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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이 학습 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들의 스마트 

학습에 대한  수용을 기술 수용 모형인 TAM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TAM 모형에 본 연구에서는 기

술 수용의 사전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 환경에서의 스마트 학습할용에 대한 압력과 스마트 기기를 통

한 학습에 있어서 교수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여 총 7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확장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6년 3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총 167부
의 응답 중 분석을 위해 총 143부가 사용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의 결과 총 10개의 경로 중 9개가 유의

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 관점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학습 환경의 문

제점과 수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While smart learning have been introduced for more learning effe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nstructor's smart 
learning acceptance us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This study developed the extended TAM model, 
including external pressure for smart learning and smart self efficacy for smart devices as study variables and 
attempted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search model has the 7 variables 
including smart self-efficacy and external pressure. For the empirical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one 
month, March, 2016, and the total 143 data among the collected 167 responses were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9 paths among the total 10 paths show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Through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mart learn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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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무선의 통합과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금은 

성숙한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니다. 다양한 정보기반 기술과 응용기술의 발달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에서 시작되어 스

마트 학습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각각의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멀티미디어 환경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으

나,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교수자들이 새로운 스마

트 교육환경의 기술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

도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1].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을 기

반으로 하여 교수자들의 스마트 교육환경의 수용에 대

한 태도와 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 한다.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이론적 

틀로써 특정 혁신에 대해 구성원들이 가지는 믿음

(belief), 태도(attitudes), 이용의사(intention to use), 실

제이용(actual use) 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수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을 발

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 3].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학습 환경이 교

수자들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용하는데 존재하는 인과관

계와 영향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합리적 행동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 수용모델

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일을 

간명하게 설명하는 유용한 모형이다. 기본적으로 개인

의 신념이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는 의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TAM 모형에서의 

신념, 태도, 의도가 상호작용하여 행위에 영향을 준다

는 합리적 행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Davis 등이 

TAM 모형을 개발한 근본적 배경은 새로운 기술 또는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위이론에 영향을 주는 사

전적인 신념변수를 개발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신념 변수는 바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다.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요구

되는 노력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2]으로 정

의되어지는데,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의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는 특정한 기술

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2]. 지각딘 유용성 

또한 많은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수용, 기술 채택, 사용

해위에 강력한 결정요인임이 이미 입증되었다[5-7].

기술수용모델에서 행위 의도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

면 실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즉각적인 결정 요인으

로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려는 개인적 차원의 의도에 대

한 강도를 의미한다[3]. 이와 같이 기술수용에 있어서 

기술수용모형은 폭넓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적적 수준에서의 혁신수용 

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

로 하여 다양한 추가 요인들을 결합한 확장형 연구모형

들이 등장하여 왔다. 

기술수용모형의 확장형 모형에 활용된 많은 변수들 

중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압력(external pressure)에 주

목하고자 한다. Chwelos 등은 조직적 차원에서 EDI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외부의 압력

을 변수로 활용하였다[8]. 이는 기술 수용이 단순한 개

인적 차원이 아닌 외부 환경적 요인 및 주변의 기술 수

용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 및 조직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자기효능

감이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데 요구

되는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9]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 또는 능

력과 분명한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

면 기술도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자기판단으로 자기확신이나 자신감에 없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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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 수준이나 능력이 아닌 자신

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인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10].

이와 같이 이미 기술수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반

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수용모형에서 변수와 현재의 교

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스마트학습 환경에 대한 외부 압

력, 급변하는 스마트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스마트 환경에 접목시켜 현재의 스마트 

학습 환경 수용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Ⅲ.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선 제시하고 있는 연구 모형은 기본적인 기

술수용 모형에 외부압력과 자기효능감을 결합한 TAM

의 확장형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기술수용 모형

에 활용된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태도, 의

도, 사용의도와 실제 활용은 스마트학습환경에 적용되

는 대상만 달리할 뿐 기본적인 정의는 차이가 없다. 본 

연구에서 확장하고자하는 변수인 외부압력은 “스마트 

학습환경을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조직적 차원의 

영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 다양한 교수법과 

멀티 미디어 활용을 권장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을 반영

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적용되는 자기효능감 개

념은 스마트 자기효능감으로 “스마트 폰, 소셜 네트워

크, 다양한 교수자를 위한 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정도”로 정의하고 지각된 사용용

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사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두 개의 외부변수와 5개의 내부 변수로 

총 7개로 구성되었으며, 측정항목의 구성은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 환경에 맞게 설정되어 각

각의 변수 당 3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기

초로 작성된 설문지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지의 문항은 리커트 타입 5점척도로 측정하였

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으며, 연구 가설은 다

음과 같다.

[H1] 스마트 자기효능감은 기각된 사용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외부압력은 기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스마트 자기효능감은 기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4] 외부압력은 기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기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6]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8]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태도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사용의도는 스마트학습 실제활용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연구는 전북의 W대학의 교원을 대상을 실시하였으

며, 조사기간은 2016년 3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총 

167부가 배포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하고 총 

143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항목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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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측정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져 나오는지 알

아보았다. 요인의 회전방식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

한 상태에서 해를 개선하는 베리맥스 방법에 따른 직각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측정항목의 적

재치가 0.5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설명 분산은 

72.3%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구성

개념 내에서 신뢰성 분석(Cronbach's a)을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변수에 대한 계수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Variable Constructs Reliability

Smart Self Efficacy 3 .866

External Pressure 3 .823

Perceived Ease of use 3 .804

Perceived Usefulness 3 .828

Attitude 3 .826

Intention of Use 3 .843

Smart Learning Usage 3 .801

Table. 1 Reliability Test

본 연구는 전체적인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기반

으로 제시된 모형과 가설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

다. 이를 위해 LISREL 8.54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분석한 구조 모형의 부합도는 

RMR=0.09, NFI=0.91, GFI=0.89를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기술수용관련 분야에서 

GFI 값이 0.8보다 크면 부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NFI 지수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변수들 간 아무런 관계

가 없다고 가정하는 기초모델에 비해서는 상당한 모델 

부합도의 개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

반적인 연구모형의 구조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연구가성에 대한 검증은 추정된 가가 모수의 유의성 

검정은 0.05 수준에서 t값(절대치 1.96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총 10개의 경로 중에

서 9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도

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기각된 가설을 외부압력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를 

설명하였던 가설 H4로 t값이 0.52로 절대치 1.96보다 

작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은 추정

된 모수의 유의성 검정은 0.05 수준에서 t값(절대치 

1.96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

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개 가설 중 9개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Hypotheses Path T-value Results

H1
Smart Self Efficacy-Ease 
of use

2.16 Accepted

H2
External Pressure-Ease of 
Use

3.68 Accepted

H3
Smart Self Efficacy-Ease 
of use

2.29 Accepted

H4
External Pressure-Ease of 
Use

0.52 Rejected

H5 Ease of Use-Usefulness 5.61 Accepted

H6 Ease of Use-Attitude 3.30 Accepted

H7 Usefulness-Attitude 2.34 Accepted

H8 Usefulness-Intention 6.15 Accepted

H9 Attitude-Intention 5.64 Accepted

H10 Intention-Usage 7.41 Accepted

Fig. 2 Path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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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간단히 연구결과를 요약한다면 TAM을 기반으로 하

여 외부압력과 스마트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수를 추가

하여 확장된 교수자의 스마트 학습에 대한 수용성 관련 

연구모형은 스마트 학습 환경을 새로운 혁신으로서 교

수자들이 수용하는데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자의 개인 특성인 스마트 자기효능감은 스

마트학습환경의 수용에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점이다. 여기서 스마트 자기효능감은 교수자가 스

마트 기기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 앱 등을 이용하

여 교육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

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자기효능감은 교

수자의 세대별 특성과 같은 개인별 특성들이 스마트학

습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 

현실적으로 교육환경에서는 스마트 기기 및 도구를 

활용하는 교육에 대한 권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압

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

육이 교육 효과로 연결된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은 아직

까지 남아있는 숙제일 수 있다.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학습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교수자의 의지

에 달려있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 학습 환경을 선택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적인 요인들이 걸림돌이 교육 

방법의 선택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외부환경과 개인의 특성적 요인

을 적용한 스마트 학습환경에 대한 수용을 이해하는 것

은 앞으로의 교육 환경의 변화와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기존의 학습 방법에 

익숙한 교수자들에게는 새로운 혁신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이해한다는 점에

서 의미있는 연구로 해석된다.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 개인의 역량은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교육환경

을 지원하는 외부 여건 및 지원, 학습자들의 태도와 같

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학습효과가 나타난

다고 볼 수 있다[11].

향후 스마트학습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작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변수과 환경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 학습 환경의 활

용이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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