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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Open Course Ware service area which offers free lecture materials has been steadily growing. This change 

comes from a paradigm shift of education service caused by the progress of ICT and a role change of consumers. 

Knowledge creation from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s slow compared to change of society. Therefore, consumers 

escape from one-sided education, and perform a new role of knowledge gener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t much 

of academic research of Open Course Ware. Consequently, the paper is dedicated to empirical study on effect of 

perceived value, information system quality and brand trust on intention to continuous use. As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as a practical point of view, the results-an economic side that offers contents for free of charge, a contents 

side that is fresh, various and substantial, a systematic side that makes customers to use the system easily, a service 

side which takes charge of customers support and brand trust affect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ous use– 

can be used for establishment of executive strategies.

Keyword：Open Course Ware, Perceived Value, Information System Quality, Brand Trust, 

Intention to Continuous Use

韓國IT서비스學 誌
第15卷 第2號
2016年  6月, pp.93-106



94 Jaemo Lee․Gwangyong Gim

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모든 산업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도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 역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원격교육의 시 를 맞이하 으며 한 걸음 더 나아

가 교육기  내부를 벗어나  세계에 일반에 이

르기까지 교육자원이 개방되고 있다.

Huh(2009)는 최근 인터넷 기술은 Mashup, Ser-

vice Oriented Architecture(SOA), Open API, 

젯 등의 용어가 많이 언 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오

 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로 진화를 거듭하고 이

러한 오 소스의 패러다임이  세계 으로 각 분

야에 걸쳐 일어나며 교육 분야도 외가 아니라고 

하 다. 이에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Ryu(2013)는 미래 고등교육의 환경은 정보통신발

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 매체와 방식, 제도가 유

기 으로 변화를 이룰 것이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범 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 다. 이

러한 고등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육자원공개(OER : 

Open Education Resourc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에 이르게 하 다. 교육자원공개란 교육자원의 공

유를 통하여 지식을 확산하는 것에 심이 있으며 

특정 기 의 학생을 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교육

자원을 범세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Jang et al., 2012).

교육자원공개에서도 가장 표 인 역은 본 연

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오 코스웨어(OCW : Open 

Course Ware)라고 볼 수 있다. 오 코스웨어는 매

사추세츠공과 학교에서 2001년에 시작했으며 교

육자원공개는 2004년 UN에서 코스웨어(강의자료)

외 다른 교육자원까지 확 하면서 그 규모가 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Pappano, 2014).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교육학술정보원(KE-

RIS)이 오 코스웨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KOCW

(Korea Open Course Ware)를 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OCW를 통해 강의공개의 이상을 실

천하는 바,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오 코스웨어 

서비스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  사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실증 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오 코스웨어

오 코스웨어는 2001년 매사추세츠공과 학교

에서 시작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교육자원을 공

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Pappano, 2014).

매사추세츠공과 학교의 오 코스웨어는 부분

의 교과목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강의 자료는 교육자의 경우 교과과정 

개발용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의 경우 개인학습용 

는 학습 보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비상업

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가 자료를 출 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개제할 경우 모든 작권은 매사추

세츠공과 학교 교수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면, 구나 자료를 사용, 배포, 복사, 번역, 수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학 가 이수되지는 않고, 사

용자들도 강의 자료를 보기 해서 특별한 등록

차를 요구하지도 않는다(Potts, 2005). 

2002년에는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오 코스웨어

(OCW)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에 미친 향’에 

해서 논의하는 포럼에서는 공개교육자원(OER)

이라는 개념으로 확 되면서 오 코스웨어를 포함

한 다양한 교육자원의 공개가 최 로 논의 되었다. 

공개교육자원은 교육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지식을 

확산하는 것이 심이 있으며 특정 기 의 학생들

을 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교육자원을 범세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장 표 이고 규모가 큰 오 코스웨어의 경

우 미국을 시작으로 국, 랑스, 러시아, 일본, 

국, 베트남, 스페인, 남아 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실천하고 있다(Jang et al., 2012). 재 우리나라

의 경우 학의 오 코스웨어 자체 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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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KOCW(Korea Open Courseware)라

는 콘소시엄을 통하여 2007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

으로 하여 2016년 3월 31일 기  24만 건 이상의 

강의자료가 제공되고 있다(KOCW, 2016).

2.2 경험가치 이론

경험가치에 지각된 가치는 고객의 행 의도 

는 실제행 를 결정하는 핵심 선행변수로서 강조

되었다(Brady et al., 2005; Zeithaml, 1988). 지각

된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효용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치에 련된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가치는 형이상

학 인 의미를 지니기에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경 학에서는 주로 고나 랜드와 

같은 마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Kim, 2008; 

Park, 2002). 

기의 소비가치에 한 연구는 소비 행동에 

해서 지나치게 단순하고 인지 심 인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 이 발생하자, 구매활

동을 할 때 구매 , 구매과정, 실제소비에 이르기

까지 다차원 이고 다감각 으로 소비를 체험하

는 ‘소비경험’에 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Park, 2002; Heide and Weiss, 1995; Hirschman, 

1984). 하지만 이러한 경험론  근은 부분 오

라인에서의 소비자경험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에 한 연구가 새롭게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Park, 2002). 

Mathwick et al.(2001)의 연구는 온라인 경험

가치에 한 체계 인 연구라 볼 수 있으며 온라

인 경험가치를 ʻ소비자들의 소비 환경 안에서 소비

의 목표나 목  달성을 진시키는 상호작용을 통

해서 형성되는 서비스 수행  제품속성에 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상 인 선호도ʼ라고 정의하

고, Sweeney and Soutar(2001)은 소비자의 경

험가치를 기능  가치, 경제  가치, 사회  가치

로 구성하 다. 

2.3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DeLone and McLean(1992)은 1981년부터 1987

년까지 발표된 정보시스템 성공에 해서 연구된 

논문 180편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성공과 련된 

변수를 정리하고, 각 변수 간의 계를 정의하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후 연구의 기반이 되

었다.

DeLone and McLean(1992)은 정보시스템 성공

의 변수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사용, 사용자 만

족, 개인  향, 조직  향을 제시하 으며, 시

스템 품질의 경우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측면

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 품질의 경우 ‘정

보시스템을 통한 산출물의 측정’을 의미하며, 사용

은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시스템의 산출물을 소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 만족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시스템의 산출물에 응답’ 즉, 만족을 

의미하며, 개인  향의 경우 ‘사용자 행 에 있어

서 정보의 효과’를 의미하여, 조직  향은 ‘조직

성과에 있어서 정보의 효과’를 의미한다.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변수들은 서로 향을 

미치는 계에 있다.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은 

사용과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고 이때, 사용

과 사용자 만족은 서로가 향을 미친다. 사용과 

사용자 만족은 개인  향에 향을 미치고 개인

 향은 조직  향에 향을 미치게 된다.

2.4 랜드 신뢰

기업의 랜드 개성과 자아 일치성에 한 연구

를 통해 소비자의 애호도를 만들고 유지해 가는 것

이 기업 생존에 있어 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뢰의 역할에 한 심이 높아 졌으며 최

근에는 마  분야에서도 신뢰의 역할에 해 주

목하여 랜드 개성과 자아일치성에 기 하여 신뢰의 

요성을 강조하 다(Doney and Cannon, 1997; 

Heide and Weiss, 1995).

랜드 신뢰란 소비자가 제공 받기로 약속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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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수행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정도로(Chaudhuri 

and Holbrook, 2001) 소비자가 랜드를 의지할 

만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 목표 는 가치

가 소비자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기 해서 행

동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다. 

DelVecchio(2000)는 랜드 신뢰를 ‘ 랜드를 통

해 구매하는 것은 연 된 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랜드 네임의 능력’으로 정의하 고, Kim and 

Kim(2011)은 랜드 신뢰를 ‘ 랜드가 일정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꺼이 믿으

려고 하는 고객의 성향’으로 정의하 다. 

신뢰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가치 있는 교

환 계를 생성하거나 랜드 개성 는 자아일치 

정도에 의해서 랜드 신뢰와 랜드 애호도를 형

성한다(Mayer et al., 1995). 이 듯 랜드 신뢰

는 지속  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요소로 랜드 신뢰를 형성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Gabarino and Johnson, 1999; Ganesan, 

1994; Morgan and Hunt, 1994).

2.5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Davis(1989)가 제안한 이론으로 개인의 

신 기술 수용여부를 측하는데 구체 인 설명

이 가능한 모델로써 개인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행 를 이해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으며 지 까

지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합의되고 있다(Wixom 

and Todd, 2005; Davis et al., 1989; Karahanna 

et al., 1999).

Davis(1989)는 응용시스템의 사용 여부는 자신

들의 직무성과를 높여  것이 믿는 정도에 따라 

시스템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있는데 지각된 유용성은 ‘특

정한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이고, 사용 용이

성은 ‘특정한 시스템의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

이성은 시스템 사용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고, 

사용에 한 태도는 사용자의 행 의도에 향을 

미치고, 행  의도는 최종 으로 실제 시스템 사용

에 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하 다.

2.6 기술충족모델

Bhattacherjee(2001)는 기존의 Davis(1989)의 

TAM 모델과 Oliver(1980)의 기 불일치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기 충족모델(ECM :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을 세웠고, 이에 한 검증

으로 인터넷 뱅킹 시스템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

도에 한 실증 인 연구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사

용자 만족도와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  사용의도

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Bhattacherjee(2001)는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

의 지속  사용에 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재구매하는 의사결정과 유사하

며, 특히 지속  사용과 재 구매에 한 의사결정

은 모두 수용과 구매라는 기의 의사결정이 이루

어진 후에 나타나고, 사용경험을 통해서 나 에 

최 의 의사결정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은 서로 유사한 이라 보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

르면 기  충족과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을 통하여 

지속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기 충족모델(ECM)이 모

바일 인터넷, 웹포털, 이러닝 등 다양한 정보시스

템의 지속  사용에 해서 연구로 활용되고 있다

(Chiu et al., 2005; Hong et al., 2006; Lin et al., 

2005; Thong et al., 2006).

3. 연구 모형

오 코스웨어 서비스의 지속  이용의도에 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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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지각된 경제  가치와 지각된 유용성 사이의 

계에 한 선행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Lee 

et al.(2014)는 연구에서 지각된 경제  가치가 지

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Mathwick et al.(2001)은 연구에서 경제

 가치가 고객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1-1 : 지각된 경제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1-2 : 지각된 감정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1-3 : 지각된 경제  가치는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1-4 : 지각된 감정  가치는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Ruth(2000)의 연구에서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과 같은 사용자 신념의 형

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Kim et 

al., 2006). Jo et al.(2011)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요

인으로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을 제시

하고 각 품질요인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 다. Oh(2012)는 시스

템품질과 정보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H2-1 : 콘텐츠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2-2 :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2-3 : 서비스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2-4 : 시스템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Berry(1995)는 연구에서 보통 고객들은 서비

스를 경험하기 이 에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므로 

효과 인 서비스 마 을 해서는 신뢰에 의존

해야 하므로 고객과 기업 간의 계에는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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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s

Perceived  
Economical Value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import utility 
Open Course Ware

Choi(2013)
Sweeny and 
Soutar(2001)

Perceived
Emotional Value

The joy, the perceived value of pleasure in causing Open Course Ware 
Degree

Kim(2008)
Sweeny and 
Soutar(2001)

Contents Quality
The degree of perceived value to the content information provided 
in the open course ware

Wang(2003)

System Quality
The degree of perceived value for the system provided by the 
Open Course Ware

Wang(2003)
Wang et al.(2007)

Service Quality
The degree of perceived value of the service provided in the 
Open course ware

Wang et al.(2007)

Brand Trust
The extent to which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to be provided from 
open course ware brand customers going to believe

Chaudhuri and 
Holbrook(2001)

Perceived
Usefulness

While using open course ware about believing that you can gain 
knowledge

Cohen(1988)

Perceived 
Ease of Use

This degree does not believe in a lot of effort occurs while using 
Open Course Ware

Cohen(1988)

Satisfaction The degree of user satisfaction with the perceived Open Course Ware
Bhattacherjee(2011)
Wang et al.(2007)

Intention to 
Continuous Use

The degree you want to continue using the Open Course Ware Bhattacherjee(2011)

<Table 1> Operation Definition of Variables

필요로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Mayer et al.(1995)

은 신뢰하는 상이 문 인 능력을 통해 련 

업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하

다. Morgan and Hunt(1994)는 연구에서 제품

의 성과가 소비자가 기 한 바에 미치지 못하여 

소비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랜드의 능력에 한 

신뢰와 확신이 어든다고 하 다.

H3 : 지각된 랜드 신뢰는 만족에 정(+)의 향

을 미친다.

Davis(1989)는 기술수용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강력한 측요인이라고 주장하 으며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을 제시하면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Davis, 1989; 

Karahanna et al., 1999). DeLone and McLean

(1992)은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시스템 

사용과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H4-1 :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4-2 :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Bhattacherjee(2011)의 기 충족모델에서 제시

된 지각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Thong 

et al.(2006)은 모바일 인터넷에 한 연구에서 지각

된 유용성, 사용자 만족이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5 :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

친다.

H6 : 만족은 지각된 지속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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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4.1 자료의 수집

본 연구 상은 오 코스웨어에 사용경험이 있

는 학생을 상으로 진행하 으며 총 응답한 설

문지는 249부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들은 제거

한 236개를 결과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의 도구

로는 SPSS Statistics21과 Smart PLS 2.0을 사

용하 다.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

Gender
Male
Female

132
104

55.9
44.1

Age

less than 20’s
20’s
30’s
40’s
50’s

3
229
2
1
1

1.3
97.0
.8
.4
.4

the OCW 
most 

accessed

TED
KOCW
YouTube Edu
nation’s university OCW
foregin’s university OCW
et cetera

59
107
47
10
10
3

25.0
45.3
19.9
4.2
4.2
1.3

Usage 
Frequency

frequently
once a day
once a week. 
once a month. 
once a few months.
et cetera

5
3
30
28
151
19

2.1
1.3
12.7
11.9
64.0
8.1

the
lecture 
most 

accessed

special subject 
liberal arts courses
special speech
the celebrity interview
et cetera

104
22
51
44
15

44.1
9.3
21.6
18.6
6.4

Intended 
usage

improve individual 
knowledge 
improve academic skills 
improve work skills
et cetera

92

129
3
12

39.0

54.7
1.3
5.1

<Table 2> Demographic Statistics

4.2 신뢰성 분석과 별타당성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 한 사  일 성 평가를 수

행하기 한 확인  요인분석은 <Table 3>과 같

으며,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공

통요인분석(CFA : Common Factor Analysis)보

다 10% 정도 높게 평가된 결과값을 가지므로 성

분 값을 0.6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Chin, 1998). 

본 연구에서는 Hair et al.(1998)의 기 에 의해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0.6 이상일 때, 척도에 신뢰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단하 고, 구성개념 타당성을 통해 

구성 개념을 측정도구가 실제로 하게 측정하

는가를 검증하 다(Van de Ven and Ferry, 1980). 

분석결과에 제시된 값을 보게 되면, 구성개념이 크

론바하 알 값과 합성 신뢰도값은 0.7 이상이고, 평

균 분산 추출값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

정변수 항목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써, 평균 

분산 추출값의 제곱근값이 구성 개념 사이의 상

계수 값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별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3 구조모형의 합도 분석 

구조모형의 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

고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Re-

dundancy 값이 양수일 때 합도가 있는 것으로 평

가한다(Chin, 1998). 본 연구는 Redundancy 값이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므로 모형의 합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
2 
값으로 모형의 합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값이 0.26 이상이면 ‘상’, 0.13 이상～

0.26 미만이면 ‘ ’, 0.02 이상～0.13 미만이면 ‘하’로 

구분한다(Cohen, 1988). 본 연구에서는 각각 사용

용이성 0.508, 유용성 0.603, 만족 0.649, 지속  사

용의도 0.425로 모두 0.26 이상으로 높은 합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체 합도는 R
2값의 평균

값과 공통성(Communality)의 평균값을 곱하여 제

곱근한 값으로 평가한다. 그 값이 0.36 이상이면 ‘상’, 

0.25 이상～0.36 미만이면 ‘ ’, 0.1 이상～0.25 미만

이면 ‘하’로 구분한다(Tenenhau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값이 0.654로 0.36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형 합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L Ecov Emov ConQ SysQ SerQ BT PU EUI S1 CU alpha CR AVE

Perceived 
Economical 

Value

Ecov1 .793

.922 .899 .930 .769
Ecov2 .907

Ecov3 .921

Ecov4 .882

Perceived 
Emotional 
Value

Emov1 .858

.674 .934 .910 .933 .738
Emov2 .894

Emov3 .848

Emov4 .904

Contents 
Quality

ConQ1 .822

.604 .576 .830 .851 .899 .689
ConQ2 .854

ConQ3 .817

ConQ4 .828

System 
Quality

SysQ1 .861

.467 .454 .468 .877 .880 .917 .736
SysQ2 .891

SysQ3 .895

SysQ4 .780

Service 
Quality

SerQ1 .804

.594 .523 .535 .493 .859 .896 .922 .704

SerQ2 .817

SerQ3 .840

SerQ4 .862

SerQ5 .870

Brand Trust

BT1 .915

.518 .510 .485 .500 .446 .945 .941 .958 .849
BT2 .944

BT3 .944

BT4 .882

Perceived  
Usefulness

PU1 .903

.586 .601 .636 .520 .504 .657 .892 .936 .951 .796

PU2 .910

PU3 .893

PU4 .881

PU5 .874

Perceived 
Ease of Use

EUI1 .938

.677 .652 .576 .580 .621 .591 .686 .889 .940 .962 .893EUI2 .957

EUI3 .941

Satisfaction 

S1 .862

.628 .599 .589 .417 .529 .418 .537 .603 .839 .911 .938 .790
S2 .913

S3 .885

S4 .894

Intention to 
Continuous 

Use

CU1 .921

.576 .527 .641 .523 .526 .713 .683 .645 .556 .858 .951 .965 0.872
CU2 .961

CU3 .931

CU4 .922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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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Standarded Coefficient of 

Path (t-value)
Decision
Making

H1-1 Perceived Economical Value → Perceived Usefulness .097(1.771) adopted

H1-2 Perceived Emotional Value → Perceived Usefulness .040(.681) reject

H1-3 Perceived Economical Value → Satisfaction .163(2.956) adopted

H1-4 Perceived Emotional Value → Satisfaction .196(3.775) adopted

H2-1 Contents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245(3.714) adopted

H2-2 System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185(2.355) adopted

H2-3 Service Quality → Perceived Usefulness .104(1.840) adopted

H2-4 System Quality → Perceived Ease of Use .713(18.503) adopted

H3 Brand Trust → Satisfaction .270(4.449) adopted

H4-1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296(4.647) adopted

H4-2 Perceived Ease of Use → Satisfaction .098(1.753) adopted

H5 Perceived Usefulness → Satisfaction .281(4.044) adopted

H6 Satisfaction → Intention to Continuous Use .652(14.154) adopted

<Table 5> Result of Path Analysis

Variables R square Communality Redundancy

Perceived 
Economical 

Value
.769

Perceived 
Emotional 
Value

.738

Contents 
Quality

.689

System
Quality

.736

Service
Quality

.704

Brand Trust .849

Perceived
Ease of Use

.508 .893 .454

Perceived 
Usefulness

.603 .796 .200

Satisfaction .649 .790 .230

Intention to 
Continuous 

Use
.425 .872 .370

Goodness of 
fit Index

.654

<Table 4> Fitness of Search Model 4.4 연구가설의 검증

구조모형의 가설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제공되는 t값을 통해서 가능하다. 양측검정의 경우 

t값의 치가 2.58보다 클 경우 유의수  0.01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고, 2.33보다 클 경우 유의수

 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며, 1.96보다 클 경

우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고 1.65

보다 클 경우 유의수  0.10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다며, 부트스트래핑 샘 링 횟수는 500회를 설

정하여 분석하 다(Efron and Tibshirani, 1997). 

분석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3개의 가설  12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1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5. 결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교육환경과 소비자의 역

할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웹을 기반으로 교육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기 들은 무료로 교육자원을 일반에게 공개하



102 Jaemo Lee․Gwangyong Gim

여 지식을 습득하거나 지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

고자 2001년 매사추세츠공과 학교에서 오 코스

웨어(OCW) 운동을 시작으로 교육자원을 공개하

자는 움직임이 확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KOCW 오 코스웨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운  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시작이 느린 편이다. 이에 기존 소비자들이 서비

스에 만족하고 지속사용의도를 높여 오 코스웨어

를 활용하는 학습자가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 코스웨어에 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와 비

슷한 이러닝 시스템의 선행연구를 통해 고객가치

를 극 화하기 한 경험가치 요인과 정보시스템 

품질요인, 랜드 신뢰,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

용용이성, 만족 그리고 지속  이용의도를 확인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감정  가치의 경우 

오 코스웨어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특정 고객을 

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단순 웹 기반으로 공개함으로써 콘텐츠를 사용하

는 학습자에게 맞춤화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시사 을 살펴보면, 오 코스웨어 사용자들은 오

코스웨어를 만족하고 지속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경제 인 측면과 콘텐츠  측면, 시스템  측면, 서

비스  측면, 오 코스웨어 랜드를 신뢰하는 

랜드 신뢰  측면이 모두 만족과 지속  사용의도

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여 향후 

오 코스웨어 사용자의 지속 인 사용을 한 

략을 수립할 때 검증된 측면들을 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오 코스웨어에 한 학문 인 측면은 기

존에 오 코스웨어에 한 실증  연구가 많이 부

족한 상황에서 기술수용모형,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을 오 코스웨어라는 새로운 분야에 용하여 기

존 연구에 한 검증을 하 으며, 이 밖에도 오

코스웨어의 경험가치의 측면과 랜드 신뢰의 측

면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KOCW를 통하여 강의공개의 이상

을 실천하는 바 KOCW의 진화가 기 되고 있다. 

국내 환경이 고려된 분야별 응  발  략을 

수립하는 것은 고등교육 발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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