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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 등 교원을 상으로 신확산모형에서 제안하는 신 속성 변인들을 기반으로 디지털교과서

의 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정보기술수용모형(TAM)을 보다 확장된 모형으로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 찰가능성, 합성, 주  규범을 외생변인으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사용의도를 내생

변인으로 설정하는 연구모형을 제안하 다. 연구결과 찰가능성, 합성, 주  규범은 교사의 디지털교과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재  변인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확장된 정보기술수용모형은 합함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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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determined the adoption of digital textbook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and to propose and validate a revis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study was grounded in th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and the attribute factors proposed in the theory were used 

in the model. More specifically, observability, compatibility, and subjective norms were proposed as external 

factors and usefulness, easy of use, intention to use were proposed as internal factors in the proposed model. It 

was found that (a) observability, compatibility, and subjective norms were the main extern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teachers’ intention to use digital textbook and (b) the revised TAM was va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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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공학의 발 으로 출 한 다양한 신들을 기

존 교육체제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이

러한 교육 신들을 활용함으로써 공기(公器)인 학교

체제의 수월성을 담보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 와

는 달리 교육 장으로의 도입조차 수월하지 않았으

며 환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7]. 최근 우리 교

육마당에 등장하는 교육 신으로 디지털교과서, IPTV 

등이 거론되곤 한다. 그 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교

과서의 수용  정착을 해서는 련 주요 변인들을 

포함하는 수용 모형에 한 구체  규명과 이해가 우

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학습 과제와 

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등 학습자에게 인 향

을 미친다. 특히, 기존 서책형 교과서는 휴 하기 편

리하고, 읽기 편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첨삭을 통해 

학습내용을 정교화 하는 등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다

양한 장 을 지니고 있다. 한 개발 비용이 상

으로 렴하며, 책의 물리  두께나 크기를 통해 학

습내용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등의 장 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 속하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지식의 효용주기가 경감됨에 따라 서책형 교과

서를 수시로 수정․보완하고 시에 개발․보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시간  경제  비용의 발생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으로 지 된다. 더욱이 정보 

 지식의 폭주로 인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분량의 학습 내용을 한정된 책속에 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서책형 교과서의 시각 효

과 부족, 흥미 유발 부족, 제시 정보량 한계, 배포시

간 지체 등의 단 을 극복하기 한 안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등장하 다. 교과부가 2007년 3월에 발표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11년까

지 25개 교과를 디지털교과서로 개발․ 용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던 교수학습방

법을 면 으로 수정해야하는, 그 효과가 매우 

큰 교육 신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 매체에 수록한 뒤 유․무선 정보통신

망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서책용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참고

서, 문제집, 학습사  등 방 한 학습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한 동 상, 애니메이션, 가상 실, 하이퍼

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제공하고 사

회 각 기 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폭

넓은 교수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

러 기존의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 , 노트 

삽입 등의 첨삭 기능과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지도

리, 평가기능도 갖추고 있어 학생은 디지털교과서만

으로도 자신의 성과 수 에 맞춘 개별학습을 할 수 

있다[3](<표 1> 참조). 

<표 1>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특성 비교 

구분 서책형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자료 유형

텍스트와 이미지 심

의 평면 ․선형  학

습자료

서책형 자료  소리, 

동 상, 애니메이션, 가

상 실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자료 변환

자료가 고정되어 변환 

어려움

새로운 사회․교육  

사실과 지식을 신속하

게 반

자료 수집

교과서 외의 자료를 찾

기 해서는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요구(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

조자료 제공 미흡)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

한 교육 자료나 DB와

의 연계활용

달 매체
인쇄 매체 정보기기(TPC․데스

크톱PC)

타 

교과 계

교과 간 단 된 개별

인 학습교재

교과 내, 학년 간, 타 

교과 연계 학습 가능

학습 방법
지식 달 주의 단

방향 학습

교사, 학생, 컴퓨터 간 

다방향 학습 가능

수업 효과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수

업이 어려운 일제수업

학생 심 수업활동과 자

기주도 학습 실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에서 수정

교과부는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 추진을 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기간을 설정하 는

데, 이 기간 동안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한 연구  

효과성 검증 등이 추진되며, 상용화를 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등학교 5, 6학년 20개 교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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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3개 교과, 그리고 고등학교 2개 교과를 상으

로 하는 디지털교과서가 시범 개발될 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100개교가 시범 운 되면서 확산을 한 연

구가 동시에 수행된다. 이러한 튼실한 추진 계획 등

을 보면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도입은 성공할 것이

라고 측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본 연구와 련된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류는 교육 신 수용 상자에 

을 맞춘 연구들이다[14]. 이 계통의 연구는 Hall과 

연구 동료들에 의해 1970년 반부터 연구된 심기

반수용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성공 인 변화를 도모하는 변화 진

자는 교사들이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며, 그 인식에 

따라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해 이해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밝힌 

주요한 시사 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효과 인 처

방이 지속 으로 변한다는 것으로 신의 수용은 분

인 사건(events)이 아닌 연속 인 과정(processes) 

라는 을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술(前述)한 연구 계통이 신수

용 상자를 연구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투입

하여, 신 그 자체의 특성을 분석․ 악하는 연구

가 상 으로 미진하 다는 비 에서 출발하 다. 

이 연구들은 교육 신 자체의 특성들을 규명하고 이

러한 특성들이 신수용비율에 미치는 상 인 효

과를 악하고자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각 특성이 

수용 비율 분산의 49∼87%를 설명한다는 을 밝힌 

바 있다[18]. 이 부류의 연구들은 신의 확산을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상으로, 신의 확산 과정을 개

인 혹은 집단 간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악하며, 의

사소통의 과정에서 ‘ 신성’이라는 구인을 사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직선  과정 심이라는 , 변화 진

자와 변화수용자를 구분하여 상명하달식의 의사소

통 개념을 가진다는 , 그리고 새로운 교수학습방

법이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소 트웨어  신이 

상호작용  는 변증법 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기

술하는 데 합하지 않다는  등이 한계로 지 되

었다[1].

세 번째 연구 부류는 신 수용에 향을 미치는 

환경  배경을 탐구하 다. 기존에 수행된 부분의 

연구들이 실질 인 시사 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는 을 지 하고, 환경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어떠한 문화 환경에도 용할 수 있는 변화 

진 조건을 지지하는 일 되고 풍부한 지식의 토 를 

마련하고자 수행된 연구 부류라고 할 수 있다[5][19]. 

특히 Ely(1990)는 신의 속성만이 신수용에 향

을 주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신이 소개되는 환

경 변인도 변화 노력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한 역할 

수행함을 제시한 바 있다[11].

지 까지 제시한 정보기술수용모형  신확산이

론과 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 내고, 아울려 

용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타당

성을 검토한 후, 보다 설명력 있는 실 이고 확장

된 모형으로 구 해낼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연

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확산모형(innovation diffusion 

theory)에서 제안하는 신 속성(attributes of innovation) 

을 기반으로 디지털교과서의 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Davis(1989)가 제안한 정보기술수용모형을 

보다 실 이고 설명력 있는 확장된 모형을 제안하

고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8][9].

2.  이론적 배경

2.1 혁신 수용 모형 탐색

교육 신 수용자가 새로운 공학  시스템을 수용 

는 채택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요한 일이다. 선행 연구들은 수용자가 어떠한 이유

로 신을 수용하고 사용하는지에 해 밝히고자 노

력하여왔다. 기술수용과 련된 이론  탐구로는 합

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그리고 정보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등으로 

정리된다.

합리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행동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동 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주

 규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12].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  행동이론에 사용자의 ‘인지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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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제’라는 개념을 추가한 이론으로, 합리  행동모

형에 비해 용 범 가 포 이다[4]. 이 두 이론

은 인간의 일반  행동 경향을 설명하기 해 개발

된 것인데 비해, 정보기술모형은 컴퓨터 기술과 정

보기술 이용 행동을 설명하기 해 제시되었다[8]. 

정보기술수용모형은 정보시스템과 련된 수용과 

인식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수용 상자의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행동을 설명하는 간단하면서도 설명력

이 높은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보기술수용모형

은 외부 변인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

성이라는 두 가지 인식 개념에 향을 미쳐 사용에 

한 행 의도를 결정하고, 이것이 특정 시스템의 

실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보기술수용모형

에서 시스템의 실제 사용이라는 최종 행 에 도달

하도록 하는 데 향을 미치는 근본  요인으로, 

Davis와 동료들(1989)은 합리  행동이론을 활용하

여 설명한다[8].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정보기술모

형의 핵심이다. 지각된 유용성이란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신기술이 교사 본유의 업무 수행을 어느 정도 

개선시켜  것인지에 해 수용자인 교사가 믿는 정

도를 의미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를 사

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지각된 이용

용의성이란 교사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정도를 가리킨

다[16]. 설사 교사들이 디지털교과서가 유용하다고 믿

는다 할지라도 만약 학교 체제 내에서 디지털교과서

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디

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 한 노력에 비해 일천하다고 

단한다면, 이는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떨어지게 된

다. 정보기술수용모형에서 행동은 행동의  단계인 

사용 의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본다. 실제 행동과 

의도는 높은 양  상 이 있음이 밝 졌으며 사용 의

도는 사용에 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외

부 변수들을 추가․확장한 것으로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설  연구모형 

2.3 연구가설

2.3.1 관찰가능성,  지각된 유용성,  사용의도간의 

가설

찰가능성은 교사가 타인이나 동료 교사들이 디

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모습과 그 사용에 따른 결과

를 찰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이 

효과 일 것이라 기 된다 할지라도 그 효과성을 구

체 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교사들을 그 유용성을 지

각하지 못할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경우, 쉽

게 사용이 노출되는 테크놀로지( : 휴 폰)에 비해 

타인들에게 분명하게 찰되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확산이 늦다고 할 수 있다. 찰가능성은 신

채택 련 선행연구들에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 연구에서도 찰가능성이 지

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향을 다는 가설을 설

정하 다.

H1a: 찰가능성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정  향을  것이다.

H1b: 찰가능성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한 

사용의도에 정  향을  것이다.

2.3.2 적합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의도 간의 가설

합성은 기존 가치와 규범 그리고 잠재  신수

용자의 과거 경험  요구와 일치된다고 인식되는 정

도를 의미하며, 신 수용정도와 양  상 계를 갖

는다. 디지털교과서를 교실 수업에 활용할 때,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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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형 교재를 사용하던 교사의 역할과 디지털교과서

를 사용하는 교사의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디지

털교과서 사용 시 교사들의 교수행 에 한 인식변

화가 요청되는데, 교사들은 기존의 지식체계를 강의

하며 달하는 역할보다는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학습을 진하는 조

력자, 안내자,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해 수용자인 교사의 기존 가치체계

와 일치하는 정도는 신 수용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합성은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 목표와 련하

여 정보기술 신이 이를 지원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정보기술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

성, 사용의도와 련이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a: 합성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한 지

각된 유용성에 정  향을  것이다.

H2b: 합성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한 지

각된 사용용이성에 정  향을  것

이다.

H2c: 합성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한 사

용의도에 정  향을  것이다.

2.3.3 주관적 규범,  지각된 용이성,  사용의도간의 

가설

주  규범은 “어떤 개인의 거가 되는 요한 

개인  집단이 자신의 행 의 성과에 하여 갖게 

될 견해에 한 인지”로 정의된다[4][12]. TRA 이론

은 주  규범이 태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이 태도를 통해 간 으로 행 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TAM 모델은 외  자극과 태도 사이에 용이

성과 유용성을 삽입하여 외  자극이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주  규범은 그

간 많은 선행 연구에서 특정 조직 내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왔는데[6], 본 

연구에서도 주  규범은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에 

한 개인의 유용성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검

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a: 주  규범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한 지각된 유용성에 정  향을  것

이다.

H3b: 주  규범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한 사용의도에 정  향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에 소속

된 교사들이다. 이들을 상으로 2010년 4월에 웹기

반 설문을 실시하 는데, 408명이 응답하 고, 이  

불성실한 응답자 29명을 제외한 나머지 378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수 백분율 유효 백분율

성별

남성 143 37.8 37.8

여성 235 62.2 62.2

합계 378 100.0 100.0

연령별

20 79 20.9 21.1

30 130 34.4 34.7

40 124 32.8 33.1

50 38 10.1 10.1

60 4 1.1 1.1

합계 375 99.2 100.0

결측값 3 .8

총합계 378 100.0

<표 2> 연구 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연구 상자의 일반 인 정보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143명(37.8%), 여자가 235명(62.24%)으로 여

자 교사가 더 많았다. 나이는 30  교사가 130명

(34.4%), 40  교사가 124명 (32.8%)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다. 한, 20 (79명, 20.9%), 50 (38명, 

10.1%), 60 (4명, 1.1%)순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찰

가능성, 합성, 주  규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의도의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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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측정도구[8][19]를 본 연구에 맞게 번역  수정

하여 사용하 다. 각 변인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 수

는 2∼3개이며, 리커트 5  척도로 구성되었다. 내용

타당도  구인타당도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서 요인분석  별분석을 통해 증명되었고, 각 변

인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는 .808～.931로 측정되었다(<표 3> 참조).

변인 문항수 신뢰도 시 문항

찰

가능성
2 .808

“내 동료 교사 에 디지털교과

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본 이 

있다.”

합성 2 .895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교수방법과 조화롭게 잘 

맞는다.”

주

규범
2 .878

“나에게 요한 향을 미치는 

사람들(직장 상사 는 직장 동

료 등)은 내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를 기 한다고 생각한

다.

유용성 3 .915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용이성 3 .915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의도
2 .931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표 3> 측정변인의 문항수  신뢰도

3.3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1) 설문지 작성  설문 상자 사  

의, 2) 설문실시, 3) 자료 분석의 차로 수행되었다.

3.3.1 설문지 작성 및 설문대상자 사전 협의 

설문 응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해 웹을 이용

한 설문지를 작성하 다. 웹을 이용한 설문의 경우, 

선택편이(selection bias)가 문제시 될 수 있으나, 본 

설문의 응답자인 · 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 친숙하며, 웹상 설문에 응답을 

하기 해 필요한 인터넷 환경  활용 능력이 갖추

고 있다고 단되었다. 응답자가 홈페이지상의 설문

을 마친 후 제출 버튼을 르면, 설문 내용  기타 

부가 인 정보(설문작성시간  날짜, IP 주소 등)가 

연구자의 자메일계정으로 송부되도록 제작되었고 

본 연구 참여에 합한 응답자의 반응을 독 으로 

얻기 해, 기타 부가 인 정보를 활용하여 참여 상

자 여부를 검증하 다.

3.3.2 설문대상자 사전 협의  

본 연구 참여 상을 선발한 후, 극 인 연구 참

여를 해 자메일을 발송하고 추가 으로 화요청

을 통해 연구의 목  등을 통보하 다. 이를 해 한

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을 받았다.

3.3.3 자료분석

찰가능성, 합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

이성, 사용 의도 간의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해 (그

림 1)의 가설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AMOS 

7.0으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하 다. 표 왜도지

수의 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정할 수 있고, 표 첨도지수의 값이 1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10][15], 본 

연구의 경우 앞의 산출결과에서 모든 측정변인의 단

변인별 첨도  왜도가 모두 정규분포성의 검증에서 

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 우도추

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차를 용하

여 모형의 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 다. 모형의 

합도는 합도지수 CMIN, SRMR, GFI, CFI, NC, 

RMSEA를 통해 평가하 다. 

4.  결과

4.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값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각 측정변인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

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된다. 이

에 수집된 자료에 한 다변량 정규분포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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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use1 use2 use3 easy1 easy2 easy3 int1 int2 obs1 obs2 com1 com2 sn1 sn2

use1 1

use2 .790** 1

use3 .779** .778** 1

easy1 .664** .600** .558** 1

easy2 .567** .626** .525** .804** 1

easy3 .516** .528** .609** .767** .776** 1

int1 .726** .707** .758** .597** .589** .574** 1

int2 .734** .724** .794** .565** .549** .553** .873** 1

obs1 .309** .328** .323** .145** .108* .126* .276** .268** 1

obs2 .284** .345** .295** .115* .129* .100 .206** .198** .679** 1

com1 .393** .399** .422** .375** .393** .379** .491** .491** .212** .173** 1

com2 .368** .372** .384** .346** .348** .331** .487** .475** .165** .088 .815** 1

sn1 .324** .318** .339** .221** .193** .176** .338** .331** .350** .347** .310** .352** 1

sn2 .337** .354** .380** .253** .238** .230** .392** .371** .301** .312** .338** .359** .783** 1

평균 3.63 3.53 3.66 3.52 3.47 3.50 3.52 3.44 3.87 4.04 3.11 3.03 3.42 3.29

표 편차 .919 .898 .962 .910 .895 .953 1.023 1.094 1.060 1.122 .986 1.088 1.043 1.060

왜도 -.520 -.358 -.591 -.418 -.224 -.248 -.387 -.425 -.782 -1.110 -.086 -.106 -.430 -.374

첨도 .325 .091 .191 -.011 -.175 -.371 -.505 -.497 .020 .449 -.360 -.614 -.298 -.440

<표 4> 측정 변인의 상호상 행렬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n= 378, * p<.05, ** p<.01)

토하 다. 변인들의 평균은 3.03∼4.04, 표 편차의 

평균은 .895∼1.122, 왜도는 값 .086∼1.110, 첨도

는 값 .011∼.614의 값을 보 다. 측정변인의 표

왜도가 3보다 작고 표 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

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

[15],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다변

인정규분포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단하 다. 

측정변인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부분 유의

수  .01 는 .05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표 

4> 참조). 

4.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합도를 검증하기 에 2단계 모형추정 가능성 확인

차[15]에 따라 최 우도 추정법에 의해 측정모형의 

합도를 추정하 다. 합도 추정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측정모형의 RMSEA(.07∼.09)를 비롯한 

모든 합도 지수에서 측정모형이 매우 양호한 합

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MIN DF p SRMR CFI NC
RMSEA

(90% 신뢰
구간)

207.380 62 .000 .0241 .966 3.345
.079

(.067∼.091)

<표 5> 측정모형의 합도 검증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 요인부하량은 .81∼.94에 

걸쳐 있으며 유의수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13],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하게 측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인 간의 상호상

정도를 검토한 결과 .21∼.90의 상 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 하의 각 잠재변인들을 

측정하기 해 설정된 측정변인들은 충분한 수렴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잠재변인 간에도 충분한 변별

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에 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

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림 2)는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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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합도가 검증됨에 따라 측정된 잠재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형의 

합도  모수치를 추정하 다.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단하고자 기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합도는 SRMR=.03, 

CFI=.97, RMSEA=.08(.07∼.09)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구조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observability

compatibility

subjective norm

usefulness

easy of use

intention

obs2e2
.84

obs1e1 .81

com2e4
.90

com1e3 .90

sn2e14
.89

sn1e13 .88

use3e12

.89
use2e11

.88

use1e10 .88

easy3e7

.86
easy2e6

.90

easy1e5 .90

int2e9
.94

int1e8 .93

.21

.42

.44

.74

.69

.45

.49

.90

.28

.43

.45

.43

.17

.58

.30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CMIN DF p SRMR CFI NC
RMSEA

(90% 신뢰
구간)

211.200 64 .000 .0338 .965 3.300
.078

(.067 ∼.090)

<표 6> 기구조모형의 합도 검증 

(n=378) 

기구조모형과 수정된 간명 모형이 계  모형

(hierarchical model)을 이루고 있어 기구조모형과 

수정모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해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 CMIN=.93, 

p=.33로서 합도에 있어서 수정모형과 기구조모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보다 간명한 수정된 연구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

로 선택하 다(<표 7> 참조).

모델 df CMIN p

기모델
1 .934 .334

수정모델

<표 7> 경쟁모델간 부합도 차이검증결과

CMIN DF p SRMR CFI NC
RMSEA
(90% 신뢰

구간)

212.135 65 .000 .0341 .965 3.264
.077

(.066 ∼.089)

<표 8> 수정모형의 합도 검증 

수정된 연구모형의 합도를 측정하기 해 최

우도법을 통해 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8>

와 같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합도는 SRMR=.03, 

CFI=.97, RMSEA=.08(.07∼.09)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

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었다.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observability

com patibility

usefulness

easy  of use

Intention

-.0 2

use1

e14

.8 8

us e2

e13

use3

e12

.89

int2

e11

int1

e10

.9 3

obs 2e2
.8 3

obs1e1

c om 2e4

com1e3

D_u

D_in

eas y3

e9

eas y2

e8

easy1

e7

.6 3

D_ea

.9 0.90

.2 6

.11

subjec t norm

sn1e5

sn2e6

.88

.8 9

-.1 0

.8 1

.94
.4 3

.2 2

.8 6

.9 0

.9 0 .1 2

.8 6

.8 8

.4 6

.4 5
.1 9

(그림 3) 수정모형의 표 화계수



확장된 정보기술수용모델(TAM)을 기반으로 디지털교과서 수용 및 활용 탐색   273

수정모형의 구조계수에 한 경로계수에 해 진

술하면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첫째, 합성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비

표 화계수는 .38(C.R=.83, p<.05) 는데, 이는 합성

이 한 단  변할 때,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단  변화

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그리고 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

을 검증한 결과 비표 화계수는 .086(C.R.=2.2, p<.05)

로 유의하 다. 한 합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결과 비표 화계수는 .194(C.R.=5.0, 

p<.05)로 유의하 다. 

둘째, 찰가능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각 비표 화계수는 .221 

(C.R.=5.3, p<.05), -.114(C.R.=-2.6, p<.05)로 유의하 다. 

셋째, 주  규범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한 결과, 각 비표 화계수는 .101(C.R.=2.4, 

p<.05)로 유의하 다.

넷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각 비표 화계수

는 .610(C.R.=12.65, p<.05), -.027(C.R.=-.41, p=.68)로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하 으나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비표 화계수는 1.11(C.R.=13.22, p<.05)

로 유의하 다. 

모수치
비표

화계수

표

오차
C.R. p

표 화

계수

합성→용이성 .383 .046 8.333 *** .458

용이성→유용성 .610 .048 12.645 *** .627

찰가능성→유용성 .221 .042 5.291 *** .259

합성→유용성 .086 .040 2.167 .030 .106

주  규범→유용성 .101 .042 2.431 .015 .118

사용용이성→사용의도 -.027 .066 -.413 .680 -.022

찰가능성→사용의도 -.114 .043 -2.629 .009 -.104

유용성→사용의도 1.107 .084 13.223 *** .863

합성→사용의도 .194 .039 4.992 *** .185

<표 9> 수정모형 최 우도 모수치 추정 결과(직 효과)

수정 모형내의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인과

으로 향을 주고받으며 변인간의 상 계가 모델 

내의 변인들 간의 어떤 인과  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상 계를 직 효과와 간 효

과로 분해하여 제시하 다(<표 10> 참조).

계변인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체 직 간 체 직 간

주  규범↔ 합성 .391 .431

찰가능성↔ 합성 .198 .216

주  규범↔ 찰가능성 .389 .448

합성→용이성 .383 .383 .000 .458 .458 .000

합성→유용성 .320 .086 .234 .393 .106 .287

합성→사용의도 .537 .194 .344 .514 .185 .329

찰가능성→유용성 .221 .221 .000 .259 .259 .000

찰가능성→사용의도 .131 -.114 .245 .119 -.104 .224

주  규범→유용성 .101 .101 .000 .118 .118 .000

주  규범→사용의도 .112 .000 .112 .102 .000 .102

용이성→유용성 .610 .610 .000 .627 .627 .000

용이성→사용의도 .648 -.027 .676 .519 -.022 .541

유용성→사용의도 1.107 1.107 .000 .863 .863 .000

<표 10> 수정 모형에 한 직   간  효과 분해표

5. 논의

정보기술수용모델을 확장하여 교사의 디지털교과

서 수용  활용 의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들을 확

인하고 각 변인간의 련성을 측하고자 수행한 본 

연구에서 찰가능성, 합성, 주  규범은 교사의 

디지털교과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재

 변인임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를 바탕을 두고 논

의를 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변 교육 련자들에 의해 인지되는 디지털

교과서의 찰가능성은 기존 신채택 련 연구 등에

서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과 일 된 결

과를 보여주었다. 통상 으로 소 트웨어  교육 신

은 그 수용  활용 등을 쉽게 찰할 수 없어서 하

드웨어  교육 신에 비해 그 채택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할 때,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방법  략 

 그에 따른 성과를 용이하게 찰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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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야 한다. 

둘째, 합성은 유용성, 용이성, 사용의도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디지털교

과서는 교사들의 교수학습 련 기존 가치, 교수학습 

경험 등과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디

지털교과서를 활용함에 따른 상  이 과 교육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합성에 한 정

인 단을 진해주는 요한 략이 될 수 있다. 이

와 함께,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되고 확산될 학교체제

가 갖는 고유 인식체계에 근거해서 디지털교과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효과 인 략이 될 것이다. 

셋째, 주  규범은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디지털교과서를 사

용해본 경험이 있는 교원들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

는 교원 간에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교과서 활용모형이 

각  학교별, 교과별로 연구되고 체 교사집단의 

지(collective intelligence)를 통해 가시 으로 체 

학교 장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연구 모델의 가정과는 

달리, 사용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교과서의 기술  사

용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주지 않지만 

간 으로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주어 교원의 사

용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

히 디지털 교과서라는 매체가 가진 기술 , 조작  

편의성만을 강조할 경우 교원의 극 이고 정 인 

수용 의지를 고양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 할 수 있다. 기존 정보기술수용모형 연구에서 사

용용이성이 사용의도에 향을 일 되게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지 않은 을 감안할 때, 후속 으로 정보

기술수용모형을 검증하기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를 수용하는 

과정에는 기존의 정보기술수용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유용성과 용이성 외에 추가 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된 추가 인 요인

은 다른 교사의 선행된 신의 활용을 토 로 그 유

용성을 인식하는 찰가능성과 신 인 기술이 기존

의 교사의 수행 목표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에 

한 개인  가치 의 변화를 유도하는 합성, 그리고 

주요한 타인의 기 를 반 하는 주  규범의 향

이었다. 이러한 외재  변인들을 포함하는 모형의 확

장은 기존 유용성과 용이성의 요소에 직․간 의 

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주

기도 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한 이 연구

결과에서 기존 정보기술수용모델이 제안하는 것과 달

리 교사가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신 인 교수학습 

도구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능  편리함은 수용 여부

를 결정하는데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보통신공학의 산물을 교육마

당에 도입․수용․정착하기 해 수행된 부분의 시

도가 기존 체제에 통합되지 못함으로써 기 된 잠재

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 다[17]는 사실은 디지털교

과서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

키기 충분하다. 교육 신으로서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이 성공수 에 도달하기 해서는 기존의 교수학습방

식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부수  도입 수

을 넘어서야 한다. 한, 새로 개발되는 교육 신의 

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소수의 진보  성향의 선구자들(innovator & 

early adopter)의 반응과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원하

지만 정착단계까지의 혼란은 피해가기를 바라는 다수

의 실용주의  보수주의자들(early majority & late 

majority)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고 변

화 리 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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