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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모형을 개발하였다. 잠재모형의 예비타

당성 검증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해 수정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A 연구소의 스마트교육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고등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채택되

었다.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가설Ⅰ).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가설Ⅱ). 상호작

용성은 지각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가설Ⅲ). 사회적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가설Ⅳ). 사회적 영향과 상호

작용성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가설Ⅴ).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가설Ⅵ).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가설Ⅶ).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²값은 6.600, 유의확률은 .086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모형과 자료

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었으며, GFI, CFI, TLI 값은 각각 .98, .99, .99로 높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다만, RMSEA 
값은 .09로서 다소 높은 값을 보이지만,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해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키워드: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경로분석(path analysis)

I. 서 론

스마트기기의 국내 사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과 스마

트패드는 교육, 경제, 문화, 쇼핑, 금융,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과거 음성이나 문자를 보내는 단순한 커뮤니케

이션 수단에서 벗어나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새로

운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는 타인과의 커뮤니

케이션 또는 정보공유 활동이 증가하고, 학업 또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기기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구

체적으로는 초․중․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높여주는 스마

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교수학습에 활용

하고자 하는 스마트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1]. 
우선, 스마트교육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스마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또는 매쉬업(Mashup)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스마트

교육에서 상호작용은 학습 성과의 핵심 요소이다. 트위터, 페이스

북,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및 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협력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은 스마트 교육의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셋째, 무형식 학습의 주요한 학습 형태로 발전하면서 

전통적 학습형태가 파괴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정보연

동, 시멘틱웹(Semantic Web)검색,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시공을 초월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기기는 전통적인 학습 형태를 파괴하고 다

양한 형태의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을 촉진하고 있다. 넷째, 
기존의 교육과 달리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

해 학습자 자신의 특성 및 학습 요구, 학습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

를 선택함으로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 또는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는 평생학습 시대로서 스스로의 학습을 계획

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스마트교육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된 선행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2. 7)

142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 측면에서 다루어 왔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혁신성, 적합성, 자기효능감, 개인의 태도, 주

관적 태도, 컴퓨터경험 등이 있고, 기술적 특성으로는 이동성, 다

양성, 보안성, 접근성, 서비스품질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스마트교육에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영향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둘째, 기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은 주

로 교수매체중심 즉, 새로운 기기를 활용하는 교수학습형태에 치

우쳐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교수학습에 중점을 둔 스마트 교육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것

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모형으로 개발한 

후,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효과적인 스마트교육을 위한 정보기술수용모형

정보기술수용과 관련된 중요 선행연구로, Fishbein와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1988)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gavior),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변인들을 반영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스마트교육 수용

의도와 관련된 잠재 모형을 구성하였다. 기존 정보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영향을 외부 변인으로 선정하여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수용의도를 내부 변인으로 선

정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영향으로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종

속변수는 수용의도로 설정하여 스마트교육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림 1.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관계-잠재모형

Fig. 1. Relationship of Factors Influencing Adoption of Smart 

Education- Potential Model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나타내

는 잠재모형의 적합성을 예비검증하고자,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

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요인들의 관계 중 사회적 영향과 지

각된 사용용이성, 사회적 영향과 수용의도의 경우, 경로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개의 경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된 모형을 제시했다.

그림 2.  수정된 모형

Fig. 2. Revised Model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형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A교육 연구소

의 스마트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일부 문항에 대한 미

응답자 9명과 불성실한 응답자 19명의 답안 등 총 28부를 제거하

고, 초등학생 63명, 중학생 34명, 고등학생 35명, 총 132명의 설

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관련 선행연구분석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스마트교육 수

용의도에 관련된 검사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도구의 구성  

Table 1. Structure of Questionnaire

변수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

지각된 유용성 1, 2 2 .69

지각된 

사용용이성
3, 4, 5 3 .72

수용의도 6, 7, 8 3 .78

상호작용성 9, 10, 11, 12, 13 5 .86

사회적 영향 14, 15, 16, 17 4 .85

계 17 .78

검사지는 총 5개 영역으로 문항수는 영역별로 2∼5개 문항씩 

총 17문항이며, 각 설문의 항목은 ‘매우 아니다’를 1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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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 α계수가 각각 .69, .72, .78, .86, .85였고, 전체 17개 문

항에 대한 신뢰도는 .78이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

해 수집된 설문자료를 AMOS를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의 직간접 효

과와 경로계수는 다음 <표 2>, <표 3>과 같았다. 

표 2. 변수 간 직간접효과 및 경로계수

Table 2. Direct and Indirect Effect between Variables       

& Path Coefficients 

사회적영

향

상호

작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직접

효과
- 0.57 - -

간접

효과
- - - -

전체

효과
- 0.57 - -

지각된

유용성

직접

효과
0.17 0.69 - -

간접

효과
- - - -

전체

효과
0.17 0.69 - -

수용의도

직접

효과
- 0.52 0.16 0.26

간접

효과
0.05 0.27 - -

전체

효과
0.05 0.79 0.16 0.26

  
스마트교육에 있어서 수용의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계수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 .57, 사회적 영향과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각각 .17, .69이다. 수용의도는 상용작용성, 지
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각각 

.52, .16, .26로 나타났고, 사회적 영향과 상호작용성이 수용의도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5, .27이다. 상호작용성이 수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전체효과는 .79이었다(직접효과 .52, 간접효과 .27).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정한 결과, χ²값은 

6.600, 유의확률은 .086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3. 수정모형의 적합도

Table 3. Fit Statistics for Revised Model

χ²(p) 자유도
RMSE

A

TLI

(NNFI)
GFI CFI

연구

모형

6.600

(.086)
3 0.09 0.99 0.98 0.99

수용

기준
p>.05 -

.05

이하

.9 

이상

.9 

이상

.9 

이상

또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는 적합도 지수인 GFI, CFI, 
TLI 값은 각각 .98, .99, .99로 높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단지, 
RMSEA 값은 .09로서 다소 높은 값을 보이지만 수정모형의 적합

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정도라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

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수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스마트교육에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기존 정보기술수용모형에 기초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그것의 모형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상호작

용성, 사회적 영향,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수용의도 

등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연구모형

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정된 연구모형에 따르면, 스마트 

교육에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치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영향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가설설정과는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의미교환을 

가리키는 상호작용성 요인은 스마트교육의 수용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적 영향 요인은 수용의도에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스마트교육

이라는 변화 내지 혁신이 초기 채택단계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로 보인다. 향후 스마트교육이 확산되어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사회적 영향요인도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스마트교육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스마

트교육의 확산과 빠른 정착을 위해서 행ㆍ재정적인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관찰변수들을 토대로 실시된 양적연구이다. 향후에는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

시하여, 본 연구결과의 질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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