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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Big Data has been introduced to the Korean fashion industry; however, the literature

has not yet investigated how well high technologies are being perceived and adopted by the practitioners of

fashion companies. Recognizing the lack of research, the current research explores how big data analysis has

been adopted by fashion practitioner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at consider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e., innovation, slack, and IS infra maturity). First, all TAM relation-

ships were accepted as significant; however, the effect of perceived ease of use on the attitude toward big

data was greater than perceived usefulness. Regard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hile organization inno-

vation had positive impacts on perceived usefulness as well as perceived ease of use, organization slack did

not show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ease of use only. On the other hand, IS infra mat-

urity had a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while i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ease of use.  Finally, the level of perceived usefulness is decreasing as the IS infra of the fashion organiza-

tion becomes more mature. With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at fashion industry needs more education

on the usage of big data analysis systems and development in related analysis tools.

Key words: Big data analysis system, Fashion industries, Technology acceptance model,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패션산업, 신기술 수용모델, 조직 특성

I. 서 론

오늘날 조직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빠르게 글로벌화

되고 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기업들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근

래에 모든 미디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사회, 경제 행위

들은 인터넷과 빠른 속도로 통합되고, 광대역의 발달로

인터넷으로의 접근이 증가하면서, 기업 활동에 따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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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데이터의 수집에

서 전송, 저장, 분석에 이르는 각종 처리 비용의 하락은

데이터 가치 사슬 내 관련 원가의 감소로 이어져 데이터

를 사용하고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기업의 욕구가 크게

증가했다(OECD, 2013). 이러한 여러 기술적, 사회 경제

적 상황에 따라 기업들은 거대한 규모의 다양한 데이터

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거대한 볼륨의 데이터로 일반적인 데이

터베이스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

는 방대한 양(Volume)의 다양한(Variety) 정형, 비정형 데

이터를 실시간(Velocity)의 3V의 특징을 가진다. 기존에

는 빅데이터를 대량의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였으나, 지

금은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발굴, 분

석, 시각화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데이터가 주도하는

혁신을 일컫는다(Beom & Choi, 2013; Fenn & LeHong,

2011; Jung, 2011; Manyika et al., 2011). 빅데이터는 기

업의 경쟁적 이점을 창조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자산

일 뿐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패션산업에서 발생하는 정형(Structured) 데이터는 기

업의 매출 데이터, 소비자의 로그 데이터 등이 대표적

이다. CJ오쇼핑, GS홈쇼핑, 스타일난다, FnC코오롱, 현

대카드 등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패션마케

팅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시어즈, 유니클로, 자라 등 글

로벌 리테일러들도 패션상품과 관련한 판매 및 소비자

로그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각종 소비자,

환경 변수들과 결합시켜 고객 선호 및 적정 재고에 대

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기도 한

다. 비정형(Unstructured) 데이터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

어 저장되는 정형 데이터와 달리 트위터, 인스터그램 등

의 SNS에서 생성되는 텍스트 데이터, 유튜브 등에서 생

성되는 오디오, 비주얼 데이터 등 포함한 것을 총칭한

다.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소비자의 가치 추출하

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텍스트 속에서 긍정 또는 부정

의 의견을 읽어 기업의 가치를 읽는 방법 등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카이키시모(Chicisimo)는 소셜상에서 언급되

는 패션아이템들의 상관성을 맵핑하여, 사람들이 실제

패션아이템들을 어떻게 매치하여 착용하는지에 대한 소

셜 패션 그래프를 제시한다. 월마트는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

여 매장별 재고량 분배에 사용한다. 에디티(Edited)는 소

셜 미디어, 전문보고서 등에서 추출한 텍스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확한 트렌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여 처리와 분

배과정을 거쳐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일련의 데이터 라

이프사이클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논

의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패션산업 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전문 분석 도구가 부

재하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활용현황 및 수용의도

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조직에서 도입하

려는 새로운 정보기술로 정의하고, 기업이 빅데이터 분

석 시스템의 도입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측면의

요인들을 포함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실증연구를 수행

하고 한다. 특히 선행연구(Bae et al., 2014; Kim et al.,

2013; Lee & Chung, 2014; Lee, 2009; Moon & Kang,

2007; So, 2004)들에서 부각된 조직의 여유자원이나, 혁

신성, 조직이 갖춘 정보 시스템 인프라의 성숙도 등 조

직 측면의 요인을 포함하여 Davis(1989)가 창안한 신기

술 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따

라 패션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탐구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의도

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저

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방대한 양의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칭한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는 크게 내부 소스와 외부 소스로 나눌 수 있

다. 내부 소스로는 거래 데이터, 로그 데이터, 매출 등 수

치자료, 사내 발간보고서, 현장에서 수집되는 고객의 소

리, 회사 웹사이트 내 고객의 동선, 현장 CCTV 등 영상

정보가 해당되고, 외부 데이터 소스로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사진과 동영상 등

의 비주얼 데이터, 날씨나 환율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

하는 공공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미국의 마켓 리서치 기

업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은 2010년까지 누적된

데이터의 양이 1,000엑사바이트(Exabyte; 십억 기가바

이트) 이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이 수치는 10년 내로

40배로 증가할 것임을 예측했다(Lohr, 2012).

McKinsey & Company 소속의 Bughin et al.(2010)은

2010년 초 빅데이터 내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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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져온다고 발표

하였으며, IT 관련 리서치 그룹 Gartner는 Fenn and Le-

Hong(2011)의 리포트를 통해 떠오르는 새로운 기술 전망

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이후 2013년에

는 ‘전략적 빅데이터’를 선정하였으며(Stamford, 2013),

2016년에는 ‘보편화된 첨단분석’으로 발표(Burton & Wi-

llis, 2016)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5년 약 263백만 달러이며, 2020년까지 900백만 달러

(약 한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Jung, 2013).

이에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

부는 2017년까지 10대 핵심기술 및 15대 미래서비스 선

정 개발 내용에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를 선정하여 정

부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 빅데이터는 글로벌 대형 기업을 중심

으로 트렌드 분석과 미래예측, 맞춤형 정보제공, 이미

지 분석,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내, 외부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SPA 브랜드 ‘자라’는 다

품종 소량생산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세계 매

장의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매장의 환경

정보와 결합시켜 품목별 적정 재고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Park et al., 2013). ‘시어스백화점’의 경우

에도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적정 가격

을 책정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있

다(Beom & Choi, 2013). 특히 ‘시어스’나 ‘유니클로’ 등

은 날씨 정보 등 산업에 연관성이 있는 빅데이터와 결

합하고 있다(King, 2012; Neff, 2014). 국내 패션산업에

서도 최근 판매 데이터 등 수치를 활용한 예측방법의 중

요성이 대두되면서, ‘FnC코오롱’와 ‘스타일난다’는 내

부 고객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품 판매량과 선호상품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Kwak,

2015). 패션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및 공공부문에서도 빅

데이터 활용단계는 초기 단계로, 기업 내에서 내재화되

어 실제 업무에 반영되기보다는 프로젝트 성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Lim et al.(2015)은 국내 보험기업의 빅데

이터 활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 분석에 전문화된

부서가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부서별로 분산적 분석에

급급하였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

더라도, 실시간 정형 데이터 또한 분석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과거와

현재의 규칙성과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특정

이벤트의 발생 여부나 판매량을 예측하여 기업의 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이 산업 전반에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성장, 개

선, 고객만족 전략에 집중하고, 신규 사업모델 개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과 조직 특성

선행연구(Chae, 2009; Grover & Goslar, 1993; Jeong

& Moon, 2005; Jung et al., 2013; Kim et al., 2013; Kim &

Song, 2014; Venkatesh et al., 2003; You & Park, 2010)에

서 혁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용자 특성과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

ance Model; TAM),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

tion; TRA), 혁신기술수용통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등을 꼽고

있다. Ajzen and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는 인간의 행동의도는 행동의 유의한 예측변수이며, 이

러한 행동의도는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

tive Norm)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TRA는 혁신제품

혹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수용행동에 집중하여 TAM

등으로 확장되었다. TAM은 Davis(1989)가 제안한 모델

로 신기술을 수용하려는 의도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태

도를 구성하는 결정요소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

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안하였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새로운 정보기술 시스템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며, 차례로 실제 사용에 영향

을 미친다. 특히, TAM은 수용자의 신기술 수용에 있어

설명력이 매우 높은 모형으로,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모델이 검증되어 왔다. 패션산업에서도 다수의 선행연

구(Chae, 2009; Kim et al., 2009; Ko et al., 2008)를 통해

TAM이 확장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패션산업 내 조직에서 도입하려는 새로운 정

보기술로 정의하고, TAM의 기본 가정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며, 이러한 태도는 실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사용

과 관련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제

안한다.

가설 1-1.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 지각된 유용

성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1-2, 1-3.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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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태도는 빅데

이터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TAM 관련 연구에서는 설명력을 높일 외부 변수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연

구자들은 확장된 신기술 수용모델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변수들을 추가적용하며 설명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신기술 수용모델을 수정해 왔다(Chae, 2009; Jeong &

Moon, 2005; Jung et al., 2013; Kang & Jin, 2007; Kim et

al., 2013; Lee et al., 2011; So, 2004). 특히 변화하는 환경

을 빠르게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조직의

영향력은 크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정

보 시스템의 도입은 경영 성과를 제고하는 데 정적인 영

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므로 변화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조직의 특성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혁신성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Go-

ldsmith & Hofacker, 1991)로 개인이나 조직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

세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Van de Ven, 1986). 혁신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개념의 유형분류에 차이는 있으나,

Kim et al.(2013)의 선행연구에서 조직 차원의 혁신 성향

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기술의 도입을 위해

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자원이 필요한데, 경영에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의 자원을 조직 여유(Organiz-

ational Slack)이라 한다(Bae et al., 2014; Park, 2010). 경

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핵심역량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에는 조직 내부의 경쟁력 유지 및 외

부 차원의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조직의 여유 확보

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Bae et al., 2014).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의 인프라 성숙도는 정보 시

스템에 대한 조직의 경험이나 기존 시스템 인프라의 구

축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되며, 빅데이터 분석 시스

템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변수이다. 기업이 발전할수록 조직 내

에 정보 시스템 인프라의 수준이 성숙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좋은 태도를 바탕으로 이를 채택하고 확

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Grover & Goslar, 1993; Kim

et al., 2013; Moon & Kang, 2007).

따라서 패션조직의 특성(조직 혁신성, 조직 여유, 조

직 내 정보 시스템 인프라의 성숙도)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수용의 주요 설명변수들인 지각된 사용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2-2. 패션조직의 혁신성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3-2. 패션조직의 신기술 수용에 대한 여유

자원의 준비도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

템에 대해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4-1, 4-2. 패션조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 성숙

도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 지

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Fig. 1>에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은 기업 차원에서 인프

라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조사대상은 패

션기업 종사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연구이므

로 모든 설문대상자들이 인터넷 사용자라고 가정하고,

이에 가장 적절한 설문방법인 인터넷 설문을 선택하였

다(Tan & Teo, 2000). 패션정보회사인 한국컬러앤드패

션트랜드센터의 웹사이트(http://cft.or.kr/) 내 팝업(Pop-

up)과 6,5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설문대상자들의 방문을 유도하였다.

연구는 크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Study 1)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수용의도에 대한 연

구(Study 2)로 나뉜다. 인터넷 조사는 2015년 5월(Study

1)과 2015년 12월(Study 2)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

으며, 각각 133명과 140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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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업의 규모, 응답자 직위, 직무 등의 특성은 <Ta-

ble 1>에 제시하였다. 국내 패션산업은 2000년 이후 인

건비 감소를 위한 인력 감축으로 영세업체 위주로 재편

되며,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위주로 전환되었다. 2012년

을 기준으로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사업체의 비

중이 87.8%에 달하고 있어(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4), 본 조사에서 참여자의 기업 규모가 영

세한 점과 일맥상통하며, 패션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시

스템 활용 및 수용의도에 대한 결과를 적용하는 점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설문지 구성

기초 실태조사(Study 1)에서는 수집하고 있는 기업 내

부 및 외부 데이터의 종류와 활용처, 활용 정도에 대한

활용현황을 조사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 시작 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여 응답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본

설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을 구축하였다. 응

답자에게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Big Data)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정도의

방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

석할 경우 인간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면서 빠르게 전파하고 변화됨에 따라 전체를 파악하고

Fig. 1. Conceptual model of the study.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Unit: n (%))

Character of Respondent Study 1 Study 2

Firm Size

SMEs 124 (093.2) 113 (080.7)

Major 009 (006.8) 020 (014.3)

Non-profit 000 (000.0) 007 (005.0)

Charged

Tasks*

Product

Development
096 (077.4) 112 (076.7)

Production 000 (000.0) 002 (001.4)

Retailing 018 (014.5) 008 (005.5)

Marketing and

Promotion
022 (016.5) 11 (007.5)

R&D 006 (004.5) 007 (004.5)

Education 000 (000.0) 006 (004.1)

Position

Staff 029 (021.8) 037 (026.4)

Practitioner 062 (046.6) 065 (046.4)

Manager 028 (021.1) 027 (019.3)

Executive 014 (010.5) 011 (007.9)

Total 133 (100.0) 140 (100.0)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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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가치창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조사(Study 2)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

과정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조직의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 빅데이터 분

석 시스템의 수용과정의 문항들은 Davis(1989)가 제안한

TAM을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맞게 수정하여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네 문항(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분

석 시스템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우리 조직은 빅데

이터 분석 시스템 이용에 쉽게 능숙해질 것이다/우리 조

직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용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

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

네 문항(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기존에 비해 다양한 데

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빅데이터 분석 시스

템은 기존에 비해 복잡한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

간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

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태도 네 문항(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을 통해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것이다/빅데이터 분석 시

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현명하다/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 호감이 간다/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의도 네 문항(우리 조직은 가

능하다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우리 조직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혁신적인 기능을

업무에 이용해 보고 싶다/우리 조직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또는 새로이) 사용할 것이다/

우리 조직은 업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사용

해야 한다면 자주 사용할 의향이 있다)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조직의 특성요인은 최신 정보 추구, 새로운 혜

택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 정도, 신기술과 트렌드의 관

심, 타조직 대비 혁신 정도를 수용조직의 혁신성(Orga-

nization Innovativeness; OI)의 네 문항(우리 조직은 최신

정보를 알고자 하는 편이다/우리 조직은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편하거나 혜택이 많은 것은 없

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우리 조직은 새로운 기

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우리 조직은 다른 기업보

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조직의 여유자원

(Organization Slack; OS)은 충분한 여유자본의 확보, 충

분한 인력 확보, 충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

확보가 쉬운 편인지를 세 문항(우리 조직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자본의 확보가 쉬

운 편이다/우리 조직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

비한 충분한 인력확보가 쉬운 편이다/우리 회사는 새로

운 정보 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의 인프라 확보가 쉬운 편이다), 조직의 정보인프라 성

숙도(IS Infra Maturity; IIM)는 업무 전산화 수준, 통합

된 데이터베이스 보유 정도, 정보 시스템의 지원 정도,

조직 내 정보 시스템 관련 정보 인력의 보유 정도의 총

네 문항(우리 조직은 업무 전산화 수준이 높다/우리 조

직은 정보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우리

조직은 종합적이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

다/우리 조직의 정보시스템은 조직 내 여러 부서를 지

원하고 있다)으로 측정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과정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요인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항목의 신뢰도는 Nun-

nally(1978)가 제시한 적정 기준인 .70을 능가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 AMOS

2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

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변

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자 구조방정

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패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초 실태분

석(Study 1)

패션산업 종사자들이 업무 활용을 위해 수집하고 있

는 빅데이터의 종류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활용분

야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장 많이 수

집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의 종류는 내부 데이터 중에

서도 매출 데이터, 거래 데이터와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

였다. Chae et al.(2012)가 국내 CEO를 대상으로 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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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활용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통적인 재무 데이터와 사

내외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으며, 고객행태와 관련한 본격

적인 빅데이터의 이용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

이터의 특징 중의 하나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의

다양성이지만 크기와 내용을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의 비정형 데이터보다

정형 데이터 위주로 수집, 분석,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

터의 가치에 대한 CEO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전사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동시에 정형 데이터보다

관리와 활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위험이 크고, 특출

한 활용사례가 부재한 점은 기업에서 비정형 빅데이터

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로 여겨진다.

수집한 빅데이터의 활용처로는 신상품 개발 및 트렌드

예측을 가장 많이 꼽았다. Kim et al.(2014)의 텍스트 기

반 웹문서를 주제어 분석(Text Mining)한 연구에서도 패

션산업과 관련하여 고객관리와 마케팅(40.3%), 생산관리

(24.6%), 컨설팅(13.2%), 통계(12.3%), 의사결정(10.2%),

연구개발(9.5%), 인사재무(8.9%) 순으로 버즈(Buzz)가 생

성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는 빅데이터 관련 버즈가 고

객관리와 마케팅, 생산관리에 집중되어 온 타 산업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경제적 성과

로 이어지는 담론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패션산업 종사자들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

입을 위한 계획과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응답결과, 가

까운 미래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기업

의 비중이 이미 도입하여 사용 중인 기업의 비중보다 더

컸다. IBM Corporation(2012)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활

용 정도에 따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단계(Zero), 관련 지

식 수집과 마켓 관측의 단계(Educate), 비즈니스 니즈와

챌린지에 기반한 전략과 로드맵 개발의 단계(Engage),

둘 이상의 빅데이터 관련 시도를 하고 있으며, 세부 분석

에 적용 중인 단계(Execute)로 나누어 보았다. 현재 빅데

이터 분석 시스템를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패션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활용단계는 관련 지식수집 및

마켓 관측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

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해서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분석 능력, 데이터의 질 등

Table 3. Plan of adoption about big data system

Plan of Adoption about Big Data System n (%)

Plan of

Adoption

No Plan Prepared 20 (15.0)

Have Already Applied 13 (09.8)

Within a Year 14 (10.5)

Within 1-3 Years 24 (18.0)

Within 3-5 Years 07 (05.3)

Have No Idea 55 (41.4)

Necessities for

Successful

Adoption

Understanding of

Application and Practice
33 (24.8)

Will of the Executives 09 (06.8)

Data Quality 30 (22.6)

Data Quantity 04 (03.0)

Analyzing Ability 33 (24.8)

Analyzing Tools 10 (07.5)

Developing Related

Human Resources
01 (00.8)

Practical Education 05 (03.8)

Sharing of Success Cases 08 (06.0)

Table 2. Usage of big data

Usage of Big Data n (%)

Channels of

Collection

Inside

Transaction Data 016 (12.9)

Log Data 004 (03.2)

Sales Data 014 (11.3)

In-house Report 008 (06.5)

Customer Voice in Field 013 (10.5)

Customer Traffic Data 10 (08.1)

CCTV Recording Data 001 (00.8)

Subtotal 066 (07.1)

Outside

Text Data (e.g., SNS) 018 (14.5)

Audio Data 002 (01.6)

Visual Data 007 (05.6)

Subtotal 027 (06.8)

Total 093 (07.0)

Applying

Tasks*

Sales & Marketing 069 (51.9)

Management & Operation 022 (16.5)

Strategic Planning 076 (57.1)

Financial Management 001 (00.8)

Product Development &

Trend Forecasting
103 (77.4)

Customer Service Design 014 (10.5)

Brand Management 040 (30.1)

Total 325 (34.9)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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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Organization Innovativeness

OI1 .89 09.17***

.80 .82 .95
OI2 .66 07.45***

OI3 .75

OI4 .60 06.74***

Organization Slack

OS1 .84 14.67***

.92 .95 .98OS2 .95

OS3 .89 16.86***

IS Infra Maturity

IM1 .76 09.89***

.88 .91 .98
IM2 .89 11.99***

IM3 .81

IM4 .78 10.17***

Perceived Ease of Use

PE1 .83 13.02***

.93 .95 .99
PE2 .89 14.83***

PE3 .88 14.46***

PE4 .87

Perceived Usefulness

PU1 .87

.94 .95 .99
PU2 .87 14.00***

PU3 .93 15.88***

PU4 .91 15.25***

Attitude toward

Big Data Analysis System

AT1 .90

.94 .95 .99
AT2 .93 18.14***

AT3 .91 17.28***

AT4 .86 15.09***

Adopting Intention toward

Big Data Analysis System

BI1 .88 15.59***

.93 .94 .98
BI2 .90

BI3 .89 15.90***

BI4 .83 13.71***

***p<.001

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생

성과 수집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의 저장, 처리, 분배, 분

석 등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의 후방단계에서의 이슈 창

출을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시

스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빅

데이터 가치 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단순히

수치화할 경우에는 잘못된 정량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2.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조직의 특성(Study 2)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구성된 개념들

이 적절히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를 포함한 측정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

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4)−(Table 5).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하나의 잠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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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평균

분산추출값(AVE)의 크기, 잠재요인 신뢰성(CR)으로 측

정할 수 있다(Lee & Lim, 2009).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이고, AVE값이 .50 이상, CR값이 .60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Bagozzi & Yi,

1988), 요인부하량과 CR값이 모두 .90 이상을 보여 수렴

타당도를 지지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재요인들의 Cronb-

ach's α는 .80~.94의 범위에 있어 측정도구의 내적일관

성이 확인되었다(Hair Jr. et al., 2010).

잠재요인이 다른 잠재요인과 서로 충분히 다른가를

살펴보는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두 잠재요인 각각의 AVE값과 그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근 값을 비교할 수 있다. 각 외생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 제곱값은 .08~.67의 범위에 분포되

어 있고, AVE값은 .82 이상으로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한다. 따라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

으며, 잠재요인의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 따라서, 측정

모형 분석을 통해 이들 잠재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구

조모형 분석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2) 가설검증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Table 6>,

<Fig. 2>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절대 적합도 지수, 증분 적합도 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 지수들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

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χ
2
 통계량

은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들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p값이 유의(p<.05)하더라도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

므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적합도를 판단해야 한다(Lee

& Lim, 2009). 따라서 이를 자유도로 나누어 5보다 작

으면 적합도가 높다는 기준을 적용하였고(Park & Lee,

2009),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Luwis In-

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기준으로 사

용하였다. RMSEA는 .05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 .08 이

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CFI, TLI는

그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0에 가까우면 양호

한 모형이라고 해석한다(Lee & Lim, 2009).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CFI, TLI값이 기준치인 .90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으며, RMR, RMSEA의 모형 간

명성 값도 양호했다(χ
2
=562.25(df=311, p=.00), GFI=.77,

AGFI=.72, CFI=.93, TLI=.92, RMR=.05, RMSEA=.08).

결과적으로 신기술의 수용모델(TAM)은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에서도 적용되었으나,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좋은 태도는 지각된 유용성

(β=.29, p<.001)보다 지각된 사용용이성(β=.71, p<.001)

이 더 컸다. 기초 실태조사(Study 1)에서도 빅데이터 활

용에 있어 시스템의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분

석 능력 등을 더욱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보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강조하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수용을 확대시키는 전

략이 필요하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현재의 전산화 수

준이나 전문인력과는 무관하고, 신기술을 추구하고 받

아들이려는 조직의 혁신성보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여유자본과 이

를 수행할 인력 등 인프라 확보가 절실하다.

조직의 특성이 신기술 수용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의 특성 중 조직의 혁신성은 지

각된 유용성(β=.27, p<.05)과 지각된 사용용이성(β=.21,

Table 5.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OI OS IM PU PE AT BI

OI .82
a

OS .08
b

.95

IM .11
0

.48 .91

PU .12
0

.07 .03 .95

PE .08
0

.20 .16 .29 .95

AT .16
0

.13 .05 .42 .67 .95

BI .16
0

.17 .08 .37 .50 .64 .94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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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조직의 여유자

원은 지각된 유용성(β=.20, not significant)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지각된 사용용이성(β=.36, p<.05)에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직의 인프라 성숙도는 지각된 사용용이

성(β=.07, not significant)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오

히려 지각된 유용성(β=−.28, p<.05)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신기술을 추구하고 도입

하려는 조직의 혁신성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효용

성과 이용가능성 모두를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전산화 수준이나 전문인력과 같은 조직의 여유자

원은 지각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사용용이성에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유용성은 크게 지각하지 못하였으

며,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여유자본과 인프

라의 정보 인프라 성숙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부적 관계

로 미루어 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패션상품은 매년 유행이 변화하는 데다, 소비자의 채

Fig.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6.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tructural paths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H1-1 Perceived Usefulness → Attitude .30 .07 4.99***

H1-2 Perceived Ease of Use → Attitude .71 .07 10.14***

H1-3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50 .08 5.38***

H1-4 Attitude → → Behavior Intention .85 .07 12.40***

H2-1 Organization Innovativeness → Perceived Usefulness .27 .12 3.06***

H2-2 Organization Innovativeness → Perceived Ease of Use .21 .15 2.33***

H3-1 Organization Slack → Perceived Usefulness .20 .09 1.61***

H3-2 Organization Slack → Perceived Ease of Use .36 .11 2.86***

H4-1 IS Infra Maturity → Perceived Usefulness −.28 .10 −2.25***

H4-2 IS Infra Maturity → Perceived Ease of Use .07 .13 .54***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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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여부도 예측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패션기업은 기업

의 수직적 시스템과 영세성으로 인해 외부 변화에 민감

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기획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소비자의 반응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때문에 방

대한 양의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

집, 분석,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

석 시스템은 패션산업에서 활용가능성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은 조직의 큰 변화나 새로운 기

술의 도입 없이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시장조사와 수요

예측 관련 의사결정으로 기존의 상품 기획과 판매 방식

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SPA 브랜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소비자들의 취향과 욕

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소비자 반응에 기반

한 스팟 상품 기획으로 유행을 적극 반영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있었기에 촉발 가능하였으므로(Kim & Yang,

2015), 국내 패션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조직에서 도

입하려는 새로운 정보기술로 정의하고, 기업이 빅데이

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측

면의 요인들을 포함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실증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조직의 여유자원이나, 혁신성, 조직이 갖

춘 정보 시스템 인프라의 성숙도 등 조직 측면의 요인

을 포함하여 신기술 수용모델에 기초하여 국내 패션기

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과정 및 수용

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요인을 살펴본 본 조사로 구성

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산업

종사자들이 업무 활용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

는 내부 데이터 중에서도 매출 데이터, 거래 데이터와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비중이 가

장 컸다. 수집한 빅데이터의 활용처로 신상품 개발 및

트렌드 예측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국내 패션기업의 빅데이터의 도입 및 활용계획은 아

직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용성을 전망하는 ‘Educate’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다. 향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분

석 능력, 데이터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나 제

조와 소매, 서비스의 종합적 산물인 패션산업에서 빅데

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미 제조업과 소

매업, 금융서비스업 등은 소비자의 관심과 행태에 기반

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규 사업창출과 매출증가의 성

과를 거두고 있다(Lim et al., 2015; Song, 2014). 반면, 패

션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활용계

획의 부재는 우리 산업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가치 창출의 필요성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대변한다.

둘째, 신기술 수용모델은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정

보기술의 수용에서도 적용되었으나, 빅데이터 분석 시

스템의 지각된 유용성보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태도에

두 배 이상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패션산업에서 도입 초기이

므로 용이성을 확보한 빅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와 교

육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로 기대이

상의 효용성을 느끼기 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활용하기

쉬운 기술의 개발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스

마트폰의 도입 초기, 블랙베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소

비자 파급에 어려움을 절감하고 CEO나 얼리어답터 등

을 겨냥할 때, 일반 소비자도 손가락으로만 활용할 수 있

는 활용용이성 중심의 아이폰 런칭과 함께 전세계로 스

마트폰이 파급된 것을 상기할 때, 빅데이터의 산업 내 파

급과 정착을 위해서는 용이성을 높인 콘텐츠 개발 등 인

프라 준비가 절실하다.

셋째, 조직의 속성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및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직이 신기술 수용의 인프라, 인력, 자본 등의 준

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용이성과 유용성

에 대한 인지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정보

시스템 성숙도에 따라 오히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인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현재 IT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

수록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활용법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먼저 표본수가 적어 패션기업

의 특성에 대한 차이를 통제하거나 유의한 변인으로 사

전에 고려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의 도입과 활용을 측정한 점 등은 연구결과를 패션산업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으로 남는다. 표본의

특성은 전반적인 국내 패션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

만,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을 혼합한 표본집단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복합효과(So, 2004)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규모의 기업에 한정하여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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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아닌 실무자를 대상으로 측

정하였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에 대한 의지를 대변하기 어려운 점은 한계로 남는다. 특

히 선행연구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의 수용의도가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Kim & Song, 2014),

실무진이 아닌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수용의도를 측정

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에 영향을 미

치는 조직의 특성을 포함하였지만, 조직이 보유한 핵심

역량 간의 유기적인 연계 정도나 최고 경영자의 의지 등

설명력을 높이는 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수용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조절변수

및 외생변수에 대한 연구가 모델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패션기업들에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수용 및 확산을

위한 요인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연구모형 제시 및 실증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조직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의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하고, 기업 사용자들

의 인식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 차원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수용의도를

분석하고 도입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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