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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education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and competition of education industry is more intensive, the 

importance of service view about education is increasing as a differential competitive advantag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ervice convenience as a different competitive advantage on 

e-learning acceptance by using T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ive-dimensional service convenience 

constructs(decision convenience, access convenience, transaction convenience, benefit convenience, post-benefit 

convenience) affect consumers’ perceived usefulness, attitude and usage intention. For this study, data were gathered 

from respondents who bought or used e-learning services and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ng the five-dimensional service convenience constructs, two constructs(benefit convenience, post-benefit 

convenience) affected consumers’ positive perceived usefulness, attitude and usage intention about e-learning service. 

The results show that management and investment to improve benefit and post-benefit service convenience make 

consumers’ positive attitude and usage intention about e-learn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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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국내 교육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

면 크게 교육서비스 공 의 과 상, 교육시장의 

세계화, 온라인 교육 시장의 확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기 의 변화는 물론이며 한 교육 련 산업

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 략을 모색해야 하

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시장의 발 이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교육환

경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

업통상부의 ‘2012년 e-learning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국민  e-learning 이용률은 

53.3%로 년 비 0.5%올랐다. 한편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한 e-learning인 ‘모바일 러닝’ 이용률은 

30.2%로 1년 보다 11.8%가 상승해, 모바일 러닝

의 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1]. 

이처럼 IT기술이 발 함에 따라 e-learning 산

업이 속도로 발 하면서, e-learning 콘텐츠에 

한 심도 커지고 이와 함께 계자들은 콘텐츠

의 내용이나 품질에 한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서비

스의 품질이 요한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

만 e-learning의 특성상 서비스의 품질과 련하

여 좀 더 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서비스의 

편의성이다. e-learning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

을 기반으로 한 편리함이 오 라인의 교육과의 큰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의 편리함 때문에 직  학원이나 학

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소 

최고의 품질이 아니더라도 한 다른 안들이 존

재하더라도 계속 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다. 혹은 기존에 이용하던 교육서비스가 품질이나 

인 가치가 높더라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해당 서비스 업체를 교체 한다던가 다른 

안을 찾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서비스의 편리

함이 고객으로 하여  서비스를 유지하게 만들거

나 혹은 다른 서비스 안으로 환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 까지의 서비스 품질이 만족

을 통해서 서비스 애호도나 환행동에 향을 주

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부분의 연구들을 바탕으

로 서비스 편의성을 좀 더 구체 으로 연구해보아

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 온라인/모바일을 선호하는 큰 이유 의 

하나는 오 라인보다 렴한 가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단순화된 유통경로와 운 상의 비용이 오

라인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온라

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렴한 경우가 

부분이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제는 단순히 서비

스나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함을 얻기 

해서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 다[29]. 즉, 온라인 환경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더 이상 차별화된 경쟁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하며, 오히려 온라인/모바일의 경쟁우 요

인으로 편리함을 꼽을 수 있겠다. 

최근 Colwell et al.[12]은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 편리

성이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 연구를 하 다. 

이 게 서비스 편의성이 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친다면 서비스의 편리함은 온라인/모바일 교육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더욱 요한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모바일 교육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의 품질 역시 요하지만, 기존의 오

라인에 비해 온라인/모바일이라는 특성이 시공

간을 월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라인/모바일 교육 콘텐츠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편리함이라는 서비스 

편의성이 요한 서비스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언 한 편리성에 한 

요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편의성 척도를 이용하

여 요한 하 요인들을 심으로 소비자가에게 

제공되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의 어떠한 편

의성이 소비자로 하여  해당 교육 콘텐츠를 유용

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매하려 하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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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해서는 소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제공

되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이

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기반 서비스

나 콘텐츠를 수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Davis의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의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내부  신념인 지각된 용

이성을 서비스 편의성차원을 이용하여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를 매개로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

스의 이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체계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서

비스 편의성 차원  어떤 요인이 온라인/모바일 교

육서비스를 유용하고 정 인 태도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악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 략을 

모색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력 산

업체들에게 실무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e-learning 교육서비스

교육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과

거의 학습자들은 주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한 요구가 강하 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에 한 연

구가 일반 으로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련된 

요인들을 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학

습자들의 교육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교육내용, 교

육방법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강사자질, 교육기자

재, 직원서비스 등에 다른 여러 측면에서의 요구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2]. 한 많은 교육업체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경쟁  우 를 가

지기 해서는 교육서비스 구매자들에게 차별화된 

무언가를 제공해야만 되는 시 이 되었으며, 그것

은 핵심 교육 콘텐츠 이외에도 수반되는 많은 서

비스 요소들로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고등교육의 요한 요소

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 으로부터의 

변화는 교육의 달방법과 설계 모두에 향을 미

치고 있다. 그 주요 변화는 e-learning의 역으로

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웹 기반의 교육으로 알려져 

있는 e-learning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교육과정으

로 정의된다[18]. 

이러한 e-learning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

츠를 통해 교육자와 학습자, 그리고 다른 학습자

간에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고, 학습자에

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참여자 간에 상호 

평가가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으로, 오 라인 교육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을 받지 않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며, 비용이 렴

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1990년  말 도입되어 최근까지 아직 

리 보 되지 않고 있다는 지 도 있다[5].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화된 경쟁우 의 요소로 서비스 편

의성에 주목하고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학

습자들이 수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향을 주는

지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2 기술수용모델(Technical Acceptance 

Model：TAM)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을 변형하여 Davis[13]는 정보시스템 수용을 설명

하기 해 기술수용모델(Technical Acceptance 

Model)을 제안하 고 이 모델은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에 한 설명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Davis[13]는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신념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용이성을 제시하고 이 두 요인이 정보기술 수

용에 한 개인의 태도에 향을 미치고 다시 그 

태도가 정보기술 수용 행 의도에 향을 미치며 

그 의도가 최종 으로 정보기술 수용행 를 결정

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 이는 사용자의 내부  

신념, 태도, 사용 의지간의 인과 계를 통하여 이

용자의 기술수용에 한 외부  요소들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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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설명하는데 유용하 다. 

기술수용모델에서 일반 으로 지각된 용이성이

란 ‘개인이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물리 , 

정신  노력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 

는 ‘해당기술을 사용하기 한 수고에서 자유로

운 정도’를 의미한다[13, 19, 30].

기술수용모델의  다른 주요개념인 지각된 유

용성은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그 기술을 수용하

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각하는 정

도’, 는 ‘기술이 자신의 목 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된다[13].

기술수용모델에서 언 되는  다른 주요변수들

은 태도와 이용의도를 들 수 있다. 태도와 이용의

도는 사용자의 실제이용을 가장 잘 측하는 변수

이고, 사람의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행동의도는 태도와 주  규범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Ajzen and Fishbein[7]의 합리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그 기반을 찾

을 수 있다. 태도는 일반 으로 인간행동의 여러 

결정요인과 련하여 행동에 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는 일반 으로 어떤 상에 해 일 되게 호의  

는 비호의  반응을 나타내는 학습된 선유 경향

이라고 정의된다. 이처럼 기술수용모델에서는 정

보기술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태도를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미

치는 구조  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에서 기술은 기업의 내부 로세스뿐만 

아니라 ATM, 호텔의 자동화된 체크아웃 시스템, 

모바일 뱅킹 그리고 인터넷 거래와 같은 기술기반

셀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고객간의 상호작용 방

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기존의 고객과 종업원

과의 인  상호작용 서비스가 고객과 기계의 상호

작용서비스로 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

술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달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본질의 기본

인 변화이다[28]. 교육서비스 한 온라인/모바

일 등과 같은 IT기술의 목과 발 을 통하여 많

은 변화가 있어왔다. e-learning 서비스 역시 웹 

응용 시스템의 하나인 정보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웹 응용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수용

모형을 용하는 것이 당할 것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 을 기반으로 속하게 

발 해가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소

비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기술수용모델의 서

비스 사용의 용이성을 좀 더 구체 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

2.3 서비스 편의성

편리함이란 무엇인가를 제공받기 해 투입한 

노력  시간과 련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편의성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여 으로써 달

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서비스에 있

어서 서비스 품질에 하여 강조해왔지만 요즘은 

서비스 품질을 좀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의 편리함도 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Kleijnen et 

al. [20]는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의 

편의성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모바일이라는 유통경로를 선택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증  시켜주는 요한 요인이라

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고객들이 단순히 렴한 

가격 때문만이 아닌 더 많은 편리함을 얻기 해

서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거기에 더불어 모바

일로 이동하고 있는 상을 보면 알 수 있다. 

Zhang and Prybutok[36]은 e-service 성공의 

요한 요인으로 편의성을 꼽고 있으며, Meuter et 

al.[22]은 단순하고 명확한 사용법과 간단한 처리 

과정 같은 편리함이 이용자들의 만족을 증진시켜

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즉, 서비

스의 편의성이 앞으로의 기술의 발 과 함께 새로

운 서비스 환경에 있어서 차별화된 경쟁우 를 가

져다 주게 될 것이다. 

학문 으로도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이 단일차원

이라기 보다는 다차원 인 개념이라는 연구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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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시작하면서 그 요성과 비 에 하여  

심이 커져가고 있다. Berry et al.[10]은 서비스 

편의성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들과 

련하여 고객들이 지각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정

의하 으며,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에 해 느끼는 

편의성을 서비스의 구매와 이용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약해주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주장하 다. 한 서비스 편의성을 의

사결정편의성, 근편의성, 거래편의성, 편익편의

성, 사후편익편의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여 보편 인 성과변수들과의 계를 가정해 보고 

서비스 편의성의 요한 향력을 제시하 다. 각

각의 편의성 차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사결정편의성은 고객이 서비스 구매와 

사용을 결정하는데 발생하는 지각된 시간과 노력

의 비  비용지출을 서비스 제공자가 여주

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서비스 구매  선택

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여 서

비스를 찾고 구매를 결정하는 동안에 소요되는 시

간과 노력을 여 으로써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

공하는 것이다. 

둘째, 근편의성은 기의 서비스 달에 한 

고객의 지각된 시간과 노력의 지출 정도로 정의된

다. 서비스 업체의 장소, 서비스 운 시간, 서비스

업체와 하는 방법 등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며, 

구매자는 이러한 근의 용이성  신속성으로 인

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에 해 편리하다고 지

각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거래편의성은 서비스를 거래하기 해 필

요한 시간과 노력의 지출 정도로 정의된다. Berry 

et al.[10]은 거래에 있어서의 불편함은 해당 서비

스를 고객이 사용하면서 어떤 편익을 경험하기도 

에 비  비용과  비용 모두를 발생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요한 문제 이라고 지 하

다. 를 들어, 거래 시 결제 단말기에 문제가 발생

하거나 복잡한 지불 차로 인해 구매자가 원

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면 구매자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온라인/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원하는 신용카

드로 결제할 수 없어서 무이자 할부혜택을 볼 수 

없거나 혹은 복잡한 보안서비스나 인증 차로 인

해 오히려 불편함이 야기될 수도 있다. 

넷째, 편익편의성은 구매자가 서비스의 핵심편익

을 경험하기 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지출 정도

를 의미한다. 를 들어 교육서비스에서는 인터넷/

모바일 강좌를 들으면서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의 개

인 인 소비 정도가 편익편의성에 해당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편익편의성은 서비스 사용 이후

에 해당기업과 재 하기 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로 정의된다. 를 들어, 서비스를 사용한 후

에 발생하는 문제 이나 추가 인 서비스를 지원

해 주는 등의 활동을 경험하는 소비자가 빠른 처

리나 지원 등으로 인해 편리함을 느낄 때 사후편

익편의성이 좋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몇몇 연구에서 Berry et al.[10]에서 제시한 

서비스 편의성을 측정하기 한 척도를 개발하고 

실증 분석되었다. Seiders et al.[31]은 SERVCON

이라는 다섯 가지 서비스편리성 척도를 개발하고 

유통환경에서 성과변수인 만족, 재구매 의도 등과

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여 다차원  서비스 

편의성의 효용성을 확인하 다. 한 Colwell et 

al.[12]의 연구에서는 핸드폰과 인터넷 서비스 사

용자 환경에서 서비스 편의성을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를 개발하 고 서비스 편의성이 만족의 선행 

변수임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앞서 제시한 기술수용모델의 설명

에서 일반 으로 지각된 용이성을 개인이 특정 기

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물리 , 정신  노력이 들

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13, 19, 30]로 정의

하는 것처럼,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구매하

고 이용하는 과정 에 고객들이 지각하는 시간과 

노력을 여주는 서비스 편의성은 고객들이 지각

한 해당 서비스에 한 용이성과 그 의미가 일치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에서 

지각된 용이성 신 서비스 편의성 척도를 사용하

여 그 하 차원들을 이용한 용이성의 구체화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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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환경에

서 용이성은 소비자들의 요한 고려사항이기 때

문에 구체 으로 서비스 편의성 각 요인 별로 살

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가설

3.1 서비스 편의성-지각된 유용성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한 단

말기는 화면과 자 이 작고, 검색이 쉽지 않은 것

이 단 일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모바일 교육서

비스의 특징이 사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

만 사용자가 이러한 교육환경에 익숙하게 된다면 

혹은 서비스의 편의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온라

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해보려 할 것이다. 사용자가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검색하고 구매  이용하는데 불편

함을 느끼지 않고 익숙하게 인지하게 되면, 그것

을 유용하게 생각하는 사용자의 인지 작용에 향

을 미치며 이는 곧 실제 해당 서비스의 사용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Davis et al.[15]은 지각

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통하여 시스템 사용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임을 발견하 다.

한 Davis[13]는 후속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

이 사실상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6, 33]. Selim 

[32]은 강의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기반으로 웹 사이트 강의의 사용이나 획득에 하

여 연구하 다. 그 결과 학습자가 웹 사이트의 강

의를 사용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사용의 용

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인과 계가 있음을 밝혔다.

Negash et al.[26]의 연구에서 웹 기반 고객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유용성  만족에 한 연구결과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요한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졌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품질의 하 차원으로 상호작용과 근성으

로 보고 있는데, 상호작용은 시스템의 빠른 피드

백, 다양한 안제시 등을 의미하고, 근성은 시

스템의 응답시간, 쉬운 정보검색, 리자와의  

용이성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즉, 시스템 품질의 

의미를 살펴보면 서비스 편의성에서 하 차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근편의성과 사후편익편의성 등 

여러 차원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Negash et al.[26]의 연구결과에서도 서비스 편의

성이 해당 서비스의 유용성  만족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술수용모델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이 지

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확장하여 지각된 용이성을 서

비스 편의성의 5개 차원으로 구체화시켰으며, 이

를 통해 서비스 편의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가정하고자 한다.

가설 1：서비스 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결정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근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거래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편익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사후편익편의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서비스 편의성-태도

사용의 편의성은 이용자들로 하여  효율 인 작

업성과의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호의

인 실용  태도를 갖는데 정 인 향을 미치게 

되고, 한 쉬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즐거움을 향상시켜  수 있다는 에서 

정 인 쾌락  태도를 나타내게 만든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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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14, 35]. 이처럼 기술수용모델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사용의 용이성은 태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e-learning과 련하여서도, Ngai et al.[25]은 웹 

기반기술을 강의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

술에 한 학생들의 태도에 사용의 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이 핵심 인 요인으로서 직 인 향

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 다.

지 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용의 용이성과 

태도간의 인과 계의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

비스가 이용하기 쉽다면 필요한 목 을 달성하는 

데에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일 수 있기 때문

에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 앞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비

스 편의성이 서비스 구매를 의사 결정하는 단계에

서부터 이용 후 편익에 이르기까지의 소비되는 시

간과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수용모

델에서 사용의 용이성을 서비스 편의성척도로 구

체화하여 태도에 주는 정 인 향력을 충분히 

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서비스 편의성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결정편의성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2： 근편의성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3：거래편의성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4：편익편의성은 태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5：사후편익편의성은 태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3.3 지각된 유용성-태도

Davis[13]는 신념-태도-행 의 구조  인과 계

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념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용이성을 제시하고 이 두 요인이 정보기술 

수용에 한 개인의 태도에 향을 미치고, 다시 

그 태도가 정보기술 수용 행 의도에 향을 미치

며, 그 의도가 최종 으로 정보기술 수용행 를 

결정한다고 주장하 다. 여기서 신념이 되는 지각

된 유용성은 이후 앞서 제시한 많은 기술수용모델 

연구들에서도 태도와 행 의도에 정 인 향력

을 가짐이 실증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온

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하여 학습자가 지각

하는 유용성이라는 신념이 해당 서비스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져올 것이라 단하여 아래와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

스에 한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4 지각된 유용성-이용의도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정

인 계는 여러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더욱

이 기술수용모델에서는 정보기술의 수용과정을 설

명하면서 기술수용에 한 사람들의 행동 의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의해 결정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8, 14, 34]. 

e-learning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리행동과 지각

된 유용성이 e-learning 콘텐츠 구매의도에 미치

는 향력에 하여 실증한 유철우 등[4]의 연구에

서 역시 지각된 유용성은 e-learning 콘텐츠 구매

의도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

스에 한 소비자들의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 인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라 측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가설 4：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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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5 태도-이용의도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종합 인 평

가로서 태도는 상에 하여 지속 으로 정

이거나 부정 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16]. 태도는 

많은 마  연구에서 행동을 선행하는 요인으로 

사용되어 왔다. 고객들의 태도를 측정해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행동을 측하는 선행변수이기 

때문이다. Mitchell and Olson[23]은 소비자의 행

를 측할 수 있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 다. 

한 새로운 기술수용에 있어서도 태도는 소비

자들이 특정 시스템을 흥미롭게 여기는 정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향후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의도에 직 인 향력을 가지게 된다[15].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의도에 해당서비스에 한 

태도가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가설 5：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태도는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learning과 련된 연구들은 많이 되어왔지만 

Davis[13, 14]의 기술수용모델을 기본 으로 따르

면서 수용과정에 향을 주는 외형변수들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었다. 하지만 온라인/모바일 환경

에서 요한 서비스의 편의성의 측면에서 볼 때, 구

체 으로 사용의 용이함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vis[13, 14]의 기술수용

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 편의성차원들이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를 매개로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

스의 이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체계 으로 살펴보고,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의 지각된 유용성이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의 

모형을 제시한다.

4. 실증 분석

4.1 표본설계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검

증하기 하여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이용

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인지하고 있는 잠재  

구매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며, 1차 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수정, 보완한 설문문항으로 본 조사

에 착수했다. 본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직  면

과 우편조사,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 결과 280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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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가 회수되어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264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

본의 특성은 남자가 45.8%, 여자가 54.2%이었으

며, 연령은 20  이하 82.5%, 30  13.3%, 40  

2.3%, 50  이상이 2.3% 다. 학력은 학교 재학 

이거나 졸업한 응답자가 88.6%로 부분을 차

지하 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21 45.8

여자 143 54.2

연령

20  이하 217 82.2

30 35 13.3

40 6 2.3

50  이상 6 2,3

학력

고졸 8 3.0

재 165 82.5

졸 69 26.1

학원 이상 22 8.3

직업

공무원 3 1.1

자 업 5 1.9

주부 2 0.8

학생 190 72.0

회사원 64 24.2

4.2 측정도구  분석방법

의사결정편의성은 서비스 구매와 사용을 결정하

게 만드는 지각된 시간과 노력의 지출 정도로 정

의된다. 측정항목은 Seiders et al.[31]와 Colwell 

et al.[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

터 받은 서비스에 한 정보가 ‘구매를 선택하기 

쉽게 하 는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

음이 쉽게 생기게 했는지’, ‘받은 정보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웠는지’, ‘특별한 제공물  정보와 정

확한 비용을 알려주었는지’의 4가지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근편의성은 기 서비스 달에 한 지각된 

시간과 노력의 지출 정도로 정의된다. 측정항목은 

Seiders et al.[31]와 Colwell et al.[12]의 연구를 바

탕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 가능한지’, 

‘다양한 방법으로 근 가능한지’, ‘서비스 이용시

간이 편리한지’, ‘직원과 이 편리한지’의 4가지

로 구성되었다.

거래편의성은 효과 으로 거래하기 한 시간과 

노력의 지출 정도로 정의된다. 측정항목은 Seiders 

et al.[31]와 Colwell et al.[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쉽고 편한 서비스 구매’, ‘신속한 서비스 구매과

정’, ‘구매를 한 거래시간이 연장 가능한가’의 3

가지 항목을 사용하 다.

편익편의성은 서비스의 핵심 편익을 경험하기 

한 시간과 노력의 지출 정도로 정의된다. 측정항

목은 Seiders et al.[31]와 Colwell et al.[12]의 연구

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핵심 편익(온라인/모바일 

강좌 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가’, ‘서비스 편익

비 은 시간과 노력 투입여부’, ‘특별한 문제  

없이 학습자의 필요 충족 정도’, ‘편익을 얻기 해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이 이해할 수 있는 수 인지’ 

의 4가지로 구성되었다. 

사후편익편의성은 서비스 사용 이후에 해당기업

과 재 하기 한 시간과 노력의 지출 정도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Seiders et al.[31]와 Colwell 

et al.[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용  경험했었던 

문제들의 쉬운 해결’, ‘쉬운 사후 추가서비스’, ‘구

매 후 발생한 문제에 한 신속한 해결’, ‘의문발생

시, 공 자의 문제해결 가능성’의 4가지 항목을 사

용하 다.

지각된 유용성은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

자들이 온라인/모바일 교육 콘텐츠를 사용함으로

써 기 되는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Davis[13]와 Davis 

et al.[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가치’, ‘해

당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는 유용한가’, ‘서비

스의 유익함에 한 지각 정도’, ‘본인의 성과개선

에 기여하는가’ 의 4개 항목을 사용하 다.

태도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해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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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의 이거나 비호의 인 선유 경향으로 정의

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해서 Davis[13]와 Davis 

et al.[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에 한 정

인 감정’, ‘서비스에 한 호의’, ‘서비스에 한 

반 인 태도’, ‘서비스 업체에 한 정 인 태

도’ 의 4개 항목을 사용하 다. 

이용의도를 본 연구에서는 도입 단계를 지나 성

장기와 성숙기로 어든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의 환경  특성을 반 하여 이용의도를 지속  이

용의도로 수정하여 용하 다. 이용자가 향후에 

온라인/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모바일 교육 

콘텐츠를 지속 으로 수용하려는 의도의 강도로 정

의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Davis[13]와 Davis et 

al.[15]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용가능성, 타 

업체보다 이 서비스를 우선 으로 선택하는지, 이 

서비스를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의 3개 항

목을 사용하 다.

4.3 측정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각 개념(요인)별로 지시변수들이 각 요인들을 제

로 나타내고 있는지 측정하기 하여 확인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각 요인 별로 지시변수들의 요인 재량(표 화 계

수)들의 값이 최소값 0.671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한, 개념신뢰도(CR)들은 최소값 0.862

로 모두 기 치 이상이고, 평균 분산추출값(AVE)들

도 최소값 0.612로 기 치인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들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확인

 요인분석의 모형 합도도 Chi-square = 679.517 

(p = 0.00), GFI = .853, AGFI = .818, NFI = .881, 

IFI = .943, TLI = .934, CFI = .943, RMR = .03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별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잠재변수들의 평균 분산추출(AVE)값

과 상 계의 제곱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17]. 별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각 잠재

변인의 평균 추출분산 값이 그 변인을 포함하고 있

는 모든 상 계수의 제곱 값들(squared correla-

tions)보다 높아야 한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평

균추출분산 값(.612에서 .792사이에 분포)들이 각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변인 간 상 계수의 제

곱 값(.219에서 .591사이에 분포)들 보다 높은 값을 

가지므로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뢰성 검증을 한 크론바하 알 값(Cron-

bach’s alpha)들 역시 .815 이상으로 양호한 수

을 보 다. 따라서 각 차원의 지시변수들의 타당

성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4.4 모델분석과 가설검증

서비스 편의성-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태도와 이용의도에 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을 검증하기 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된 최종모형의 반 인 구조방정식 모형 

합도는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square 값을 제외하고 주어진 모델이 자료의 

분산/공분산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를 나타내

는 부합도 지수(GFI, AGFI, CFI, NFI, IFI, TLI 는 

개 .9를 기 치로 하고 있으며 1에 가까운 값일

수록 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RMR은 

.05를 기 으로 그 이하의 값일수록 합도가 높

은 것으로 평가함) 등 여러 가지 기 면에서 단

해 볼 때 몇 가지 지수를 빼고는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GFI의 경우, Netemeyer et. al.[27]의 연

구를 살펴보면 타 합도 지수가 양호한 경우 GFI

의 값의 합한 기 을 최소 .81까지 낮출 수 있다

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기 을 용해본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비교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겠다.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

에 나와 있으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 

연구자가 세웠던 연구가설 여섯 가지(편의성 하

차원  의사결정, 근, 거래 편의성이 지각된 유

용성과 태도에 각각 미치는 향력)는 그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지지되지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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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계수  확인  요인분석

측정요인 측정항목
요인
재량

CR AVE α

의사결정
편의성

1. 구매선택을 수월하게 해주는 정보
2. 결정을 돕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해의 용이성
3. 구매결정  제공물과 비용의 고지
4. 서비스 구매결정의 용이성

.828

.804

.766

.781

.904 .703 .871

근
편의성

1. 언제든 서비스 이용가능
2. 다양한 방법으로 근가능
3. 서비스 시간의 편리함
4. 직원과의 연락이 용이함

.761

.776

.694

.701

.862 .612 .821

거래
편의성

1. 서비스 구매의 용이성
2. 구매과정의 신속성
3. 거래시간의 연장 가능

.832

.804

.700
.880 .711 .815

편익
편의성

1. 편익의 취득 용이성
2. 은 시간과 노력으로 편익획득이 가능함
3. 서비스 이용 시 이해 가능한 수 의 시간과 노력
4. 서비스 이용의 문제  없이 학습자의 필요충족

.848

.838

.722

.671

.899 .693 .850

사후편익
편의성

1. 문제의 빠른 해결
2. 문제해결의 용이성
3. 사후 추가 서비스 획득의 용이성
4. 사후 문의에 한 답변

.828

.823

.744

.723

.907 .710 .859

지각된
유용성

1. 서비스의 가치
2. 서비스의 유용함
3. 서비스의 유익함
4. 본인의 성과개선에 기여

.688

.841

.831

.791

.894 .680 .862

태도

1. 서비스에 한 정 인 감정
2. 서비스에 한 호의
3. 서비스에 한 반 인 태도
4. 서비스 업체에 한 정 인 태도

.860

.886

.812

.874

.938 .792 .917

이용의도
1. 향후에 이용가능성
2. 타 업체보다 우선 선택
3. 추천의향

.842

.846

.902
.895 .741 .896

모형 합도：확인  요인분석
Chi-square = 679.517(p = 0.00), GFI = .853, AGFI = .818, NFI = .881, IFI = .943, TLI = .934, CFI= .943, RMR = .038

러나 나머지 모든 연구가설은 통계  유의성과 함

께 채택이 되었으며 특히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

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은 편익편의성으로 나타났으며, 사후편

익편의성은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태

도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사용하

는데 있어서 해당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데에는 여러 다른 주변 서비스 요소보다는 이용하

면서 편익을 얻는데 편리함이 가장 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하고 

난 후에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얻는 추가 인 서

비스나 발생한 문제 에 한 처리가 편리할 경우 

서비스자체에 한 유용함보다는 오히려 해당서비

스나 업체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

움을 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

다. 한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지각

된 유용성과 태도는 역시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

스에 한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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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모형의 합도와 가설검증：최종 모형

가설
Standardized
Estimate

t-value(p) 방향
가설
검정

1 의사결정편의성 → 지각된 유용성 .162 1.677(.094) + 기각

2 근편의성 → 지각된 유용성 .085 .980(.327) + 기각

3 거래편의성 → 지각된 유용성 -.043 -.540(.589) + 기각

4 편익편의성 → 지각된 유용성 .516 5.519(.000) + 채택

5 사후편익편의성 → 지각된 유용성 .177 2.007(.045) + 채택

6 결정편의성 → 서비스에 한 태도 .124 1.562(.118) + 기각

7 근편의성 → 서비스에 한 태도 .086 1.223(.221) + 기각

8 거래편의성 → 서비스에 한 태도 -.049 -.755(.450) + 기각

9 편익편의성 → 서비스에 한 태도 .299 3.640(.000) + 채택

10 사후편익편의성 → 서비스에 한 태도 .306 4.102(.000) + 채택

11 지각된 유용성 → 서비스에 한 태도 .239 3.081(.002) + 채택

12 지각된 유용성 → 서비스에 한 이용의도 .476 5.121(.000) + 채택

13 서비스에 한 태도 → 서비스에 한 이용의도 .351 4.088(.000) + 채택

모형 합도：최종 모형.
Chi-square = 692.962(p = 0.00), GFI = .849, AGFI = .817, NFI = .879, CFI = .941, IFI = .942, TLI = .933, RMR = .040.

5. 결론  시사

5.1 연구 요약  논의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 인구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시장의 발

이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e-learning의 이

용률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e-learning인 ‘모바일 

러닝’의 이용률은 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련 기업  기 들은 경쟁  

우 를 하기 한 생존 략을 수립함에 있어 온

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어떠한 과

정을 거쳐 사용의도로 가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

성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수용모델을 토 로 지각

된 사용편의성을 서비스 편의성으로 구체화하 으

며,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의 하 차원들이 온라인/

모바일 교육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모

바일 교육서비스의 의사결정편의성, 근편의성, 

결제편의성은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고객의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에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의 발 과 함께 

온라인과 모바일 이용이 보편화되어 가면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기   기업이 

제공해주는 것보다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 얼마든

지 쉽게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의사결정편의

성이 크게 향을 안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의

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기업이 제공하는 서

비스보다는 이용자의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한 구 에 더욱 의지하는 경향들이 높아지는 것

도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근편의성

과 결제편의성은 온라인/모바일 매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 인 기능인 시공간의 월성

이나 자결제와 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두 가지 편의성에 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

는 편리함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측된다. 그러므

로 연구결과 근편의성과 결제편의성이 해당 교

육서비스만의 유용함이나 태도에 향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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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의 편익편의성, 

사후편익편의성성은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고객의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미루어 보아, 편익

편의성은 사후편익편의성보다는 지각된 유용성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소비자

가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서비스 자체의 핵

심 서비스 편익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비

스 편익을 얻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여주는 

것이 소비자로 하여  그 서비스를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반 로, 사후편익편의성은 편익편의성보다 태도

에 상 으로 더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도

이나 이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문제나 문의들을 

즉각 으로 해결해주고 한 추가 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활동들이 교육서

비스와 해당업체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

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고객의 

지각된 유용성은 고객의 태도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에서 확

인된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와의 통 인 인과

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섯째,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에 한 고객

의 지각된 유용성과 고객의 태도는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며 분석결과를 통해 그 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비해 상 으로 더 큰 향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온라인/모바

일 교육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이 늘어나고 비슷비

슷한 형태나 방식의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본인

이 선택하려는 서비스나 업체에 해 단순히 호의

인 감정이나 태도를 가진다고 무작정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당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인지될 경우 구매로 이

어지는 경우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e-Commerce 시 에서 M-Commerce, 유비쿼터스 

시 로 빠르게 이동되어 가고 있으면서 교육서비스

에 한 연구 역에서도 모바일 환경에 한 심

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이외에도 모바일 

환경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모바일 분야에 한 

교육서비스 연구의 발 에 기여 이 있다 하겠다.

둘째,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살펴 으

로써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이

르기까지의 과정이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잘 설명

이 됨을 검증하 다. 

셋째, 한 기술수용모델에서 지각된 용이성을 

서비스 편의성 차원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 으로 살

펴 으로써 기술수용모델의 발 을 도모하고, 서비

스 편의성 척도의 교육서비스분야에서의 활용성을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한 본 연구는 실무 인 시사 으로, 온라인/모

바일 교육서비스의 편의성  연구결과에 나타난 

향력 있는 서비스 편의성 차원의 개발  개선

을 통해서 서비스를 리하는데 있어 발  방향

성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서비스 편의성 차원  편익편의성이 

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온라인/모바일 교육서

비스 기   업체들은 이용하면서 생기는 문제

을 즉각 으로 해결해주어야 하고, 강좌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차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편리한 UI  이용 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 편익편의성과 함께 사후편익편의성의 

요성도 서비스를 리하는데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는 보수교육

이나 추가 인 련 교육 콘텐츠를 통해 지속 인 

이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므로 해당서비스의 구

매로 기업과 소비자의 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요즘 고

객들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들보다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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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구 을 통해 의사 결정하거나 서비스를 수

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이용 이후에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을 즉시 해결해주고 추가 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의 이용 후 평가에도 신

경을 써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제품  서

비스 구매 시 소비자의 특성요인들이 온라인/모바

일 교육서비스에 한 지각된 서비스 편의성이 지

각된 유용성과 해당 서비스에 한 태도를 통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과 수용과정을 검증함으로

써 련 기   기업들에게 온라인/모바일 교육

서비스에 한 마  활동을 개하는데 있어서 

략 인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서비스에 의사결정, 

근, 거래 편의성이 소비자들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모

바일 교육서비스의 다양한 이용목 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를 들어, 자기개발을 해 능동 으로 e-learning 

콘텐츠를 검색해보고 있다면 여러 가지 련 정보

를 제공해주어 의사결정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요한 요인으로 지각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를 이용하는 목 에 따라 서비스 편의성 차원의 

향력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채택된 

가설과 기각된 요인이 일 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지만 편의성의 하 요인의 반이 채택되지 않

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상황에 

조사를 통해 편의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를 통해 기존의 TAM 모형에 새로운 요인을 추가

하기 해 좀 더 많은 이론  고찰과 논리  타당

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의 수

용의도과정을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고찰해보

고 있지만 재 Davis의 TAM은 여러 연구들에서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Kulviwat et 

al.[21]과 Nasco et al.[24]에 의해 연구된 CAT 모

형은 통 인 기술수용모델에 상  이 , 사회

 향을 추가 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 이용 상황에서도 이러한 추가 인 사

항을 고려한 CAT 모형을 통해서도 소비자들이 서

비스를 수용하는데 어떠한 향을 주는지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모바일 교육서비스를 같

이 실증분석의 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바

일은 온라인에 비해 유비쿼터스 근성이 더욱 강

화된 랫폼이기 때문에 e-learning 수용에 있어

서 온라인과 모바일의 유형에 따라 다른 조 효과

가 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구별하여 좀 더 정교한 모형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특성상 20  

학생의 표본이 부분이다. 온라인/모바일 교육

서비스의 특성 상 기술 비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 콘텐츠

의 개발과 그 범 의 확 로 인해  연령층의 표

본만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다른 

한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표본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 교육서비스의 수용에 한 일반화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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