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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 확산모형 검증:

수정된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용하여

1)박소영(朴昭暎)*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대표적인 정보기술인 ICT활용,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활용에 주목하여 학교에서 
정보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인터넷활용수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요인분석에 의해 타당화과정을 거쳤다. 자료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외적변인의 실제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유무에 따라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모형에서는 교사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그리고 주관적 규준이 
교사의 정보기술활용 빈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모형에서는 교사개인의 정보
기술에 대한 지식, 인지된 유용성, 그리고 주관적 규준이 사용빈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모형의 
모형타당도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 주요어 : 정보기술,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주  규 , 구조방정식모형, 정보기술수용모형(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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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교육강화정책’은 교사가 정보기술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교육인 자원

부, 2000a; 2000b). 이러한 교육인 자원부의 정보기술활용에 한 강조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교사 개개인의 수업방식 차이로 인식되던 주변 인 교수방법의 하나라는 에서 

탈피하여 교사와 학생의 필수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 ICT활용수업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 과 학습유형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이 

질 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 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정보화 사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활용수업은 아직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면이 크며, ICT활용의 

양과 질 한 교사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설명

하기 하여 효과 인 ICT활용수업을 해하는 요인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ICT 소양교육

과 활용에 한 연수의 부족과 학교 내 ICT 지원 인력의 부족(김미량, 2000; 김형주 외, 

2003; 안미리, 2004) 그리고 ICT 활용수업에 한 연수와 교육과정과의 괴리(서유경․이 , 

2003) 등을 그 해요인으로 들고 있다. 학교마다 홈페이지 리, 서버 리, 컴퓨터 유지 등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가 학교에서의 ICT활용수업을 해한

다는 것이다(안미리, 2004). 

그러나 학교에서의 ICT활용수업의 수용 혹은 확산에 해 온 히 학교조직의 특징만으로 

설명하기란 어렵다. 때로 교육체제나 인 라의 문제 외에도 심리 ․문화  요인 역시 커다

란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조직이나 인력과 같은 지원체제 

혹은 물리 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 ․문화  풍토까지도 고려하여 정보기술의 수용 정도

를 설명해주는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출발 으로 삼아 

학교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수업의 확산모형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Davis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은 특히 IT(Information Technology)시장에서 인터넷 사용이 확

산되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  하나로 인용된다. 이 모형은 기본 으로 사용자가 

왜 정보기술을 수용 혹은 거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의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데 향

을 미치는 체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Davis, 1989). 이 모형은 사

용자가 ‘유용성에 해 지각한 정도’와 ‘용이성에 해서 지각한 정도’에 따라 정보기술의 수

용  확산이 결정된다는 것이며(Davis, 1989), 1990년  이후 많은 실증 인 연구를 통해 수

정․확산되고 있는 모형이다.

1) 국민기본공통교과목에서 ICT활용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각 교과의 교수-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 으로 달

성하기 하여 ICT기술과 방법을 교과과정에 흡수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최근의 ICT교육은 방송 

혹은 비디오보다는 컴퓨터를 심으로 하는 CD-ROM, 워드, 워포인트, 이메일  인터넷 활용 교육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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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변인
인지된유용성

인지된용이성
사용에 대한 태도 실제사용

[그림 1] 정보기술수용모형(Davis, 1989)

본 연구에서는 Davis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원형과 수정․확산모형을 소개하고, 수정․확

산모형의 논 을 바탕으로 통합모형을 제시하 다. 그리고 그 통합모형을 학교조직에 용

해보고, 학교조직에서 정보기술이 수용․확산되는 과정을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 다. 

이러한 모형검증의 과정은 교사의 정보기술수용의 진․ 해인자를 구체화하여 주는 동시

에, 궁극 으로는 학교조직에서 교사의 정보기술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 교사가 보다 효과 인 수업을 구 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교사의 정보기술활용은 교사의 교수-학습에 련된 인터넷 활용으로 한정하

여 사용하 다. 이는 인터넷 활용이 정보기술 활용  핵심 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

에게 구체 인 정보기술  하나인 인터넷활용과 련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실감있는 응

답을 얻기 함이다. 모형 합도를 검증하기 해서 우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작성된 설

문지를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성을 검토하 다. 검증된 설문지를 근거로 얻은 교사

의 응답자료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핵심요소를 잠재변인으로 가정하고 각 설문지 문항의 응

답을 찰변인으로 하여 잠재변인 간 인과 계를 밝히는 동시에 찰변인이 잠재변인을 타

당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효과 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 로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학교조직에의 용가능성을 타진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기술수용모형

Davis(1989)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은, 명칭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정보시스템과 련된 수

용과 인식을 설명해내기 해 고안된 모형으로 특히 내 인 신념, 태도, 의도에 의한 외  

요인들이 수용 정도에 미치는 향을 설명해내는 데 유용하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은 외 변

인이 유용성과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인식 개념에 향을 미쳐 사용에 한 태도를 결정하

고, 이것이 실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

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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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 변인

외 변인으로는 시스템의 설계, 사용자특성, 과업특성, 실행과정의 특성, 정치  향력, 

조직 구조 등이 해당된다. 정보시스템연구는 사용자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내  심리변인

의 향을 이성 사고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으로 설명하며, 이성 사고이론

은 개인의 ‘태도’와 ‘주  규 ’이 ‘행 의 의도’에 향을 미치는 계를 제시하고 있다

(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즉, 이성 사고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구

체 인 행 를 수행하는 것은 그 행 를 행하겠다는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그 의도는 그 

행 에 한 개인의 태도와 주  규 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Davis et al., 1989). 이 

때, 사용자의 수용과정에 향을 미치는 외 변인들이 태도와 주  규 을 통해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태도와 주  규 은 이러한 외 변인과 사용자의 행

 의도  행 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설명은 Davis의 정보수용모형 연구에 이

론  토 를 제공한다(박순창․정경수, 1999; 이동만 외, 2000). 

그러나 이성 사고이론은 사회심리학의 의도모형으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행 를 측하

는 데 성공 이라고 밝 진 일반 인 행 의도모형으로서 특정한 행 에 향력을 미치는 

신념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반해 Davis(1989)는 특히 컴퓨터 이용확산을 결정하는 

인자에 해 설명하기 하여 이성 사고이론을 변형시켜 정보기술수용모형을 개발하 다. 

이성 사고이론은 신념과 평가를 하나의 단일 구성개념으로 악한 반면, 정보기술수용모형

에서는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을 구별하여 두 개의 구성개념으로 생각한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박순창․정경수, 1999). 한 정보기술수용모형은 사용자 행 에 한 외 변인의 

향을 연구한다는 목 을 강조하기 해 모형에서 외 변인을 첨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성

사고모형과는 다르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은 이성 사고이론의 변형으로서 개인 내 인 신념, 

태도, 의도 등에 향을 미치는 외  요인의 효과를 추 하는 데 목 을 두는 모형이다

(Davis et al., 1989).

2)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정보기술수용모형에서 가장 결정 인 요소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개념이 구체화되는 데에는 자기효능감 이론, 비용-편익 패

러다임, 신수용모형 등이 많은 향을 미쳤다. 먼  인지된 유용성이란 특정 신기술이 어

느 정도로 업무 수행을 개선시켜  것으로 믿는지에 한 수용자의 기 로 정의된다(Davis, 

1989). 이는 ‘유용한’이란 단어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이라고 정의되는 것으로부터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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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조직의 맥락에서, 개인은 일반 으로 승진이나 보 스 혹은 기타 다른 보상에 

의해서 강화된다(Pfeffer, 1982; Schein, 1980; Vroom, 1964). 다시 말해 인지된 유용성이 높은 

체제란 사용자가 ‘사용-과업’이 정  계성에 있다고 믿는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인지된 용이성이란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

는가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특정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노력을 덜 수 있으리라 믿는 정도’

를 가리킨다. 이는 ‘편함’라는 단어가 ‘어려움이나 많은 노력으로부터 풀려남’이라고 정의되

는 것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때 노력이란 개인이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해 할당하는 한정된 자원이라 할 수 있다(Randner & Rothschild, 1975). 설사 사용자들이 

그 신기술이 유용하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만약 체제 그 신기술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신기술

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신기술을 사용하기 한 노력에 비해 작다고 생각한다면, 이

는 인지된 용이성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3)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개발 

Davis는 이와 같이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핵심 변인으로서 개념화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용이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 을 두고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구조를 체

계화하고 검증해내는 과정을 거쳤다. 모형의 타당화를 해 Davis는 자메일과 일편집기, 

그래픽 련 소 트웨어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 다. 자메일과 일편집기에 해서는 1

차 조사를, 그래픽 련 소 트웨어 두 개에 해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의 척도를 타당화 차를 거쳤다. 한 정보기술수용모형과 이성 사고이론의 

실증  검토를 해 컴퓨터 기반 기술에 한 사용자의 수용을 주제로 107명의 경  학생

을 상으로 종단 인 연구를 수행하 다(Davis et al., 1989). 

연구 결과, 인지된 용이성이 사용자의 의도(태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인지된 유용성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 졌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밝 졌다. 태도는 부분 인 매개 역할을 하 고, 주  규 은 의

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et al., 1989). 지각된 유용성의 향력이 

높게 나타난 이 연구결과는 용이성만을 강조하고 유용성을 소홀히 했던 시스템 설계자들에

게 요한 시사 을 던져주고 있다(박순창․정경수, 1999).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

지된 용이성은 실제 인 사용에 직 으로 결정을 미치기보다는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원인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고, 

인지된 유용성은 다시 실제사용정도에 향을 미치는 인과  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요인분석을 통해 여 히 상호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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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Davis et al., 1989).

2.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수정 및 확산

1990년 에 이루어진 실증  연구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기본틀에서 개념을 첨가하거나 

계를 생략․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수정․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정보기술수용모형과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주  규 ’이라는 변인이다. 

Taylor와 Todd(1995)는 그들의 모형에서 ‘주  규 ’을 주요한 변인  하나로 다루고 있으

며, 이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기 가 된 이성 사고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주  규 이란 개

인의 규  집단이 특정 행 에 해 내리는 단에 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압력이라는 용어로 체되기도 하는데, 이성 사고이론의 확장모형이라 할 수 있는 계획된

행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2)에서는 주  규 을 여 히 포함시킴으로써 주  

규 이 향력 있는 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

용성, 주  규 을 정보기술의 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 다.

두 번째 차이 으로서는 외 변인이 실제 사용에 한 직  향력 유무이다. 정보기술

수용모형에서 기본 으로 모든 외 변인은 간 변인으로서 기능하며 모든 외 변인은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매개해서만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Adams 등

(1992), Szajna(1994), Straub 등(1995, 1997) 등이 연구한 정보기술수용모형에 한 실증  연

구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이러한 기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박소 (2004b)의 

실증  연구 한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기본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특성

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편의성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차원에서의 조직  지원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Taylor와 Todd(1995), Igbaria 등(1995), Bajaj와 Nidumolu(1998) 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모든 외 변인들을 완 히 매개하지는 않음을 밝 냈다. 즉, 수정된 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에 따라 다른 구성개념들을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외 변인의 사용에 

한 직 효과를 밝 내고 있다(박순창․정경수,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 변인의 직

인 향력 유무에 따라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두 모형의 합도를 비교하여 보다 설명

력 있는 모형을 찾아내도록 하 다.

2) 계획 행 이론은 이성 사고이론에 지각된 행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PBC)이라는 개념을 추

가한 이론으로, 지각된 행 통제란 특정 행 를 수행하는 데 필수 으로 요구되는 자원이나 기회 유무에 

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즉, 계획 행 이론은 행 가 외부  혹은 내부 으로 통제될 수 있는 가능

성에 한 개인의 인식요소를 첨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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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변인

인지된유용성

인지된용이성
실제사용

주관적 규준
* 외 변인에서 실제사용으로의 경로는 [모형1]에서는 직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모형2]에서는 직 인 향이 있는 것으로 구성하 으므로 선으로 나타냄.

[그림 2] ICT활용수업 확산과정 분석틀 

핵심요소 개념
외적변인 사용자특성 사용자 개인이 가지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조직적지원 조직적 차원에서의 훈련, 지원 및 상담
인지된 유용성 개인이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 정도
인지된 용이성 개인이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주관적 규준 개인의 규준집단이 개인의 특정행위에 대해 기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개인의 지각
실제사용 정보기술을 현재 사용하는 정도

<표 1> ICT활용수업 확산과정 분석틀의 핵심요소

3. ICT활용수업 확산과정 분석틀

이와 같이 검토한 정보기술수용모형  수정․확산모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목 으로 하

는 ICT활용수업의 확산 과정을 분석하기 한 분석의 틀을 구체화하면 다음 <표 1>과 [그림 

2]로 나타낼 수 있다. 수정된 통합모형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핵심요인으로 간

주하여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 다. 수정된 모형의 핵심요소는 외

변인,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주  규 , 실제사용정도이다. 외 변인은 학교내 

ICT활용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선행연구에 기 하여(김미량, 2000; 박소 , 2004a; 

2004b; 안미리, 2004),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으로 나 었다. 개인  차원은 개인의 인터

넷에 한 지식을 측정하는 내용을 심으로 하는 사용자특성으로, 조직  차원은 인 자원

의 훈련  지원체제에 한 조직  지원으로 구성하 다. 주  규  변인을 설정하여 외

부 압력에 한 사용자의 인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고, 외 변인은 실제 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모형과 그 지 않은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도록 하 다. 본 연구

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 두 가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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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의 ․ ․고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단순무선표집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교사수는 총 357명이었다. 단순무선표집방법은 특별한 선정의 기 을 마련해놓지 않고 무작

로 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며 확률  표집방법의 기 가 된다. 본 연구는 교사의 성별, 학

교 , 학교소재지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의 배경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선표집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보다 

하게 설명하기 해 200명 이상의 표집이 필요하다는 에서 본 연구의 분석 상 표집

수를 결정하 다. 설문 응답 결과를 통해 분석된 분석 상 교사의 기술통계치를 성별, 학교

별, 학교소재지별로 기술한다면, 여교사는 298명, 남교사는 59명이었고, 학교 별로는 등

학교 교사가 50명, 학교가 156명, 고등학교가 150명, 무응답이 1명이었다. 학교소재지별로

는 서울  역시가 110명, 소도시가 182명, 농어 이 60명, 무응답이 5명이었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핵심 인 요인들을 심으로 하여 별도로 ‘인터넷 활용교

육 확산에 한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이 설문지는 정보기술

수용모형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외 변인,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주  규 , 

재사용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연구모형에 나타난 변

인들은 <표 2>와 같이 조작 으로 정의되었다.

각각의 문항들은 5 리커트척도(1: 매우 그 다 5:  그 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각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분석결과 각각의 요인들은 비교  

명확하게 묶 으며 이는 각 문항들이 타당성 있게 구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인분석

은 varimax 방식으로 회 시켰으며 분석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찰변인이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잠재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각 요인들에 한 신뢰성 측

정을 하여 cronbach α 값을 측정하 다(<표 3>참조). <표 3>에서 나타난 신뢰도 지수는 

설문지 문항이 비교  신뢰성 있게 구축되었음을 보여 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수정모형에 의하면, 사용자의 개인 인 특성, 조직  차원의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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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찰변인

사용자 특성
x1. 인터넷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x2.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컴퓨터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다.
x3.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은 내겐 쉬운 일이다.
x4. 인터넷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일은 내게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조직적 지원
x5. 교사가 된 후,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x6. 교사가 된 후, 교육청 단위 혹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활용수업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x7. 학교 내에서 인터넷활용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x8. 교육청에서 인터넷활용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지된 유용성
y1. 인터넷을 활용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조직할 수 있다.
y2.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여준다.
y3.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은 수업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y4.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은 유용하다.

인지된 용이성
y5.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y6.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하는 것은 좌절감을 주는 일이다.
y7.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은 내게 고도의 정신적인 노력을 요한다.

주관적 규준
y8. 교감 혹은 교장은 내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y9. 동료교사들은 내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y10. 학생들은 내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y11. 학부모들은 내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재사용도 y12. 나는 지난 학기 총수업 시간의(   )% 정도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했다.
y13. 나는 지난 학기동안 수업시간에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였다. 

<표 2> ICT활용수업 확산과정 분석틀 핵심요소의 조작  정의

도,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주  규  등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기술 사용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핵심요소들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

고, 이러한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설문문항을 찰변인으로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자료분석방법은 측정가능하면서 비슷한 성격을 갖는 변인들을 

하나의 잠재  변인으로 묶고 이들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밝 내는 데 매우 효과 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석법이다. 즉,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찰변인인 설문문

항이 잠재변인인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핵심요소들을 타당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밝 낼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가 에서 설명한 정보기술수용모형이 합한 것으로 정되면, 이는 정보기술

수용모형이 수집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수용

모형이 수집된 자료를 잘 설명한다는 것은 학교에서의 ICT활용수업의 확산과정을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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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x1 .119 .836 .087 .053 .011 .166
x2 .147 .859 .071 .094 -.027 .082
x3 .152 .784 .070 .146 .203 .076
x4 -.021 .671 .055 -.007 .337 -.032
x5 -.019 .099 .161 .728 -.042 -.017
x6 -.074 .170 .146 .740 .007 -.048
x7 .079 .017 .060 .776 .114 .187
x8 .160 -.023 .100 .786 -.116 .048
y1 .721 .131 .008 .094 .006 .180
y2 .866 .029 .086 .030 .137 .081
y3 .870 .040 .148 .037 .046 .013
y4 .802 .167 .159 -.026 .117 .070
y5 .129 .038 .021 -.092 .758 .175
y6 .156 .094 .087 .000 .743 -.032
y7 -.049 .434 -.025 .075 .663 .002
y8 .054 -.022 .816 .216 .017 .031
y9 .074 .122 .825 .202 -.004 .166
y10 .188 .159 .755 .033 .105 .260
y11 .112 .041 .832 .078 .024 .047
y12 .113 .063 .165 .037 .059 .858
y13 .197 .201 .243 .113 .077 .772

Cronbach α .855 .832 .860 .772 .641 .712

<표 3> 설문지 문항의 요인분석결과와 신뢰도지수

수용모형으로 설명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MOS 4.0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각 측계수와 합성을 추정하 다.  

Ⅳ. 연구결과분석

사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 하여 개인 인 특성인 ‘사용자특성’ 잠재변인의 찰변인을 

x1～x4로, ‘조직 지원’ 잠재변인의 찰변인을 x5～x8로 하 다.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잠재변인은 각각 y1～y4, y5～y7로, ‘주  규 ’잠재변인은 y8～y11의 찰변인

으로 측정되었다. ‘실제사용’ 잠재변인은 y12와 y13을 찰변인으로 하 다. 외 변인인 사용

자특성과 조직 지원 변인의 실제사용에 한 직 인 향력 유무에 따라 ‘모형 1’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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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3
x4
x5
x6
x7
x8

y1

사용자 특성

조직적 지원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주관적 규준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실제사용

y12 y13

*굵은 선은 잠재변인들 간의 계를, 가는 선은 잠재변인과 찰변인 간 계를 나타냄. 

[그림 3] 수정된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핵심 변인 간 인과 계를 나타낸 구조방정식모형 1

x1
x2
x3
x4
x5
x6
x7
x8

y1

사용자 

조직적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주관적 규준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실제사용

y12 y13

*굵은 선은 잠재변인들 간의 계를, 가는 선은 잠재변인과 찰변인 간 계를 나타냄. 

[그림 4] 수정된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핵심 변인 간 인과 계를 나타낸 구조방정식모형 2

형 2’로 구분하 고 두 가지 모형의 계는 [그림 3]과 [그림 4]로 정리하 다. 각 찰변인 

 잠재변인에 한 각각의 오차부분은 간결성을 해 그림에서 생략하 다. 

분석결과 나타난 모형의 반 인 합도 지수는 <표 4>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에서 χ2
값이 매우 크고 유의도가 .05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표집이 200

명 이상의 규모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Bentler & Bonett, 1980). χ2
 검증은 

100～200의 표집인 경우 용되는 유의도검증방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조 철, 2003), 다른 

합도지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제안된 모형의 부합지수로서 근사원소평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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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간 경로 추정치 잠재변인 간 경로 추정치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사용자특성⇒인지된 유용성 .175* .170* 인지된 용이성⇒인지된 유용성 .158 .164
사용자특성⇒인지된 용이성 .552* .540* 인지된 유용성⇒실제사용 .206* .186*

사용자특성⇒주관적 규준 .198* .193* 인지된 용이성⇒실제사용 .160* .065
조직적지원⇒인지된 유용성 .122 .123 주관적 규준⇒실제사용 .386* .334*

조직적지원⇒인지된 용이성 -.088 -.089 사용자특성⇒실제사용 N/A .160*

조직적지원⇒주관적 규준 .360* .358* 조직적지원⇒실제사용 N/A .039
*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5> 수정된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잠재변인 간 인과 계 추정치 비교

χ2
RMSEA GFI AGFI값 자유도 p 값

모형 1 464.107 179 0.000 0.067 0.885 0.852
모형 2 458.830 177 0.000 0.071 0.887 0.852

<표 4> 수정된 정보기술수용모형에 한 구조방정식모형의 합도 지수 비교

승잔차(RMSEA)값을 사용하 다. RMSEA값은 공변량행렬과 측행렬 사이의 잔차평균이 권

장할 만큼 작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론 으로 0.05보다 작을 것을 권장하지만 0.08보다 

작은 경우 나쁘지 않은 모형으로 평가된다. 기 부합지수인 GFI와 수정부합지수인 AGFI는 

각각 0.90이상인 경우 양호하고 합한 모델이라고 평가받으며(양병화, 2004), 의 모형은 

각각의 지수가 모두 0.90에 근 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여질 만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에서 모형 1과 모형 2는 합도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모형 모두 합한 것

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두 모형이 합도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도검증

(likelihood test)으로 확인하 다. 두 모형의 인과 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는 두 가지 수정된 정보기술수용모형에서 잠재변인으로 설정된 핵심변인 간 

인과 계를 측하는 추정치를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핵심변인들을 모두 잠재

변인으로 구인하 으며, 이들은 각각 찰변인에 의해 측정되었다. 각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난 추정치들을 심으로 분석결과를 설

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차원의 외 변인인 사용자 특성은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주  규 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규 은 사용자의 정보기술에 의해 .5

이상의 지 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일하게 조직 지원에 의해서도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  규 이 외 변인에 의해 가장 큰 향을 받는 변인임을 보여

다.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의미있는 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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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과 주  규 은 모형 1과 모형 2에서 공통 으로 

실제사용빈도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된 용이성은 모형 1에서

는 실제사용에 의미있는 향력을 미쳤으나 모형 2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2에서 외 변인이 실제사용정도에 직 으로 미치는 향이 있을 거라고 가정한 경우 

사용자특성이 교사의 정보기술 활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표 인 정보기술이라 할 수 있는 ICT활용, 그 에서도 특히 인

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에 합하고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구성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는 이를 통해 학교 내 

정보기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냄으로써 향후 ICT활용수업 확산을 한 정

책  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해 Davis 등

(1989; 1993)의 정보기술수용모형 이후의 수정․확산모형이 교사의 인터넷활용수업의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개발된 설문지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 으며, 분

석 결과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 다. 이러한 과정을 외  변인인 사

용자특성  조직 지원 차원,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주  규 의 차원으로 나

어 제시하 다. 

1. 사용자특성과 조직적지원의 영향

연구 분석 결과, 외 변인인 사용자특성은 매개변인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주

 규  모두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2에 의하면 실제사용

빈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특성이란 교사가 본

래 지니고 있던 정보기술 소양을 의미한다는 을 고려해보았을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나타내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교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가 많을수

록 교사는 정보기술에 해 편안하게 생각하고 더 유용하다고 느끼며 주변 사람들이 교사에

게 정보기술을 사용하도록 기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한다. Adams 등

(1992), Szajna(1994), Straub 등(1995, 1997) 등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사용자의 특징이 인

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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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원형을 국내에서 실증 으로 검증하 던 박소 (2004)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박소 (2004; 9-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특성이 인지된 유용성  인

지된 편의성 혹은 용이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 지원은 정보기술의 용이성이나 유용성에 한 인식보다는 주  규 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정보기술의 실제 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조직 지원이 실제 ICT활용수업 빈도나 용이성  유용성에 

한 인식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  규 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는 것은 조직 지원이 실제로 교사들의 정보기술 소양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교

사의 ICT활용수업에 한 기 수 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압력으로서 작용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내에서나 교육청 차원의 훈련, 지원  상담 등의 조직  차원의 

도움보다는 오히려 교사 개인이 애 에 얼마나 인터넷활용 역량을 지니고 있었는가가 ICT활

용 수업에 있어서 결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김미량, 2000; 안미리, 2004)에 의하면, ICT 소양교육과 활용에 한 연수와 학교

내 ICT지원 인력의 부족이 학교에서의 ICT활용수업을 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유경․이 (2003:6-7, 91)은 교사에 한 조직  차원의 ICT 연수가 국가 교육과정과 통합되

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한계에 해 논의하고 있고, 김형주 등(2003)은 교사에 한 설문결과

를 토 로 정보화활용에 있어서 연수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발표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결과에 용시켜본다면, 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차원의 

연수가 교사가 실제로 ICT를 사용하는 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선

행연구에서의 연수 부족이나 연수내용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개인의 지식이 교사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 인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의 조직  지원 방안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정보기술 활용

에 한 교사의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및 주관적 규준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원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  규 은 유일하게 

조직 지원의 향을 받는 변인인 동시에 실제사용에 가장 향력이 큰 변인임이 밝 졌다. 

주  규 이 동료교사, 교감  교장,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 한 기 를 의미한다고 

할 때, 교사가 실제로 정보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사가 요하게 

생각하는 규 집단의 교사의 행 에 한 기 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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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조직적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주관적 규준

실제사용

* 실선은 연구결과 의미 있는 것으로 밝 진 경로를, 선은 분석틀에서 의미 있을 것으로 

상했으나 실제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경로를 나타냄..

[그림 5] 분석결과 수정된 정보기술 확산과정 모형

인지된 유용성의 ICT활용수업빈도에 한 정  인과 계는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한 인

식의 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박순창․정경수, 

1999, 신종칠․송창석, 2000; 이동만 외, 2000; Davis et al., 1989; 1993). 이는 Davis(1989)의 

기 모형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Davis 등(1993)이 1989년의 모형을 간략화하여 수정하여 발

표한 모형에서도 검증된 것이다. 이는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용이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략에서 벗어나 유용성에 한 강조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기술에 한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킬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박소 , 2004b)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두 변인의 계에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된 유용성과 주  

규 은 일 성 있게 정보기술의 사용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용이성은 외

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표 5> 참조). 즉, ‘모형 

1’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인지된 용이성에서 실제 사용으로의 경로가 외 변인  사

용자특성의 실제사용에의 경로가 첨가되면 인지된 용이성이 실제사용에 미치는 향이 무의

미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지된 용이성의 향력이 사용자특성변인으

로 일부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정보기술에 한 지식이 높아지면 용

이성에 한 인식이라는 매개변인 없이 실제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모형의 보완 및 수정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 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보기술수용모형의 변인들만을 바탕

으로 실 으로 타당한 정보기술수용모형으로 수정･보완하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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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우리나라 실에 합하고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변형한 

결과물이다. 아래의 수정된 모형에는 사용자특성과 조직  지원의 요성,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주  규 이 실제 사용에 미치는 인과 계가 잘 반 되어 있다.

4.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조직에서 교사의 정보기술 확산을 해 정책 인 제

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상호 긴 히 연 되어 

있으나, 단계 인 략으로 구분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첫째, 가장 핵심 인 것

은 교사의 주  규 이 교사의 정보기술 활용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기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될 수 있으며, 교사에 한 규 집단의 기 가 높아질수록 교사의 

ICT활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의 정보기술활용 빈도를 높이기 해서

는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교육행정가들의 교사에 한 기  수 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인지된 용이성보다는 인지된 유용성이 모형의 변화에 계없이 일정하게 교사의 정보

기술 활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분석되었다. 이는 교사가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한 편안함보다는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더 민감

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활용수업의 확산을 해서는 교사가 정보기술을 사용한 

수업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두 번째 제언과 련하여 정보기술 활용수업이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해서

는 우선 교사가 정보기술에 한 기본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진하기 해 조직차원에서의 훈련, 지원  상담 등 지원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와 같은 조직 인 지원은 교사에게 정보기술 활용수업에 한 압력으로 작용하며 교사

에게 의미있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의 정보기술에 한 지식

을 실질 으로 증 시킬 수 있는 정보기술 소양교육에 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정보기술과 련된 양 ･물리  지원을 체계 으로 제공하되, 인  자원의 

역량을 질 으로 개발하는 측면에 보다 을 두는 데에 정책  제언의 핵심이 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정보기술 활용수업의 확산과정을 단순히 물리 ･양 인 측면만이 아니

라 사회･심리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로 

정보기술 활용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일선 교육 장에 용･검증하려는 시도로서 의의를 가

진다. 그러나 정보기술에 한 내용을 인터넷 사용으로만 한정함으로써 문서작성이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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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활용 등 실제 교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정보기술에 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

했고, 학교 이나 지역에 한 고려없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에 따른 차이나 지역간 

차이를 반 하지 못했다는 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에 한 내용의 범 를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자료제작 등으로 넓

히는 동시에 교사들의 정보기술 정도를 측정하기에 타당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

째, 학교 이나 지역의 차이를 반 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이나 지역에 

따라 유층 표집방식을 사용하여 집단별로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재 진행되는 연수의 내용과 방법의 장단 을 구체 으로 분석해내고 이를 통해 교사에게 실

제로 도움을  수 있는 조직차원의 연수모형을 개발해낼 것을 기 한다. 이와 같은 정보기

술 확산모형의 정교화 과정을 통해 정보기술이 학교 내에서 확산되는 과정에 한 경험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터해 교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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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mplementation in a School 

Organization:

Based on a Revis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So-Yo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echnology implementation process in a school 

organizati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is known as a representative model to 

give a good description about how computer technology is accepted in 1990s. After TAM 

was introduced, many researchers supported or revised the original TAM based on 

empirical studies in later 1990s. The revised TAM was used for an analysis framework for 

this study.  

Survey was constr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validated by a factor analysis. 

The data from 357 school teacher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results showed that user knowledge on technology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ubjective norm, and even on actual use. Organizational 

support and training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ly on subjective norm. Both 

perceived usefulness and subjective norm were consistently strong determinants of actual 

use. The positive effect of perceived use of ease disappeared as soon as user knowledge 

path on actual use was added. 

Key words: Technology,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ubjective nor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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