성장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

다. On-demand software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On-demand라는 방식으로 기존의 상품(소

트웨어)이나 혹은 약간의 변형된 상품이 서비스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 트웨어 산업에 

있어서의 On-demand 형태의 서비스는 마치 신기

술과 같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그 

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장의 심에는 구 (Go-

ogle)과 마이크로소 트(Microsoft)와 같은 여러 

선도 인 IT 기업이 있으며, 그들 기업의 최근 

략의 변화에 따라 소 트웨어는 더 이상 하나의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

[12]. 서비스 기반의 소 트웨어  웹 기반 어

리 이션의 발 은 기본 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

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On-demand software 

delivery 모델이다. 짧게는 On-demand software

라고도 말해지기도 하는 이러한 소 트웨어 딜리

버리 모델은 앞서 언 한 기업의 략과 맞물려 

향후 소 트웨어 산업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요

한 기술  진화로 상되고 있다[27]. 

그러나 On-demand software에 한 기존의 연

구는 많지 않으며, ASP와 SaaS에 한 연구에 있

어서도 그 상이 부분 기업에 이 맞춰져 있

다. 웹 오피스(web office) 로그램과 같은 On- 

demand software를 기 으로 볼 때, 개인용 시장

의 규모는 아직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OS, 보

안 로그램, 네트워크 속 로그램과 같은 개

인용 소 트웨어서도 On-demand software가 필요

할 것으로 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28], 개인용 시장에서의 특정 제품 

 서비스에 한 사용자 경험이 축 될 경우 기

업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12]. 한 개인용 소

트웨어 시장의 경우 가격 민감도가 높아 불법 복

제물의 이용이 많은 상황이며, 보안과 안정성에 

있어서도 기업용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 에 

있다. 따라서 웹을 서비스 제공 랫폼화한 On-de-

mand 형태의 소 트웨어의 개발과 유통은 소

트웨어 제작  유통 업체에게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을 여  수 있을 것이며, 개인 사용자들은 

렴하면서도 보안과 안정성이 향상된 정품 소

트웨어를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42]. 결국 개

인 사용자에게 있어서 On-demand software의 사

용은 소비자  제작, 공 자 상호간의 필요에 의

한 것으로서, 결코 피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닌 

련 산업의 변화를 토 로 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사용자를 심으로 

On-demand software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TAM(Technology Ac-

ceptance Model)  ASP 련 연구들을 근간으

로 하여 On-demand software 수용 결정 요인을 

추출하 으며, 추출된 요인에 해 개인 사용자를 

상으로 실증 으로 분석하 다. 

2. 선행연구 고찰

2.1 On-demand software

2.1.1 On-demand software의 정의  특성

On-demand software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

니다. On-demand라는 방식으로 기존의 상품(소

트웨어)이나 혹은 약간의 변형된 상품이 서비스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On-Demand라는 방

식 자체도 VOD(Video on Demand)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On-Demand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n-de-

mand software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특징 인 모

델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On- 

demand software의 정의  개념에 해 AS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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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에 한 기존 연구를 통해 새롭게 재정의 하

다. 

美 ASP 컨소시엄은 ASP를 “ 앙 집 형으로 

리되는 시설로부터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패키지 

어 리 이션의 속을 호스 하고 리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으며, Techopitayakul 

(2003)은 이와 같은 ASP 컨소시엄의 정의에 해 

추가 으로 “포장된 카피로서의 어 리 이션을 

는 신 소 트웨어 소유자는 그들의 어 리 이

션을 호스  시스템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

이나, 개인 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

스를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 으로 

소 트웨어를 라이센싱하는 신 소비자는 사용한 

서비스에 한 탈 요 들을 지불하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하 는데[37], 이와 같은 정의는 많은 

ASP 련 연구에서 등장하는 정의  On-demand 

software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정의이다. 

한편 SaaS는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는 기

술로서 ASP보다 더 큰 범 를 가지고 있으며 주

요 IT 산업의 리더들에 의해 최근 홍보되어 지고 

있다. 가트  그룹(2006)은 SaaS를 “소 트웨어 회

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소 트웨어에 한 유지, 

보수, 지원을 제공하는 소 트웨어 모형으로서, 시

장의 구분이 아닌 소 트웨어 딜리버리 모형”이라

고 정의하고 있으며 덧붙여 “소 트웨어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가정  ․소 기업과 기업 

등 어떠한 시장에도 제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

다[25]. 가트  뿐 아니라 IDC(2006)의 경우도 SaaS

에 해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그들은 SaaS

를 하나의 시장이 아닌 소 트웨어 딜리버리 모형

으로서 설명하며 제공하는 소 트웨어의 종류보다

는 소 트웨어 제공 행 의 방식에 을 맞추고 

있다[27]. 

ASP와 SaaS는 유사하면서도 조 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다. 

ASP의 경우 첫째 어 리 이션 심 이라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ASP의 핵심가치는 어 리 이

션에 한 이용과 리 공 이며, 상업 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의 근과 리를 제공

하고 있기에 다분히 어 리 이션 심 이라고 

말할 수 있다[37]. 두 번째는 외부에서 리하는 서

비스라는 특징이다. 어 리 이션 서비스는 각 고

객 사이트에서가 아니라 ASP 업체가 소유하거나 

는 계약에 의해 ASP 산하의 앙 혹은 분산된 

장소에서 리된다. 따라서 고객 기업은 소 트웨

어 혹은 하드웨어 구성을 리하거나 업데이트하

기 해 필요한 도구나 인력을 투자하지 않는 특

징이 있다. 그 외에도 일 다(多)의 서비스라는 

과 어 리 이션의 속을 매한다는 등의 특징

도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34, 37, 41]. 

SaaS의 특징 인 요소로서 가트  그룹은 네 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하나 이상의 공

자에 의해 원격으로 제공되고 리되는 소 트웨

어이다. 두 번째로 공통 코드  데이터 정의에 기

반한 일 다(一 多)의 서비스 모형이라는 특징이

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ASP 한 마찬가지이

나 SaaS의 경우 ASP 보다 일 다 서비스에 더욱 

합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세 번째는 사용량

이나 사용 계측치를 근거로 한 과  제도이다. 한

번 구매하여 사용량과 계없이 사용하는 기존의 

라이센싱 모델과는 다르게 사용량에 기반한 과  

제도 혹은 월정액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근과 업데이트 한 SaaS의 특징  요소이다.

이와 같은 ASP와 SaaS에 한 정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On-demand software는 “SaaS

와 마찬가지로 딜리버리 모델이며, 네트워크를 통

해 제공되는 소 트웨어, 사용자의 하드웨어에 소

트웨어의 컴포 트가 장되지 않는 소 트웨

어, 사용량에 따른 요  과  방식, 실시간으로 서

비스되는 소 트웨어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 그 표 인 로는 온라인 백

신 로그램과 웹 오피스 로그램 등이 있다. 

2.1.2 개인 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Info-tech Research Group(2006)의 On-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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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에 한 시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인용 

소 트웨어서 On-demand software의 필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사용자에게 On-de-

mand software로서 가장 합한 표 인 소 트

웨어로는 OS, 보안 로그램, 네트워크 속 로

그램, 기타 유틸리티 로그램 순으로 조사되었다

[28]. 

개인용 On-demand software 시장의 규모는 아

직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개인용 시장은 제품에 

한 높은 사용자 경험을 축 시킨다는 측면에서 매

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소규모의 기

업에 있어서의 오피스와 같은 제품군을 사용할 때

에도 실제 사용 계층인 개인의 사용 의도는 기업

의 업무 성과와 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상되

기도 한다[12]. 

한편 재까지의 개인용 소 트웨어의 시장은 

가격민감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불법 복제물의 이

용이 많은 상황이다. 한 보안과 안정성에 한 

필요 수 이 기업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 개인에게 있어서도 보

안의 과 안정성은 소 트웨어의 요한 요소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차 강화되는 불법 

복제  작권에 한 기   처벌 등과 같은 

요인 한 개인 사용자들의 향상된 보안을 갖춘 

정품 소 트웨어를 선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상된다. 한 소 트웨어 제작업체  유

통업체로서도 웹을 서비스 제공 랫폼화 하여 

On-demand software 형태의 소 트웨어를 개발 

 유통함으로서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을 이고 

더욱 큰 수익을 얻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42]. 결

국 개인사용자에게 있어서 On-demand software

의 사용은 소비자  제작, 공 자 상호간의 필요

에 의한 것으로서, 결코 피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닌 

련 산업의 변화를 토 로 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을 상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와의 연

동도 개인 사용자에게 On-demand software의 사

용을 종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비쿼터

스 컴퓨 이 미래 사회의 화두로서 차 그 컨셉

을 구 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수많은 모바일 기

기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 을 가능하게 해 주

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있어

서 기존의 온 미스 모델의 경우 기기간의 통합

이 어렵다는 단 과 기기별로 다른 버 에 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한 이와 같은 모바

일 기기의 경우 은 스토리지 공간밖에는 확보할 

수 없으므로 많은 로그램을 내장할 수 없다[42]. 

이와 같은 환경에서 On-demand software는 하나

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Subraman-

vam(2004)의 연구에서 표 된 어 리 이션의 복

잡성 증 도 개인 사용자에게 On-demand soft-

ware의 필요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35]. 개인의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은 이 에 비

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항상 새롭게 두되

며 변화하는 다양한 신기술들은 부분의 개인 사

용자에게 어려움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

지 보수의 어려움도 증 시킬 수 있다. 그러나 

On-demand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서 고객이 필요

한 기능만 간소할 할 수도 있으며, 유지 보수의 어

려움을 덜어 으로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출 수 있

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스토리지 공간의 

여유는 고객에게 부가 으로 하드웨어 비용을 

여  수도 있다는 도 On-demand software의 

필요성  하나이다[41].

2.2 기술수용  ASP의 이용에 한 연구

2.2.1 TAM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사용의도를 분석하는 연

구로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합리  행

동 이론(TRA：[24])에 한 연구로부터 출발한 

Davis(1989)의 TAM이다[22]. TAM은 정보기술의 

사용은 수용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의도는 정보기

술 사용에 한 태도(attitude)와 유용성(useful-

ness)의 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한 태도는 

유용성과 사용용이성(ease of use)의 향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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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AM의 활용  응용 연구

연구자   상 향 요인

Choi(2004)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인지된 요성, 용이성, 사회  요인, 만족, 체재

김태방(2004) 모바일 게임
인지된 즐거움(컨텐츠 재미, 용이성), 유용성(인지된 즐거움, 일체감, 
주  규범), 용이성(자기 효능감, 조작성)

김호  외(2002) 모바일 인터넷 유용성, 사용성, 품질, 사회  향, 합성, 즉시 속성, 비용

이건창 외(2002) 인터넷 뱅킹 유용성(지각된 험), 편의성(자기 효능, 기술지원), 경험

황경연(2000) 인터넷 뱅킹
태도(용이성, 유용성, 합성, 찰성, 시도가능성, 즐거움, 험), 사
회  수용, 지각된 행 통제

Lai and Li(2005) 인터넷 뱅킹 유용성, 용이성, 개인 특성, IT 지식

문용은 외(2004) 모바일 뱅킹 편리성, 비용, 불편성, 험성, 신 성향, 자기 효능감, 이  경험

곽기  외(2005) 모바일 뱅킹 유용성, 편의성, 서비스 품질, 사회  향, 즉시 속성

며, 유용성은 사용용이성의 향을 받는다. TAM

의 신념변수들인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은 상호 독

립 이면서도 연 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일

되게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11]. 

TAM 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면서 TAM에 

한 연구는 유용성과 용이성에 향을 주는 향변

수들에 한 연구로 확장되었다[38, 39]. 확장된 

TAM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표 1>과 같이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융 서비스 등과 같이 

신성이 높은 새로운 서비스  방식의 수용을 검

증하는 데에도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Choi(2004)는 정액제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의 

사용에 한 의도 요인의 악을 해 신 확산 

이론과 TAM을 이용한 연구를 하 다. 인지된 

요성, 용이성, 사회  요인, 만족, 체재라는 요인

을 도출하여 서비스 유형과 이  경험에 따라 사

용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 다[19]. 김태방

(2004)은 TAM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의 사용 

요인을 인지된 즐거움, 용이성, 유용성의 에서 

악하 다. 컨텐츠 재미 요소와 용이성을 인지된 

즐거움의 선행요인으로, 인지된 즐거움, 일체감, 

주  규범을 유용성의 선행요인으로, 그리고 자

기효능감과 조작성을 용이성의 선행요인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인지된 즐거움과 용이

성은 모바일 게임 이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하는 반면 유용성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2]. 김호  외(2002)는 유용성, 

사용성, 품질, 사회  향, 합성, 즉시 속성, 

비용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사용 요인에 

한 인과 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사회  향과 비용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모

바일 인터넷의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며, 지

각된 가치는 실제 사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한편 디지털 컨버 스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과 같은 분야에서도 

TAM이 응용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건창 외

(2002), 황경연(2000), 그리고 Lai and Li(2005)는 

인터넷 뱅킹 이용 의도에 한 연구에서 TAM을 

용하 다[8, 14, 30]. 문용은 외(2004)는 모바일 

뱅킹 사용 의도에 한 연구에서 모바일의 이 , 

장애요인  사용자의 에서 모바일 뱅킹 사용 

요인으로 편리성, 비용, 불편성, 험성, 신 성향, 

자기 효능감, 이  경험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

이 모바일 뱅킹에 한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4]. 곽기  외(2005)는 태도의 

개념은 삭제하고 유용성, 편의성, 서비스 품질, 사

회  향, 즉시 속성이 모바일 뱅킹 사용의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1]. 

2.2.2 ASP

ASP는 기본 으로 On-demand 형태이므로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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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SP 소비자 만족  도입에 한 연구

연구자   상 향 요인

Susarla(2003)
ASP-based Software 
Delivery의 만족도

로바이더의 퍼포먼스, IT 성숙도, 기술  서비스 개런티, 이  시스템
의 통합 정도, 기존의 인터넷 사용 정도, ASP의 기능  가능성

이경원(2005) 기업의 ASP 도입 비용 감, 정보시스템 성숙도, 험 요소, 외부 환경, 최고 경 층의 지원

심재연 외(2003)
소기업 정보화 수 을 
높이기 한 ASP 도입 

재무  성과, 내부 비즈니스 로세스, 학습,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같은 
네 가지의 퍼포먼스 련 요인과, 경 층의 인식, 내부 항과 같은 환경
인 요인

홍 기(2003) ASP 사용의도 신뢰성과 보안 

안종문(2005) ASP 도입의 문제 요인 가격, 작권  불법복제, 송속도, ASP 신뢰 부족

Walsh(2003) ASP의 도입 이익
앤드유  하드웨어 비용, 소 트웨어 비용, 인스톨/매니지먼트 코스트, 
서버 하드웨어, 데이터 스토리지, 유  속, 신뢰성, 소 트웨어 배포속
도, 사용량,  요소의 제거

On-demand software

수용

품질 개인사용자 특성 비용 유용성 용이성

[그림 1] 연구 모형

demand software의 수용 요인 탐색을 해 ASP

의 만족도  도입 요인에 한 연구들도 아래의 

<표 2>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공통 으로 품질, 

IT 지식, 비용, 신뢰성  보안, 유용성, 속성 등

이 ASP의 도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3. 연구 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 은 On-demand software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한 것으로 그 

연구 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은 

TAM  TAM을 확장한 연구들과 ASP 련 연

구들을 기 로 하여 개발되었다. On-demand so-

ftware가 비록 새로운 기술이 아닌 방식이지만 문

헌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TAM은 반드시 기술이 

아닌 융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방식에

도 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M에 포

함된 태도의 개념은 제외하 으며, 유용성과 용이

성이 상호독립 일 뿐 상호 련성은 배제하 다. 

한 On-demand software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

질, 개인 사용자 특성, 그리고 비용을 추가하여 연

구 모형을 구성하 다.  

3.2 연구 가설 

3.2.1 품질

시스템 품질이란 사용자가 안정 이고 효율 으

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23]. 

Venkatesh and Davis(2000)는 확장된 TAM에 

한 연구에서 산출물의 질은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서 직무를 얼마만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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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39].

기술이 차 발 함에 따라 시스템 서비스의 품

질은 사용자로 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3]. Chin et al.(1998)도 정보

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 요인으

로 시스템의 품질이 요하다는 사실을 지 했다

[20]. 한 Liao and Cheung(2002)의 연구에서도 

시스템 네트워크의 속도와 정확성, 보안 등이 인

터넷 뱅킹의 사용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31].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에서도 시

스템 품질은 요한 성공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1, 3, 7, 10, 17]. 

On-demand software 품질은 신뢰성과 속성, 

그리고 지속 인 업데이트로 구성하 다. On-de-

mand software가 방식상의 변화를 통해 향을 

받는 정보 품질 요소라는 을 고려하여 지속 인 

업데이트가 고려되었다[26]. On-demand software

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소 트웨어라는 정보(컨

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서비스의 품질은 주된 

고려 상이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품질은 개인 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개인 사용자 특성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개인의 신  특성과, 그러한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한 지식정도는 그것을 수용하는데 유의

한 향을 미친다. 

신성은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에 앞서 신을 

수용하는 정도로 개인의 다양한 의사결정  행

에 요한 향을 미친다[33]. Agarwal and Pra-

sad(1998)는 IT 신성을 어떤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도하려는 의지로 정의하 다[16]. 따라서 신성

이 높은 사람은 On-demand software를 수용하려

는 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한편 IT 성숙도가 기업의 ASP 도입에 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9, 36], 개인 사용자의 IT 

지식은 On-demand software에 향을 미칠 것이

다. 개인 사용자의 IT 지식은 On-demand soft-

ware를 사용함에 있어 개인이 지각하는 능력의 

정도로 개인이 해당 행 를 실행할 수 있는지의 

행  능력을 악하는 자기 효능감의 맥락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IT 지식이나 자기 효

능감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과 같은 새로

운 서비스의 수용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8, 30]. 따라서 개인 사용자의 

신  성향과 IT 지식은 On-demand software의 

수용에도 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

시하 다.

H.2：개인 사용자의 특성은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3 비용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에 한 경제  동

기와 결과는 그것의 수용에 향을 미친다[32].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과 같은 융 서비스

의 경우 서비스 사용료나 통신 요  등의 비용이 

사용자의 수용 여부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4,

29, 32]. 그러나 On-demand software의 사용은 소

트웨어 구입 비용과 소 트웨어 사용을 한 기

기 비용의 부담을 여  수 있다. ASP 련 연구

들에서도 기업이 ASP를 도입함에 따라 기 막

한 비용이 들어가는 어 리 이션에 한 지출과 

소 트웨어  하드웨어 비용을 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5, 6, 9, 41]. 

따라서 On-demand software 사용을 통한 소

트웨어  하드웨어 비용의 감은 개인 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

게 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H.3：비용은 개인 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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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유용성

유용성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들이 기존의 시스

템을 체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한 요인

으로 간주되고 있다[22].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용성이 높을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빠르게 수용된다.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도 유

용성은 요한 도입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2, 3]. 

한 게임  융 서비스의 분야에 있어서도 유

용성은 사용자의 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1, 8, 14, 30]. 

즉, 개인 사용자들이 On-demand software를 사

용하려는 목 은 그것이 유용하다고 단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유용성은 개인 사용자의 On-demand soft-

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용이성

용이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

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

쉽게 용하고 습득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2]. 이러한 용이성은 직간 으로 유용

성에 향을 미치는가에 상 없이 사용 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0]. 

Cooper(1997)는 사용의 편리함을 소비자들이 신

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요인으로 제시

하 고[21], Walis(1997)는 어떠한 기술 신이든 소

비자가 수용하기 해서는 이용이 편리해야 함을 

강조하 다[40]. 

선행연구에서 다 진 연구들에서도 용이성이 새

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에 요한 향 요인

임을 밝히고 있다[1-4, 8, 14, 19, 31].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5：용이성은 개인 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해 설문조사법을 이용

하 다. On-demand software를 사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을 상으로 직  면  는 이메

일을 통해 200부의 설문을 배포하 다. On-de-

mand software에 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하여 On-demand software에 한 추가

 설명을 제시하고 설문을 수행하도록 하 다. 

그 결과 138부를 회수하 으며, 이들  불성실한 

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123부를 최종분석에 사

용하 다. 

4.2 설문 구성  분석 방법

내용 타당성의 확보를 해 본 연구에서 채택된 

모든 측정문항은 과거 연구들에서 사용되었고 그 

타당성이 실증 으로 검증된 항목들로부터 선택되

어 본 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하게 수정을 하

여 사용하 다. 각 변수에 한 측정 문항은 아래

의 <표 4>와 같다. 

각 측정 항목은 “매우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에 이르는 값의 범 를 갖는 5  리커트 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er.12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Cronbach’s α를 이

용한 신뢰성 분석과 탐색  요인 분석을 각각 실

시하 으며, 각 요인들이 On-demand software의 

수용에 미치는 향의 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실

시되었다. 

5. 연구 결과

5.1 표본 특성

분석에 사용된 123부의 설문에 한 표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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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표 3>과 같다. 123명 에서 On-demand 

software의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에 불과

했으며, 사용 소 트웨어는 온라인 백신 로그램

이나 웹 오피스 형태의 On-demand software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개인용 On-demand software 

시장이 기 수 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16%만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

트웨어 80% 이상이 정품 소 트웨어라고 답했

으며, 응답자의 70%는 월 평균 소 트웨어 지출액

이 5천원 미만이라고 답하 다. 

<표 3> 표본 특성

항  목 빈도(비율)

  체 123(100%)

성별
남자 61(49.6%)

여자 62(50.4%)

나이

10 1(0.8%)

20 79(64.3%)

30 41(33.3%)

40  이상 1(1.6%)

학력

고졸  학 재학 50(41%)

졸 33(27%)

학원 이상 40(32%)

월평균 
소 트웨어 
지출비용

5천원 미만 82(67%)

5천원～1만원 미만 19(15.4%)

1～1.5만원 미만 9(7%)

1.5～2만원 미만 8(6.5%)

2만원 이상 5(4.1%)

5.2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내  일 성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하

기 해서 Cronbach’s α의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

여 설문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하 다. 상 계수의 

값이 0.6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13]. 분석 결과 비용(0.451)을 

제외한 품질(0.833), 개인사용자 특성(0.908),유용

성(0.900), 용이성(0.868)의 다른 요인은 0.6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비용 요인의 신뢰도의 값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아

직까지 On-demand software의 사용 경험이 축

되지 않았고, 재 서비스되고 있는 On-demand 

software의 경우 개인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는 ‘사용할 만

큼’ 지불하는 소 트웨어로 정의된 On-demand so-

ftware의 개념과 상이한 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라고 단이 된다. 

연구 결과의 실질 인 유효성을 높이고 설문항

목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하여 각 요인의 문항들

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추

출은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요인의 

수를 히 이기 한 주성분분석 방식을 사용

하 고, 요인 회 은 VARIMAX 방식을 선택하

다. <표 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측정된 재값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나 각 항목들이 구성하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품질 요인으로 분류하 던 신뢰성은 개별 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제공

되는 서비스 행 의 험에 한 응답자들의 인지

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에 보안 요인으로 명칭하여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

고 추후 분석을 실시하 다. 실제로 험 는 보

안을 새로운 기술  서비스 이용의 향 요인으

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4, 18].

신뢰도 값이 낮게 나타난 비용 요인은 제거하고, 

타당성 분석의 결과에 따라 품질을 구성하는 요인

으로 단하 던 보안(신뢰성)은 개별 요인으로 

분류되어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품질

개인사용자 특성

유용성

용이성

보안

On-demand 

software 수용

[그림 2] 수정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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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항  목 비  고

품질

업데이트

지속 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로그램을 선호하는 편이다.

김호  외(2002), 
Chin et al.(1998), 

Liao and Cheung(2002), 
곽기  외(2005), 
Grechler and 
Mangan(2002)

지속 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소 트웨어는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뛰어난 품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지속 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편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속성

On-demand software를 활용하기 해서, 항상 인터넷에 속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On-demand software 방식에 있어, 인터넷 속도는 요하다고 
생각한다.

On-demand software 서비스 제공자와의 속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신뢰성

On-demand 방식은 기존의 소 트웨어 구매방식보다 더 큰 보안의 
이 있다고 생각한다.

On-demand software의 장방식(개인 장 공간이 아닌 웹하드와 
같은 외부 장방식)은 나에게 거부감을 다.

On-demand 방식의 소 트웨어의 사용은 기존의 패키지형태의 
소 트웨어보다 안정 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

개인
사용자 
특성

IT 지식

다른 사람들로부터 IT 련 조언을 요청받을 때가 많다.

Agarwal and Prasad(1998), 
이건창 외( 2002), 
Lai and Li(2005), 
문용은 외(2004)

IT 련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한다.

IT 련 기기의 사용 혹은 조작을 즐긴다.

신성

생소한 기술을 했을 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생긴다.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해 어떠한 기기를 다루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체로 주 에서 내가 가장 먼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다.

비용

정량제 요 제가 개별 패키지의 소 트웨어를 구입하는 것보다 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한다. Luarn and Lin(2005), 

이경원(2005), 심재연 
외(2003), 안종문(2005),

Walsh(2003)

On-demand software는 나의 하드웨어 련 비용도 여  수 있을 
것이다.

On-demand software의 사용에 따른 가격 부담이 다.

유용성

On-demand software의 사용이 나의 업무 혹은 공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Davis(1989), 김태방(2004), 

김호  외(2002), 이건창 
외(2002), 황경연(2002), 
Lai and Li(2005), 곽기  

외(2005)

On-demand software는 내 생활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다.

On-demand software의 사용은 내가 일을 더 즐겁고 편하게 하는데 
도움을 다.

용의성

On-demand software의 사용은 쉽다고 생각한다. Davis(1989), 김태방(2004), 
김호  외(2002), 이건창 
외(2002), 황경연(2002), 
Lai and Li(2005), 
곽기  외(2005)

On-demand software를 사용하기 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On-demand software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용의도

온디멘드 소 트웨어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
김호  외(2002), 
곽기  외(2005) 기존 소 트웨어에 한 안으로서 On-demand software를 

고려하고 있다.

<표 4> 변수의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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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분석 결과

Beta 표 오차 β T P

  편 3.374 .053 63.107 .000
***

개인사용자 특성 .159 .054 .214 2.971 .004**

품  질 .171 .054 .229 3.179 .002
**

유용성 .295 .054 .396 5.495 .000
***

용이성 .221 .054 .296 4.114 .000***

신뢰성 .168 .054 .225 3.126 .002
**

R
2
 = .393 Adjusted R

2
 = .367 F = 15.165 P = .000

주) 
***
 P < .001, 

**
 P < 0.01.

<표 5> 요인분석 결과

 
요인

개인 특성 품질 유용성 용이성 보안

IT 지식 3 .923

IT 지식 2 .885

신성 3 .881

신성 2 .831

신성 1 .729

IT 지식 1 .614

업데이트 1 .775

업데이트 2 .763

업데이트 3 .735

속성 2 .694

속성 1 .626

속성 3 .564

유용성 3 .853

유용성 1 .825

유용성 2 .805

용이성 1 .820

용이성 2 .799

용이성 3 .764

보안 1 .762

보안 2 .758

보안 3 .725

고유치 6.666 3.064 2.261 1.438 1.238

분산율(%) 31.741 14.589 10.765 6.846 5.896

Cronbach’s α 0.908 0.833 0.900 0.868 0.650

5.3 가설 검증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비용 요인

은 제외하고(H.3 제거), 보안을 새로운 요인으로 

추가하여(H.6 -보안은 개인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 각 독립변수(품질, 개인사용자 특성, 유용성, 

용이성, 보안)가 On-demand software의 수용에 

미치는 향의 분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회귀분석의 모형은 F

값이 15.165(P = 0.000)로 의미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품질(β = .229, 

P = .002), 개인사용자 특성(β = .214, P = .004), 유

용성(β = .396, P = .000), 용이성(β = .296, P = .000), 

그리고 보안(β = .225, P = .002) 모두가 On-demand 

software의 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화 계수의 값을 비교해 보면 5개

의 요인  On-demand software의 수용에 가장 

향력이 큰 요인은 유용성이며(.396), 그 다음은 

용이성, 품질, 보안, 개인사용자 특성의 순이다. 이

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6. 결  론

6.1 연구 결과  논의

인터넷의 발   Web 2.0과 같은 신기술의 등

장과 개인 사용자들의 IT 지식의 축 으로 인한 

‘Prosumer’의 등장과 같은 변화는 On-dema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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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 검정 결과 

가    설 채택 여부

H.1 품질은 개인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개인 사용자의 특성은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비용은 개인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제거
*

H.4 유용성은 개인 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용이성은 개인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보안은 개인사용자의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주) 
*
 신뢰성 분석 결과 제거됨.

ftware로 표 되는 사용자 심의 상품과 서비스

를 등장시켰다. 특히 기존의 사용자 심의 서비

스들이 VOD와 같은 컨텐츠 부문에만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로그램  어 리 이션의 제

공 방식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미 Salesforce.com, Oracle 등과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On-demand software 방식의 SaaS 어 리

이션을 사용하여 기업을 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제 Google과 MS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 

개인 소비자를 상으로 하는 On-demand soft-

ware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국내에서

도 서비스되는 매니지드 PC의 보 과 향상된 기

능을 갖춘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연동 가능성으로 

인해 On-demand software 방식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On-demand software

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와 신은 피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

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활용 방안과 응용 상품의 

개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On-demand software의 확산을 

해 On-demand software의 수용에 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으로써, On-demand software의 확

 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인 모델을 제

시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으로 검증을 

하 다. TAM  TAM을 확장한 연구들과 ASP 

 Saas 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품질, 개인사용

자 특성, 유용성, 용이성, 그리고 비용 요인을 도출

하여 이를 개인 사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수집된 자료를 상으로 각 요인이 On- 

demand software 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인 업데이트와 속성과 같은 품질

의 요인은 On-demand software 사용의도에 정(+)

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제시되는 품질은 컨텐츠의 품질보다는 서

비스 품질을 의미하며, 따라서 On-demand soft-

ware를 공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속환

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속 인 업데이트  

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On-demand software라

는 것이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아무데서나 사

용자가 원하는 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사양에 덜 구

애받고 추가되는 복잡한 조작 없이 사용자가 원하

는 곳에서 쉽게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이 제공되어야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신  성향과 IT 지식과 같은 개인사용

자의 특성도 On-demand software의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gers 

(1995)는 신제품을 수용하는 순서에 따라 다섯 가

지 유형의 사람으로 구분하 는데(Innovator, Early 

adopter,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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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arly adopter는 체 잠재 수용의 13.5%를 

차지하며 체 잠재 수요의 34%에 해당하는 신

한 early majority에게 구 을 통해 신제품을 채택

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 다[33]. 

따라서 On-demand software의 확산을 해서는 

신성향이 높은 사용자들에게 의욕과 흥미를 유

발할 수 있는 고객 유치 략이 필요하며, On-de-

mand software 시장이 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험회피성이 강한 순응자들에게 신제품 채택에 

상당한 구  효과  향을 미치는 신  성향

의 early adopter들에 한 리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

로운 제품에 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신제품 체

험 기회의 우선 제공, 신규 사용자 소개 시 인센티

 제공 등의 리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TAM 모델의 주요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On-demand software의 사용의도에도 

가장 큰 향을 주는 두 가지의 요인으로서 나타

났다. 이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요

소이기에 어느 정도 상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으로 On-demand software

를 공 하게 될 업체들은 개인 사용자들에게 그들

이 매하게 될 제품의 유용함에 해 확신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조작이 쉽도록 그들의 서

비스를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 한 문제임을 알아

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일반 상용 소 트웨어에 

비해 On-demand software를 유용하고 편리한 서

비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용되지 않을 것

이 분명하므로 이들에 한 고려는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보안은 품질의 한 부분인 신뢰성으로 간

주하 는데 개별 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서비스의 험에 한 사

용자들의 인지가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이라는 새로운 요인으로 

명칭하 으며, 분석 결과 이러한 보안 이 낮

고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더욱 많은 사용자

가 On-demand software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도 

기업의 ASP와 같은 On-demand 방식의 어 리

이션의 도입의도에도 보안이나 신뢰성은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결국 On- 

demand software 방식에 있어서의 신뢰도는 기업

과 개인 모두에게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On-demand software 제공업자는 상용 소

트웨어보다 On-demand software가 안정성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  수 있어

야 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On-demand 

software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경우, 신뢰도 값이 낮아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 다. 연구 모형 수립 시 ASP에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도입의도’는 비용 감과 

같은 ‘가격’의 요인에 의해 가장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의 개인 사용자들은 

소 트웨어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에 가격 탄력성

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On-demand soft-

ware의 개인 사용자의 수용의도에도 요한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 그러나 실제 

설문에 한 신뢰도를 분석해본 결과 유의하지 않

은 신뢰도 값이 나왔으며, 결국 재로서는 가격

은 On-demand software의 사용의도에 용시키

기 어렵다고 단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본

의 특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 히 개인용 

소 트웨어 시장에서 정품 사용률은 낮으며, 소

트웨어에 한 지출 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개인 사

용자 On-demand software 시장이 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On-demand software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비용 요인이 제외되었지만 On-demand 

software 시장이 발 함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비용 요인을 지속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On- 

demand software는 소 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비

용을 감시켜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소 트웨어 

불법 복제  유통으로 인한 사회  손실도 여 

 수 있을 것이다. 



54 병호․이주형․강병구

6.2 연구의 한계  의의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충분한 수의 샘 을 

확보하지 못한 이다. 한 아직 On-demand so-

ftware 시장이 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On-demand software 해 알고 있거나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특징  요소에 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

가 낮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 다. 한 수집된 표본의 성향 한 고학력의 

20～30 에 편 되어 있음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

과가 모든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단하기에는 무

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샘 을 바탕으로 사용의도에서 더 나

아가 실제 사용  사용 태도와의 계도 심층

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언 된 

요인 이외의 추가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

해 야 할 것이며, 소 트웨어 시장이 왕성한 국

가들과의 비교 분석이 이 진다면 좀 더 의미 있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 단계에 있는 개인 사용

자 On-demand software에 한 반 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증 연구된 결과를 통해 향후 소

트웨어의 개발자  소 트웨어 벤더, 그리고 포

탈 사업자들이 개인 사용자에게 On-demand soft-

ware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에 한 이

해를 증진시켰다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사용자 On-demand software 활성은 

개인용 시장에서의 사용자 경험 축 으로 기업 시

장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며, 낭비되는 IT 자원을 최소화 시켜주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비용으로 쉽게 소

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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