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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활용 확산을 한 통합모형 탐색

박소 (朴昭暎)1)

국문 록

본 연구는 학교조직에서 정보기술이 수용되거나 혹은 거부되는 상을 학교의 조직 인 측면

과 교사 개인 인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를 고려한 통합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학교조직에의 수용에 한 논의의 출발로서 정보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제시하 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은 정보시스템을 사용자

가 수용하는 데 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모형으로서 개인의 내 인 신념, 태도, 의도 등과 

같은 외  요인과 인지된 편의성, 인지된 유용성이 정보기술에 한 태도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사용정도가 결정된다는 모형이다. 정보기술수용 모형은 이후 실증  연구를 통

해 수정 혹은 확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와 련한 논 들을 포 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하 다. 그리고 통합모형을 학교조직에 용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조직에

서의 정보기술활용을 진하거나 혹은 해하는 인자에 해 통합 으로 검토하여 궁극 으로 학

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의 확산모형을 제시하 다. 

주요어: 정보기술, 정보기술수용모형(TAM), 학교조직, 인지된편의성, 인지된유용성

Ⅰ.  도 입

학교에서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1996년 이후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어왔으며, 교실수업

개선에서 외형 인 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안미리, 2004). 교육정보화 사업은 첫 단계에서 

학교에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인 자

원부는 2000년 2월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활용 교육강화정책’을 발표

하 다 (교육인 자원부, 2000a; 2000b). 이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들의 ICT활용수

이 5단계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국민기본공통교과 10개 교과 수업에서 10% 이상 ICT활

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 2000a; 2000b). 이러한 교육인 자원부의 

ICT활용 교육에 한 강조는 ICT활용 교육이 교사 개개인의 수업방식 차이로 인식되던 주변 인 

교수방법의 하나라는 에서 탈피하여 교사와 학생의 필수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2). 

ICT활용수업은 학생들의 수 과 학습유형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

교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정보화 

사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실 밖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경험을 다

양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ICT활용 교육은 아직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면

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2) 국민기본공통교과목에서 ICT활용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각 교과의 교수-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하여 ICT기술과 방법을 교과과정에 흡수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최근의 ICT교육은 방송 혹은 비디오보다는 컴

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CD-ROM, 워드, 파워포인트, 이메일 및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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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며, ICT활용의 양과 질 한 교사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효과

인 ICT활용교육을 해하는 요인에 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ICT 소양교육과 활용에 한 연

수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미량, 2000). 다른 원인으로는 학교 내 ICT 지원 인력의 부

족을 지 할 수 있다. 학교마다 홈페이지 리, 서버 리, 컴퓨터 유지 등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

를 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가 학교에서의 ICT활용 교육을 해한다는 것이다 (안미리, 2004). 

이러한 연구는 학교조직에서의 ICT활용교육의 집행과정에서의 진 혹은 방해인자에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학교에서의 ICT활용이 조한 이유를 학교조직의 특징에서 찾기도 한

다. 그러나 ICT로 변되는 정보기술(technology)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온 히 학교조직의 특

징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조직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이 사용되는 것에 한 

원인은 혼재되어 있으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정보기

술이 수용되거나 혹은 거부되는 상을 학교의 조직 인 측면과 교사 개인 인 측면을 모두 고려

한 종합  모형을 제시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종합  모형의 출발로서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제시하고

자 한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은 기본 으로 사용자가 왜 정보기술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체제의 성격이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향을 미치는가에 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Davis, 1989). Davis가 제시하 던 정보기술수용모형은 1990년  많은 실증 인 연

구를 통해 수정․확산된다. 이 에서는 Davis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원형과 수정․확산모형을 제

시하고, 수정․확산모형의 논 을 바탕으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통합모형을 

학교조직에 용해보았을 때, 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의 수용 혹은 거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 것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사의 정보기술수용의 진․ 해인자를 밝

내고, 궁극 으로 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 수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낼 수 있

을 것이다.

Ⅱ.  이 론  배경

1 .  정보기술수 용모형의 기원 :  이 성  사 고 이 론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이성 사고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근거하고 있다. Fishbein & Ajzen은 이성 사고이론을 발 시켰고, 이는 의도모

형 (Intention model)으로 알려져 있다 (Ajzen & Fishbein, 1980). Ajzen & Fishbein (1980)은 이

성 사고이론이 “인간의 행 를 실제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 를 

잘 설명하고 측한다고 설명한다. 이성 사고이론은 개인의 태도 (attitude)와 주 인 규  

(subjective norm)이 행 의 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향을 미치는 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성 사고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구체 인 행 를 수행하는 것은 그 행 를 행하겠다는 행

의 의도 (behavioral intention)에 의해 결정되며, 그 행 의 의도는 그 행 에 한 개인의 태도

(attitude)와 주 인 규 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Davis et al., 1989). 이성 사고이론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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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에 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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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동기부여

[그림 1] Ajzen과 Fishbein (1980)의 이성 사고이론 모형

이성 사고이론은 사회심리학의 의도모형으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행 를 측하는 데 성공

이라고 밝 진 일반 인 행 의도모형이므로 특정한 행 에 향력을 미치는 신념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성 사고이론을 이용하려는 연구자들은 조사 상이 되는 모집단의 표본 구성원들

을 상으로 자유응답 인터뷰를 통하여 5-9개의 신념을 추출해낼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이 게 신념을 추출해낸다는 에서 정보기술수용모형

과는 다르다.

정보시스템연구는 사용자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내  심리변인을 이성 사고이론으로 설명하

고 있다. 즉, 사용자의 수용과정에 향을 미치는 외 변인들이 태도와 주 인 규 을 통해 의

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외 변인으로는 시스템의 설계, 사용자특성, 과업특성, 실행

과정의 특성, 정치  향력, 조직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즉, 태도와 주  규 은 이러한 외  

변수와 사용자의 행  의도  행 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설명 이론은 Davis의 정보수

용모형 연구에 이론  토 를 제공한다 (박순창․정경수, 1999; 이동만 외, 2000). Davis (1989)는 

특별히 컴퓨터 이용확산을 결정하는 인자에 해 설명하기 하여 이성 사고이론을 변형시켜 정

보기술수용모형을 개발하 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은 이성 사고이론의 변형이라는 에서, “개인 

내 인 신념, 태도, 의도 등에 향을 미치는 외  요인의 효과를 추 ”하는 데 그 목 을 둔다 

(Davis et al., 1989).

2 .  정보기술수 용모형의 이 론  토

이 모형은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 비용-편익 (cost-benefit) 패러다임, 신수용

모형(innovation adoption model)에 한 연구에 기 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미래의 상

황에 처하기 해서 요구되는 행동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지에 한 단으로 정의된다고 할 

때 (Bandura, 1982), ‘자기효능’이라는 개념은 과업수행의 효율성과 련되어 있다는 에서 정보

기술도입모형의 ‘인지된 편의성3)’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한편, Bandura (1982)가 사용하는 용어 

 개인이 어떤 행 를 행했을 때, 그 행 가 어느 정도의 가치로운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단하

는 ‘결과물 단(outcome judgment)'이라는 용어는 개인의 행 가 가치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

고 기 한다는 에서 정보기술수용모형에서 설명하는 ‘인지된 유용성4)’과 유사하다. Bandura 

(1982)는 ‘자기효능감’과 ‘결과물 단’ 변인이 행 를 가장 잘 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은 여러 가지 안들 에서 시스템의 수명 주기 동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

3) ‘인지된 편의성’이란 개인이 특정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노력을 덜 수 있으리라 믿는 정도를 말함.

4) ‘인지된 유용성’이란 개인이 특정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과업수행을 향상시키리라 믿는 정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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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정량 이고 체계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 련 요소는 체제의 

기획, 분석, 설계, 개발, 운   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련하여 드는 인력비용, 감가삼각비용뿐만 

아니라 간 비용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편익은 정확성(accuracy), 가용성(availability), 호환성

(compatibility), 효율성(efficienc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모듈성(modularity), 신뢰성

(reliability), 보안성(security) 등으로 계산될 수 있다 (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1998). 정

보기술수용모형과 련하여 비용은 ‘편의성’과 련되며, 편익은 ‘유용성’과 련된다고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재 정보화와 련된 비용-편익연구에서 비용의 개념은 개인의 노력의 정도보

다는 기 이나 로그램 차원의 투자비용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더 많다 (김재웅․김민희, 1997; 

정인성․임정훈, 2000).

신수용모형에 한 연구와 련하여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설명하고자 할 때, 신수용모형은 

호환성(compatibility), 상  이 (relative advantage), 복잡성(complexity)의 요소가 신의 유형 

 수용형태와 의미있게 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ornatzky & Klein, 1982; 신종칠․

송창석, 2000). 정보기술수용모형은 기존의 신수용모델을 정보기술의 수용과 련하여 변형한 것

으로 신의 특성과 련된 변수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은 신의 ‘상  이 ’에 해당되는 표

이라 할 수 있고, 지각된 편의성은 ‘ 신의 복잡성’과 하게 련되어 있다는 에서 두 모형

은 유사성을 지닌다 (신종칠․송창석, 2000; Agarwal & Prasad, 1998).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 비

용-편익 패러다임, 신수용모형 등에 한 지식의 축 은 행 의 핵심결정인자로서의 정보기술수

용모형에서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편의성 개념에 한 이론  바탕을 이루게 된다 (Davis, 

1989). 

Ⅲ.  정보기술수 용모형

1 .  정보기술수 용모형

Davis (1989)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수용을 설명해내기 해 고안해낸 정보기술수용모형은 

내 인 신념, 태도, 의도에 의한 외  요인들의 향을 설명해내는 데 유용하다. 정보기술수용모형

은 외 요인에 한 설명을 해 이성 사고이론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성 사고이론은 신념과 평

가를 하나의 단일 구성개념으로 악한 반면, 정보기술수용모형에서는 인지된 편의성과 유용성을 

구별하여 두 개의 구성개념으로 생각한다는 차이 이 있다 (박순창․정경수, 1999). 한 정보수용

모형은 사용자 행 에 한 외  변인의 향을 연구한다는 목 을 강조하기 해 모형에서 외

변인을 첨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성 사고모형과는 다르다. Davis (1989)의 정보수용모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Davis (1989)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핵심 변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의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해냈다. 이 연구에서 Davis는 자메일과 일편집기에 해서 1차 조사를, 그래픽 

련 소 트웨어 두 개에 해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의성의 척도를 타

당화하 다. 동시에 정보기술수용모형과 이성 사고이론의 실증  검토를 해 컴퓨터 기반 기술

에 한 사용자의 수용을 주제로 107명의 경  학생을 상으로 종 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Davis et al., 1989). 연구결과 지각된 편의성이 사용자의 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유용성 역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 졌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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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 et al., 1989). 지각된 유용성이 지각된 편의성의 

향력이 높게 나타난 이 연구결과는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유용성을 소홀히 했던 시스템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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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요한 시사 을 던져주고 있다 (박순창․정경수, 1999).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

각된 편의성은 실제 인 사용에 직 으로 결정을 미치기보다는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원인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지된 편의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고, 인지된 유용성

은 다시 실제사용정도에 향을 미치는 인과  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인지된 유용

성과 인지된 편의성은 요인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여 히 상호 련되어 있음을 발견

해내었다 (Davis et al., 1989). 

외  변인
-훈련
-문서화
-사용자지원상담자
-업무
-사용자특성
-정치  향
-조직  인자
-발  과정

인지된 유용성
-과업의 질
-과업에 한 통제
-과업처리의 신속성
-직업에서의 결정력
-생산성 향상
-과업 수행
-추가과업 수행
-효과성
-용이성
- 반  유용성

인지된 편이성
-귀찮음
-학습의 편의성
-좌 감
-통제가능성
-완고함과 융통성없음
-기억하기 쉬움
-정신 인 노력
-이해할 만함
-익숙해지기 한 노력
-사용하기 쉬움

사 용
에 
한 태
도

사 용
하 려
는 
행 동
의

도

실 제

체 제

의 사

용

[그림 2] Davis (1989)의 정보기술수용모형

2 .  정보기술수 용모형의 핵 심  구 성 요 소 :  인 지 된  유 용성 과  인 지 된  편 의성

정보기술 모형에 의하면, 사용확산에 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들  가장 요한 두 가지 결정 

인자를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으로서 사람들이 신기술

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신기술이 어느 정도나 업무 수행을 개선시켜  것으로 

믿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 가 인지된 유용성으로 정의된다. 둘째 인자는 

‘인지된 편의성 (perceived ease of use)’이다. 인지된 편의성이란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하는 것이다. 설사 사용자들이 그 신기술이 유용하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만약 체제 그 신기술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신기술

을 사용하기 한 노력에 비해 작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인지된 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Davis (1989)는 인지된 유용성이란 개인이 특정 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업수행을 증가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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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내용 문항

1 과업의 질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하는 과업의 질을 향상시킨다.

2 과업에 한 통제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일에 한 통제력을 증가시킨다.

3 과업처리의 신속성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과업을 더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4 일에서의 결정력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직업에서 결정 인 측변을 지원한다. 

5 생산성 향상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6 과업 수행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과업 수행을 향상시킨다.

7 추가과업 수행
자메일을 사용함으로써 그 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8 효과성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일의 효과성을 증 시킨다.

9 용이성 자메일을 사용함으로써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해졌다.

10 유용성 체 으로,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업무에 유용하다.

문항
번호

내용 문항

1 귀찮음 나는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한다.

2 학습의 편의성 자메일 체제운용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3 좌 감 자메일로 상호교류하는 것은 자주 좌 감을 다.

4 통제가능성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해서 자메일 체제에 근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다.

5 완고함과 융통성없음 자메일 체제는 상호작용하기에 완고하고 융통성없는 것이다.

6 기억하기 쉬움 자메일을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법을 기억하는 것이 쉽다.

라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이는 ‘유용한(useful)’이란 단어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이라고 

정의되는 것으로부터 추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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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다. 그 구체 인 요소와 선행연구에서 타당화된 설문문항을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Davis, 1989; Davis et al., 1989; 1993).

<표 1> 인지된 유용성의 내용과 설문문항

한편, 인지된 편의성이란 ‘개인이 특정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노력을 덜 수 있으리라 믿는 정도’

를 가리킨다. 이는 ‘편함(eas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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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사용자는 사용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매체를 그 지 않은 매체에 비해 더 많이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Davis, 1989). 아래의 <표 2>는 실증 인 연구에서 타당화된 인지된 편의성의 

내용과 질문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Davis, 1989; Davis et al., 1989; 1993).

<표 2> 인지된 편의성의 내용과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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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신 인 노력 자메일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데에 정신 인 노력이 많이 든다.

8 이해할만함 자메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에 쉽다.

9 익숙해지기 한 노력 자메일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기 해서 많은 노력이 든다.

10 사용하기 쉬움 체 으로, 자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기 쉽다.

3 .  정보기술수 용모형의 변 천

1 )  정보기술수 용모형의 지 지 연 구

Davis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이 정보기술의 수용의 본질과 결정요인을 분석해내는데 가장 큰 

향을 미친 이론으로 보고됨에 따라 (Saga & Zmud, 1994), 기술수용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한 

다수의 연구가 1990년 에 들어서 발표되고 있으며, 이  Davis의 모형을 지지하는 연구로서는 

Mathieson (1991), Adams 등 (1992), Szajna (1994), Straub 등 (1995, 1997) 의 연구를 표 으

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장조사나 실험실 연구를 통해 Davis의 모형이 타당함을 증명하

다.  

2 )  정보기술수 용모형의 수 정

한편, 정보기술수용모형은 기존 구성개념의 삭제 혹은 새로운 구성개념의 추가를 통하여 확장 

는 수정되기도 하 다. 우선 Davis 등 (1993)에 의해 정보기술모형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더 

간단한 형식으로 변형되었다.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편의성

사용에 대한 태도 실제 체제 사용

 [그림 3] 수정된 정보기술수용모형

[그림 3]에서의 화살표는 경험  연구에 기 하여 변인들 사이에 의미있는 련성을 가진 것만

을 나타낸다. 태도는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인지된 

유용성은 태도에 강한 향을 미쳤으며, 인지된 편의성은 태도에 해서 작지만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은 태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것에 

해서도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Davis et al.. 1993). 

Taylor & Todd (1995)는 기존의 정보기술수용연구가 일반 으로 이미 친숙한 정보기술에 

해 묻는 경우가 많아 친숙하지 않은 정보기술의 경우 혹은 정보기술에 노출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행 를 측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하 다. 이에 따라 주 인 규 과 지각된 행 통제를 

포함시킨 정보기술모형의 확장버 을 사용하여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정보기술 사용정도의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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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악하고자 하 다. 이 모형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각된유용성

지각된편의성

태도

주 규

지각된행

통제

행 의도 실제 사용

[그림 4] Taylor와 Todd (1995)의 정보기술수용모형 확장모형

연구결과에 의하면, Taylor & Todd 모형은 경험자와 미경험자 양쪽 모두의 정보기술 사용 정

도에 한 한 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를 제외한 모든 다른 변인들이 행

의 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미경험자들의 의사 달정보는 유경험자들

보다 행 의도에 더 강한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두 실제 행 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행 통제에서 유경험자와 미경험자 집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미경험자들의 행 의도를 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것으로 밝 졌다.

한편, Igbaria 등 (1995)은 정보기술수용모형에서 외  변인들에 한 실증 인 연구가 없음을 

지 하고 외 변인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 확장모형에서는 외 요인들의 지각된 유

용성  지각된 편의성을 통한 간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에 해 직 인 효과가 있는지

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이들의 연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사용자 특성

-훈련

-사용겅험

시스템 특성

조직의 지원

-경 자지원

-컴퓨 지원

컴퓨터에 한 신념

지각된편의성

지각된유용성

실제사용 정도

[그림 5] Igbaria 등 (1995)의 정보기술수용모형 수정모형



- 9 -

이 모형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개의 외  변인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편의성을 통한 간

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사용에 해 직 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 이 

모형이 외 변인의 간 효과만을 가정하는 정보기술수용모형과 다른 이다.

Bajaj & Nidumolu (1998)는 정보기술모형이 과거 행 의 결과로 인한 피드백 효과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 하고, 지각된 편의성이 과거의 행 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토 로 

[그림 6]과 같은 수정모형을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실제 사용하는 결과에 따라 편의성에 한 

지각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술정보수용모형에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  변인은 태도에 향

을 미치고, 유용성이 실제 이용에 직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는 이 원래의 모형과 다르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했던 로 과거의 사용한 경험이 편의성을 지각하는 것에 향을 미치

고, 이것이 다시 앞으로의 사용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들 연구의 다른 연구와

의 차이 이라면, 지각된 유용성보다는 편이성이 실제 사용에 더 결정 인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외 변인

지각된유용성

지각된편의성

사용정도에 
한 태도

실제사용

정도

[그림 6] Bajaj와 Nidumolu (1998)의 정보기술수용모형 수정모형

4 .  통합모형의 탐색

1990년 에 이루어진 실증  연구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기본틀에서 개념을 첨가하거나 계

를 생략․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수정․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서 정보기술수용모형과의 가장 큰 차이 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 변인이 실제 사용에 직  

향력을 미치는가의 여부이다. 정보기술수용모형에서 기본 으로 모든 외 변인은 간 변인으로서 

기능하며 모든 외 변인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의성을 매개해서만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Adams 등 (1992), Szajna (1994), Straub 등 (1995, 1997) 등이 연구한 정보기술수용

모형에 한 실증  연구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이러한 기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Taylor & Todd (1995), Igbaria 등 (1995), Bajaj & Nidumolu (1998) 등은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편의성이 모든 외 변인들을 완 히 매개하지는 않음을 밝 내었다. 즉, 수정된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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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밝 내고 있다 (박순창, 1999). 

한편, Taylor & Todd (1995)는 그들의 모형에서 ‘주 규 ’을 주요한 변인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기 가 된 이성 사고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주 규 이란 개인

의 규  집단이 특정 행 에 해 내리는 단에 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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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로 체되기도 하는데, 이성 사고이론의 확장모형이라 할 수 있는 계획된행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5)에서는 주 규 을 여 히 포함시킴으로써 주 규 이 향력 

있는 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의 실증연구에서 일 성없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 요소  하나는 태도이다. 이성 사

고이론이나 정보기술수용모형, 그리고 계획된행 이론의 연구에서 태도는 흔히 신념과 행 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태도의 불확실한 효과 때문에 수정모형을 개발

한 많은 연구에서 모형의 간소화를 해 태도를 제외시키고 있다 (Adams et al., 1992; Igbasria 

et al., 1995; Bajaj & Nidumolu, 1998). Fishbein & Ajzen (1975)은 객체에 한 태도보다는 행

에 한 태도가 행 의 실행을 측하는 변인으로서 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Mathieson 

(1991)은 정 인 태도가 객체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상과 같은 주요 구성요소에 한 개념 ․실증  연구를 토 로 통합모형을 구성해보면 다

음 [그림 7]과 같다.  

외  변인
-사용자특성
-과업특성
-조직특성
 ․훈련
 ․문서화
 ․사용자지원상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편의성

주  규

실제 사용

[그림 7] 통합모형

수정된 통합모형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편의성을 핵심요인으로 간주하여 정보기술수용모

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 다. 다만 정보기술수용모형에 내용으로 간주되던 외 변인을 사용

자특성, 과업특성, 조직특성으로 구조화하고, 훈련, 문서화, 사용자지원 등을 조직구성변인으로 하

변인화하 으며, 정치  향은 주 규  변인을 첨가함으로써 생략하 다. 외 변인과 련

하여 특징 인 것은 1990년 의 실증연구를 반 하여 외부변인 역시 실제 사용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주 규  변인을 설정하여 외부 압력 혹은 정치  향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Ⅳ.  통합모형의 학교조직에의 용  논 의

5) 계획적행위이론은 이성적사고이론에 지각된 행위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PBC)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이

론으로, 지각된 행위통제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이나 기회 유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즉, 계획적행위이론은 행위가 외부적 혹은 내부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요소를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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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자들이 정보기술이 학교조직에서 사용되는 것을 진하는 혹은 방해하는 변인이 무

엇인지 발견해내기 해 노력하 다. 이하에서는 그 노력의 결과로 학교조직에서의 정보화 도입 

진․ 해 인자에 한 부분  혹은 산발  연구 결과들을 에서 제시하 던 수정된 정보기술

수용모형인 통합모형에 용하여 종합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의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 [그

림 8]로 제시하 으며, [그림 8]은 통합모형인 [그림 7]과 비교하여 설명가능하고 변인의 구체 인 

내용은 [그림 2]를 참조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부분이 ․ ․고등학교 교사들을 정보기술의 

사용자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시켰으므로, 이 모형은 ․ ․고등학교을 상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외  변인
-사용자특성:
교사의 보수성
-과업특성:
과업목표의 불확실성
-조직특성
 ․훈련:
교사연수의 부족
 ․사용자지원상담:
실질  장학체제 미비
분 되고 격리된 학 구조

인지된 유용성
- 생산성 향상:
표 화된 성취도 측정
- 과업수행: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로
서의 학교
- 효과성:
학생의 학입학에의 효
과불투명

인지된 편의성
- 좌 감
정보기술의 결함
- 융통성없음
교육과정에의 용 
어려움
-익숙해지기 한 노력
시간  제약

주  규 :
정책  노력의 비지속성
규 집단의 기 (학부모, 
행정가, 동료교사, 학생)

실제 사용

* 한글 이탤릭체 부분은 학교조직 및 교사의 특징을 변인에 적용하여 나타낸 것임.

[그림 8] 통합모형의 학교조직에의 용

통합모형에서 외  변인을 사용자특성, 과업특성, 조직특성으로 나  것에 따라 학교와 교사변

인을 용시켜볼 수 있다. 사용자특성으로는 교사의 보수 인 성격을 들 수 있다. Szajna (1996)는 

연구를 통해 조직의 신에 한 구성원의 태도가 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주장하 다. 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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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보수성이 정보기술을 학교에서 리 사용하는 데 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과업의 특성으로는 불확실한 교육목표로 인한 학교과업의 불명확성이 해당된다. 조직의 특성

으로는 교사연수의 부족과 장학체제의 미비, 그리고 분 되고 격리된 교실구조를 지 할 수 있다. 

Larry Cuban 은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해 교사연수가 부족한 것으로 탓할 수는 없다

고 비 했지만 (Cohen, 1988), 교사의 연수가 부족한 것은 조직 내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이 퍼져나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Nikerson & Zodhiates (1988)는 교실의 분 된 특성

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임을 밝 내었다. 그들은 교사들이 교실이라는 자신

만의 공간에 갇  다른 교사들과 상호교류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정보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 성은 조직의 구조 인 문제라고 간주될 수 있다고 하 다.

외 변인은 개인의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며, 인지된 유용성이란 정보기술의 생산성과 

효과성으로 측정될 수 있다. ․ ․고등학교에서의 생산성  효과성이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와 학입학비율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인지된 유용성의 하 요인인 교사들의 생산성과 과업수행

의 정도는 학생들의 성취 수 으로 측정된다. 인지된 유용성 변인과 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교수

공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향상되거나 학입학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

니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한편, 학교의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으로서의 특징은 투입과 산출

의 계를 명쾌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이러한 불분명한 산출은 교사들이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싶

어 하지 않게 한다 (Peck et al., 2002; Nikerson & Zodhiates, 1988). 결국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교사들은 더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인지된 편의성은 외 변인의 향을 받는 한편, 인지된 유용성과 실제 사용에 향을 미칠 것

이라 기 된다. 이러한 인지된 편의성의 기능은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원형에 따른 것이며, 정보기

술수용모형에 한 실증 인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인지된 편의성은 교사들의 좌 감, 시간

의 제약, 그리고 교육과정에의 부 한 응 등이 인지된 편의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이며, 이는 

정보기술 자체의 성격과 주로 련되어 있다. 교사들은 공학  기기들이 제 로 작동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공학 인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에 해서 좌 감을 느낀다. 특히 공학  기

기가 처음 사용되던 도입기에는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한 좌 은 이후 교사들이 공학  

매체 사용을 주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Peck et al., 2002). 새로운 정보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

서 시간  제약은 늘 지 되는 해요인이며 (Peck et al., 2002), 이러한 시간  제약이 의미하는 

것은 정보기술이라는 것이 사용하기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은, 특히 

기 단계에서, 교육내용에 맞게 사용하기에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을 보 다. 이로 인해 교사

들은 새로운 공학 인 매체에 교육내용을 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용의 어려

움이 교사들이 결국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인지된 편의

성은 앞서 설명하 듯이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한편 직 으로 실제 사용하는 데 향

을 미치게 된다. 

주  규 은 사회  혹은 정치  압력으로 표 될 수 있다. 이성 사고이론이나 계획된행

이론에서 나타나는 주  규 은 거 집단이 특정 행 에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한 개인

의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 다. 통합모형에서는 외 변인으로 간주 던 정치  향력을 주  규

  하나로 간주하 다. Nikerson & Zodhiates (1998)와 Peck 등 (2002)은 정책의 변화는 학교

에서의 정보기술 사용에 부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주  규 이 특정행 에 한 거집

단의 기 를 개인이 인식하는 방식이라 정의할 때, 주  규 의 요한 변인으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교감  교장 등의 교사의 정보기술 활용에 한 기 인식이 될 수 있다. 주  규  

역시 외  변인의 향을 받으며, 실제 사용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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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정보기술수용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통합모형을 제시하 으며, 

그 통합모형을 학교조직에 용하여 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수용의 진인자 혹은 해인자가 

될 수 있는 변인들을 선행연구에 토 하여 제시해보았다. 논의의 출발로 제시하 던 Davis의 정보

기술수용모형은 특별히 시장에서 정보기술이 수용되는 측면에 주목한 모형으로서, 정보기술의 확

산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1990년 에는 Davis의 정보기술수용모

형이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거나 수정․확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정․확산모형을 

제시하고 수정․확산된 논 을 검토하여 그 논 들을 포 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하 다. 학

교조직에의 통합모형 용은 산발 으로 혹은 부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조직에서의 정보

기술활용 진․ 해 인자에 한 통합  검토를 함이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지 까지 경 이나 산업기술 분

야에서 주로 소개되던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하여, 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용가

능성을 탐색해보았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은 산업과 상업에서 보다 역동 이고 신속하게 수용되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수용에 하여 그 방면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보기술의 

수용에 한 선행연구는 경 이나 산업공학 쪽의 연구를 참고하 으며, 실증 인 연구 한 자

상거래나 인터넷 보안과 같은 교육과 같은 경 분야에서의 연구가 부분이었던 것도 그러한 이

유에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학교조직에서 정보기술이 수용되는 과정 혹

은 정보기술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해 탐색해보고자 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고 하겠다.

둘째, 첫 번째 의의와 련하여 본 연구는 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진 

혹은 해요인 탐색을 통하여 역으로 한국의 학교조직 특성을 드러내보일 수 있다는 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학교조직은 과업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학 과 학 이 격리되어 있으며 기술이 

공유되기 어려운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이다. 이러한 학교조직은 회사나 공장과 같은 조직과는 다

른 요인에 의해서 정보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정책이나 규 집단

의 기 와 같은 외 요인의 향력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학교조직 특성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Davis의 정보기술모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실증  연구를 통한 

정보기술 모형의 수정․확산모형을 역사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Davis의 정보기술모형에 한 설명을 단편 으로 제시하고, 그 모형에 근거하여 상을 설

명함으로써 이후의 수정․보완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 다. 물론 

Davis의 기본모형을 지지하는 연구도 많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제

시하여 이 문제에 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수용모형와 그 이후의 실증연구를 검토한 후 그 논 에 따라 통

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통합모형은 정보기술수용모형의 기본형에서 수

정․보완된 모형을 검토하고 이들의 논 을 정리한 이후 제시될 수 있었다. 논 의 정리와 통합모

형의 제시는 정보기술수용모형에 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각 모형의 강 과 약 을 악하고 

그들 나름의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이상과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우선, 가장 큰 

한계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가 문헌연구와 통합 인 모형의 제시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선행연구의 철 한 분석과 그에 토 한 새로운 연구모형은 실증 인 검증을 통해서 객 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주요 논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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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통하여 통합  연구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일차 인 연구 을 두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수용모형을 토 로 한 모든 실증연구를 제시하지는 못하 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지지하는 연구들의 구체 인 내용을 담지 못하 으며 한국의 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 용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지지

하는 연구들은 물론 기본 으로 정보기술수용모형을 검증하고 있다는 에서 내용의 큰 틀이 기

본모형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정보기술로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구를 피험자로 삼고 

있는가 등등은 정보기술의 수용에 해 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

다. 

이와 같은 한계에 기반하여 후속 연구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토 로 실증 인 타당성 검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 연구에서 세부 으로 진행할 정이다. 특히 모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과 계를 밝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모형의 용이 기 단계이므로, 

기본 모형과 통합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연구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둘째, 학교조직에서 정보기술을 해하는 요인이나 진하는 요인에 한 실증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발 으로 연구되고 있는 학교조직에서의 정보화 과정을 해․ 진하는 

요인을 통합 으로 밝 낼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학교조직에서의 정보기술 수용에 한 연구가 

종합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재의 모형에서 제시된 각 변인은 구체 이지 못하며 변인 간

의 상호 계를 구체 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조직변인을 포함하여 각 변인을 구체 으로 보충하여 모형을 보완하거나 혹은 새로

운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변인 간- 를 들어 조직변인과 개인변인-의 역동 인 계를 

밝 낼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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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Application of an Integrat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School Organization

So-Young Park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ariables that affect technology acceptance in a 

school organization and to explore an integrated model by connecting the related variables. 

With the beginning of the seventh standardized curriculum in Korea, instructional technology 

is more emphasized in any classroom. Instruc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is not only  

teacher's responsibility but also school's even district'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factors to deter or to encourage technology use in a classroom in an organizational level as 

well as an individual one.

As a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is reviewed. 

TAM is one of the best models to explain how technology is accepted in a market. TAM is 

based 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self-efficacy theory, innovation adoption theory, 

and cost-benefit paradigm, and extends into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fter TAM is introduced at 1989, many quasi-experimental studies were executed in 

1990's. Some of them support TAM, and some of them modify it. When the researchers 

modify TAM, they add or delete a variable or variables in TAM based on the data. This 

study reviewed the arguments that the researchers suggested, and explored an integrated 

model based on the arguments. The newly introduced morel is composed of external variables, 

subjective norm,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actual use. External variabl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user, task,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y affect all 

other variables. Subjective norm is affected by external variables and affects actual use. 

Perceived ease of use affects actual use as well as perceived usefulness that influences actual 

use. Elements in a school organization are applied to the integrated model. The applied model 

explores what variables encourage or deter a teacher to use technology in a classroom. This 

study, in the end, contributes to enhance technology use in a classroom. 

Although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review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s in 

an organization or in a market, and develops an integrated model, it does not validate the 

integrated model with data. In a further study, the integrated model in the study needs to get 

validity with data. In addition, investigation of the previous research in Korea amplifies the 

indicators and the variables in the model. 

  

 Key words: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school organization, instructional 

technology,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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