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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3D프린터의 지각된 인식 및 사용자 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은 국내에 거주하고, 3D프린터를 사용해 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300명의 설문을 수행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지각된 인식은 지각된 가치와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용자 특성은 

지각된 가치 및 사용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3D프린터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소비자 중심

의 편의성, 신뢰성을 함께 지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3D프린터 지속적 사용 의도를 제고 하여 3D프린터가 보급

화, 대중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학계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전략이 수립되면 효과적일 것이

라고 사료 된다.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what the perceived recognition and user characteristics of 3D printers have to do with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of continuing use.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300 people, including employees who lived 
in Korea and used 3D printers. Research has shown that firstly, perceptual perception affects perceived values and 
intended use. Second, user characteristics have been shown to affect perceived value and intended use. Third, it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s and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Therefore, by fully recognizing the 
usefulness and ease of 3D printers to consumers, and by making them aware of the convenience and reliability of 
consumers, it will be effective if a strategy is established that has put a lot of interest and effort into making 3D printers 
more popular and active by enhancing consumers'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3D pri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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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D 프린팅 기술은 현재 제조 산업이 보유한 한계를 극

복하고 지속적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대량생산 체계에서 대량개인화를 넘어선 맞춤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3D 프린팅의 보급확산은 인류의 삶을 변

화시키고 있다. 공산품의 제조에 있어서 금형을 활용한 

사출 방식은 대량생산에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개

인 맞춤형 상품에는 부적절하며, 제조 과정 그리고 재료

의 특수성으로 인해 디자인되는 모든 형태의 상품들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3D프린터가 대중화·상
용화되면서 재료비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존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즉 개인 맞춤

형 생산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아직

은 3D프린터를 소유한 개인 소비자는 드문 편이지만, 머
지않아 각 가정에 3D프린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

된다. 3D프린터와 3D프린팅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3D프린터의 기술 및 산업적 측면에 집중되었다, 그로 인

해 3D프린터의 사용 주체자가 될 소비자들의 지각된 인

식과 사용자 특성, 지각된 가치 및 사용 의도 등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3D프린터에 관한 연구가 배출되

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일이다, 3D프린터가 확

실하게 대중화, 보급된 상태가 아니기에 3D프린터에 관

해 소비자들의 가치나 태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아직 뚜

렷하게 제기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D프

린터를 소비자들이 지각하고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3D프린터의 보급·
상용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과 업계들이 유효하게 참고

하여 3D프린터의 보급·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각된 인식 및 사용자 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지

속적 사용 의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학문적 공헌이 되

고자 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지속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설계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3D프린터를 통해 지각된 인식 및 사

용자 특성이 종속변수인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Fig. 1 Model of Study

2.2. 연구가설 설정

지각된 용이성은 “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신

체적, 정신적인 노력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사용자

가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2, 3]. 이를 측정하기 

위해 [2, 3]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목적과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3D프린터의 사용 방법의 

용이성', '3D프린터 활용을 위한 노력의 정도', '메뉴의 

구성이 이용하기 편리', '3D프린터를 통한 입체 출력의 

용이성' 등의 5문항으로 설문하였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과 업무성과에 있어서 더욱 향

상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3, 4]. 이
를 측정하기 위해 [3, 4]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목적과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3D프린터가 

제공하는 생활편의 정도', '3D프린터 사용이 생활에서 

유용한 정도', '3D프린터 사용을 통한 성과 향상 정도', 
'3D프린터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의 유용성' 등의 

5문항으로 설문하였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었다. 편의성은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쉽다고 느끼거나,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으

로 기대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5]. 이를 측정하

기 위해 [5]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목적과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이용하는 절차는 간단', '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 '이용 방법이 이해하기 

쉬움', '이용하는 것이 편리' 등의 5문항으로 설문하였으

며, 측정 도구의 각 항목 들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신뢰성은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가 해당 정보기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 수준을 

얼마나 낮게 인지하며 해당 정보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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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6, 7]. 이를 측정하기 위해 [6, 
7]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목적과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
윤리적인 문제', '고객의 이익', '3D프린터 서비스를 신뢰

' 등의 4문항으로 설문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각 항목 들

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지각된 가치는 “소
비자가 지불 한 가격대비 제공된 것에 대한 고객의 평

가”라고 조작적 정의한다[8, 9]. 이를 측정하기 위해 [8, 
9]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목적과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지불 한 금액 이상으로 가치가 있

다', '다른 기술들 대비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3D프린터가 내게 좋은 가치를 제공할 것 같다' 등의 5문
항으로 설문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각 항목 들은 리커트

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지속적 사용은 “제품 및 서

비스를 사용자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 정

도”로 조작적 정의한다[10, 11]. 이를 측정하기 위해 

[10, 11, 12, 13]의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목

적과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앞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할 의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을 권할 것 같다', 
'3D프린터가 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인지한 정도' 등의 

5문항으로 설문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각 항목 들은 리

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D프린터의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객과 제공자 간의 관

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 의로 편의성, 신뢰성, 지
각된 가치 지각된 인식을 살펴보았다. 3D프린터 소비자

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다른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연구주제에 맞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 : 3D프린터의 지각된 인식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3D프린터의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3D프린터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가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3D프린터의 사용자 특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3D프린터의 편의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3D프린터의 신뢰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3D프린터의 지각된 인식은 지속적 사용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3D프린터의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3D프린터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3D프린터의 사용자 특성은 지속적 사용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3D프린터의 편의성은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 3D프린터의 신뢰성은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3D프린터의 지각된 가치는 지속적 사용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자료수집 및 실증분석

3.1.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3D프린터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설정한 

3D프린터의 가치와 지속적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국내의 3D프린터 관련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나이, 성별, 직업별, 학력별로 고려하여 대상자들을 

선정·모집하였다. 설문조사 기간 총 300부의 설문을 시

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인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와 요인들 

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하였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되는 세부 하위요인들

의 일관성을 검사를 위해 신뢰성 검증 Cronbach's Alpha
를 사용 분석 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별 신뢰도 수준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

다. 셋째, 변수 간 상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행하였다.

3.2.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

계학적 특성을 성별, 나이, 최종 학력, 직업, 영역으로 구

분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성별을 보면, 남자 246명, 여자 

54명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를 보면, 20세~40세 260명으

로 가장 많으며, 50세 이상이 40명으로 가장 작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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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는 61명,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가 239명으로 가장 많으며, 직업을 보면, 전문직 

95명, 자영업 65명, 학생 69명, 공무원 43명, 기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3.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표1은 신뢰성 및 타당도 분석표이다. 첫 번째 독립변

수인 지각된 인식’을 구성하는 고유 값은 유용성 4.998, 
용이성 4.458이고, 지각된 인식에 의한 전체 설명력은 

누적 68.193%(37.472%, 30.721%의 합)로서, 하위요인 

구성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두 번째 독립변수의 고

유 값은 편의성 4.868과 신뢰성 4.180이고, 분산에 의한 

전체 설명력은 72.120%(40.978%, 31.142%의 합)로서, 
하위요인 구성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and Feasibility Analysis

variable characteristic 
value

Cronbach's 
alpha AVE

Perceiv
ed

Usefulness 4.998 0.884 37.472

Ease of 
use 4.458 0.788 30.721

Convenien
ce 4.868 0.875 40.978

Reliability 4.180 0.79 31.142

Perceived Value 5.012 0.880 75.302

Continuous use 4.58 0.815 64.698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각된 가치를 구성하는 측정

항목의 고유 값은 5.012이고, 분산에 의한 전체 설명력

은 75.302%로서, 지각된 가치의 요인 구성은 적절하다

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지속적 사용 의도를 구성하

는 측정항목들의 고유 값은 4.588이고, 전체 설명력은 

64.698%로서, 지속적 사용 의도의 요인 구성은 적절하

다고 볼 수 있다. AVE 값은 모두 0.50 이상으로 타당도 

또한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3.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표2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표이다. 독립변수 간

의 관계적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용성

은 용이성과 0.548, 편의성과 0.562, 신뢰성과 0.620, 지
각된 가치와 0.705, 지속적 사용 의도와 0.640으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다. 

Table. 2 Result of Correlation coeffici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1 2 3 4 5 6

1. Usefulness 1

2. ease of use 0.548** 1

3. Convenience 0.562** 0.457** 1

4. Reliability 0.620** 0.556** 0.492** 1

5. Perceived Value 0.705** 0.519** 0.219** 0.539** 1

6. Continuous use 0.640** 0.592** 0.223** 0.631** 0.720** 1

* p<0.05 ** p<0.01

용이성은 편이성과 0.457, 신뢰성과 0.556, 지각된 가

치와 0.519 지속적 사용 의도와 0.592로 각각 정적 상관

관계로 나타난다. 편이성은 신뢰성과 0.492, 지각된 가

치와 0.219 지속적 사용 의도와 0.223 의로 각각 정적 상

관관계로 나타난다. 신뢰성은 지각된 가치와 0.539 지속

적 사용 의도와 0.631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각된 가치는 지속적 사용 의도와 0.720으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다. 

Ⅳ. 가설검정 결과 및 해석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B SE β t p Tol VIF

3.609 0.108 25.193 0.000

Perce
ived

Usefulness 0.420 0.027 0.671 12.929 0.000 0.863 4.359

ease of use 0.340 0.030 0.483 8.995 0.000 0.863 4.359

adj R2=0.730, df1=2, F=161.534, p=0.000
dependent variable : Perceived Value. * p<0.05 ** p<0.01

표3은 지각된 인식과 지각된 가치 간의 분석표이다. 
종속변수인 지각된 가치에 대한 R² 값은 73.0%, 회귀 식

에 대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는 F 통계량 값은 

161.534, 유의도는 0.000이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

성을 지닌다. VIF 값은 4.359이다. 지각된 인식과 지각

된 가치 간의 분석결과, 지각된 유용성의 β 계수 값이 

0.671이고, 지각된 용이성의 β 계수 값이 0.483으로서, 
하위요인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이 모두 지각

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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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B SE β t p Tol VIF

7.109 0.135 45.388 0.000

Convenience 0.449 0.034 0.645 9.249 0.000 0.956 4.322

Reliability 0.474 0.049 0.547 7.650 0.000 0.956 4.322

adj R2=0.666, df1=2, F=84.553, p=0.000
dependent variable : Perceived Value. * p<0.05 ** p<0.01

표4는 편의성, 신뢰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분석표이

다. 종속변수인 지각된 가치에 대한 수정된 R² 값은 

66.6%, F 통계량 값은 84.553, 유의도는 0.000이다. 따
라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니고, 다중공선성 은 VIF 
값은 4.322이다. 편의성, 신뢰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분

석결과, 편의성의 β 계수 값이 0.645이고, 신뢰성의 β 

계수 값이 0.547로서,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B SE β t p Tol VIF

Perce
ived

4.292 0.166 13.842 0.000

Usefulness 0.506 0.041 0.637 7.990 0.000 1.163 4.159

ease of use 0.499 0.046 0.591 7.313 0.000 1.163 4.159

adj R2=0.564, df1=2, F=37.469, p=0.00
dependent variable : Continuous use. * p<0.05 ** p<0.01

표5는 지각된 인식과 지속적 사용 의도 간의 분석표

이다. 종속변수인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수정된 R² 
값은 56.4%, F 통계량 값은 37.469, 유의도는 0.000이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니고 다중공선성 VIF 
값은 4.159이다. 지각된 인식과 지속적 사용 의도 간 분

석결과, 지각된 유용성의 β 계수 값은 0.637이고, 지각

된 용이성의 β 계수 값은 0.591로서, 지속적 사용 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6은 편

의성, 신뢰성과 지속적 사용 의도 간의 분석표이다. 종
속변수인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수정된 R² 값은 

58.4%, F 통계량 값은 59.628, 유의도는 0.000이다. 따
라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니며 다중공선성 VIF 값
은 3.322이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B SE β t p Tol VIF

7.260 0.158 33.266 0.000

Convenience 0.349 0.040 0.444 3.684 0.000 0.956 3.322

Reliability 0.596 0.057 0.661 6.952 0.000 0.956 3.322

adj R2=0.584, df1=2, F=59.628, p=0.000,
dependent variable : Continuous use. * p<0.05 ** p<0.01

 

지속적 사용 의도 간 분석결과, 편의성의 β 계수 값이 

0.444이고, 신뢰성의 β 계수 값이 0.661로서, 하위요인

인 편의성, 신뢰성이 모두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B SE β t p Tol VIF

0.636 0.472 3.600 0.000

Perceived 
Value 0.912 0.260 0.854 13.797 0.000 3.000 3.000

adj R2=0.628, df1=1, F=141.158, p=0.000
dependent variable : Continuous use. * p<0.05 ** p<0.01

 

표7은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 의도 간의 분석표

이다. 종속변수인 지속적 사용 의도에 대한 수정된 R² 
값은 62.8%, F 통계량 값은 141.158, 유의도는 0.000이
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 의도 간 분석결과, 지각된 가치의 β 계수 값이 

0.854로서 지속적 사용 의도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3D프린터 산업의 실증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3D프린터 산업의 소비

자 관점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3D프린터의 지각된 인식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고, 가설 1의 세

부 가설인 1-1, 1-2 모두 채택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이 

지각된 용이성보다 지각된 가치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일상생활과 직무에 있어서 유의하게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3D프린터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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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고, 가설 2의 세부 가설인 2-1, 2-2 모
두 채택되었다. 소비자들은 3D프린터가 편리할수록 3D
프린터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3D프린터의 가치를 지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

비자들이 신뢰성보다도 기술적 편의성을 더욱 우려하

고 신경 쓴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3D프린터를 제조·
공급하는 기업들과 관련 기관에서는 3D프린터의 신뢰

성 문제에 못지않게, 기술적 편의성을 반영하기 위해 힘

써야 할 것이다. 셋째, 3D프린터의 지각된 인식은 지속

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
은 채택되었고, 지각된 유용성이 지각된 용이성보다 지

속적 사용 의도에 대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3D프린터를 지속으로 사

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각된 용이성보다는 일상생

활과 직무에 대하여 유용성과 가치, 도움 되는 정도를 

보다 중시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

설1과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3D프린터의 사용

자 특성은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세부 가설인 4-1, 4-2 모
두 채택되었다. 3D프린터의 가치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신경 쓰는 소비자들이 막상 개인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

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뢰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개인용 3D프린터를 판매 및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신뢰

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및 사용 의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신뢰성에 중점을 두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3D프린

터의 지각된 가치는 지속적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3D프

린터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느낀 소비자들은 지속적 사

용 의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3D프린터가 제공하는 생활편

의, 출력의 용이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이용 방법이 쉽고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지각할 때 소비자들이 가치가 있고 생활에 필요한 제품

으로 인지한다. 이를 통해 3D프린터의 확대와 보급 화, 
대중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업계와 관련 기관 등 다

양한 방면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표본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인별 세부 편차까

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큰 규모의 표

본 조사를 수행하고, 3D프린터의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 을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으

로 규명할 수 있는 전문적 측정항목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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