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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전자책 시장이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전자책 독서실태 결과 지난 1년간 전자책 독

서량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 0.2권 감소한 1.4권에 그쳤으며 전자책 구독층이 가장 많은 10~20대의 전자

책 이용 비중도 줄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에 있어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

을 기술수용모델(TAM)에 추가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수용 후 지속적 사용의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더 나아가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에 있어 유용한 시

사점을 제고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전자책 시장이 국내외에서 지속

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는 전세계 전자책 

시장 규모가 2015년엔 174억3700만 달러, 

2016년엔 201억8800만달러, 2017년에는 227

억 9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

책 시장의 성장 추세를 보면 예측 가능한 전

망이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전자책 시장의 성장 역시 기대보다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전자책 독

서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전자책 독

서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자책을 1

권 이상 읽은 사람은 15.5%로 지난 2년 전에 

비해 0.9% 증가했지만, 전자책 독서량은 오히

려 0.2권 감소한 1.4권에 그쳤다. 또한 전자책 

이용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구독층인 10~20대

의 비중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전자책 비중이 지속적

으로 늘고 있는 반면 종이책 대비 전자책 대

출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

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델에 지각

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을 추가하여 서비스 이

용자의 수용 후 지속적 사용의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도

서관 전자책 서비스, 더 나아가 정보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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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급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고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개발

2.1 기술수용모델

  Davis(1989)에 의해 제안된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정보기술의 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

이 알려진 모델로,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델이다. TAM은 일반적으로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활용하여 정보

기술에 대한 수용 및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행동신념이다.

  대부분의 기술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정보기술 

시스템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강

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Davis, 1989).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

을 설정하였다.

H1 : 지각된 유용성은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

비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대학도서관 전자

책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가 얻는 것과 소비자

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지각을 토대로 상품

의 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총체적 평가로 정의

된다(Zeithaml, 1988).

  지각된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 행동의도를 평가하

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전자책 서

비스에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

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대학도서관 전자

책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 : 지각된 가치는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가 특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지각하는 심리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지

각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지각된 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지각

된 위험이 재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사생활 위험 및 전반적 위

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자의 행동 의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 지각된 위험은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

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학도서  자책 서비스에 있어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  55

3. 연구 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지

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개발·검증하고자 한다.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이 도출하였다. 변수는 지각적 유

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가치, 지각

된 위험, 사용의도 등 총 5개이며, 응답은 리

커트 5점 척도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문항수 참고문헌

지각된 

유용성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용

자의 생산성과 성

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

4문항

김민정 

외(2014),

남영준, 

최성은(2011)

지각된 

용이성

전자책 서비스 사

용 방법의 습득은 

많은 노력과 시간

을 들이지 않고 사

용 가능하다고 믿

는 정도

4문항

김민정 

외(2014),

정윤정 

외(2013),

남영준, 

최성은(2011)

지각된 

가치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실용

적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

3문항

이애리 

외(2012),

이정섭, 

장시영(2003)

지각된 

위험

전자책 서비스 이

용 시 예상되는 다

양한 위험의 지각

정도

3문항

김민정 외(2014), 

김기태(2012)의 

연구를 응용하여 

개발

수용 

의도

전자책 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는 사용할 의향

3문항
정윤정 

외(2013)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대상자는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437부의 자료

를 수집하였으나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거나 응

답을 불성실하게 응답한 32부를 제외한 총 

405부 중 전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241부를 

통계처리에 활용하였다. 먼저 자료의 특성 및 

인구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기초 통계 분석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전제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특성, 전

자책 이용형태, 비이용자의 비사용 이유 및 향

후 사용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N=405)

구분 빈도 %

학년

1학년 75 18.5%

2학년 71 17.5%

3학년 82 20.2%

4학년 91 22.5%

석사 74 18.3%

박사 12 3.0%

성별
남성 172 42.5%

여성 233 57.5%

전자책이용
경험 유무

예 241 59.5%

아니오 164 40.5%

전자책 
이용 목적

과제수행 59 24.6%

독서 128 53.3%

정보획득 50 20.8%

기타 3 1.3%

비이용 

사유

읽기불편 54 32.9%

사용법을 
모름 43 26.2%

읽고자하는 
종류의 책이  

없음
56 34.1%

기타 1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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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정하기에 앞서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측정한 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각 변수

의 측정항목에 대해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과 잠재요인의 일치

성을 측정하였다.

  <표 3>는 신뢰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요인에 대한 판별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 (φ± 2 x standard error)가 1

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고, 수렴타당성의 분

산추출지수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값

(AVE > φ²)을 비교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신뢰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측정항목 평균

표준

편차

표준화 

계수

크론바하' α

(Cronbach'sα)

평균분산추출

(AVE)

개념신뢰도

(CR)

유용성

PU1 3.19 0.86 0.76 

0.77 0.57 0.84 
PU2 3.12 0.76 0.67 

PU3 2.93 0.54 0.67 

PU4 2.77 0.82 0.61 

사용 

용이성

PEOU1 3.63 0.84 0.69 

0.80 0.68 0.90 
PEOU2 3.34 0.68 0.82 

PEOU3 3.10 0.64 0.71 

PEOU4 3.02 0.66 0.66 

지각된  

가치

PV1 4.02 0.62 0.57 

0.73 0.68 0.86 PV2 3.67 0.69 0.79 

PV3 3.59 0.73 0.73 

지각된  

위험

PR1 3.69 1.10 0.93 

0.95 0.83 0.93 PR2 3.67 1.12 0.95 

PR3 3.49 1.13 0.90 

수용

의도

BI1 3.66 0.87 0.78 

0.83 0.79 0.92 BI2 3.30 0.72 0.93 

BI3 3.12 0.61 0.73 

<표 4> 상관분석 결과

구분 유용성 사용 용이성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사용의도

유용성 1 　 　 　 　

사용 용이성 0.347*** 1 　 　 　

지각된 가치 0.18* 0.371*** 1 　 　

지각된 위험 0.217** 0.100 0.163* 1 　

사용의도 0.449*** 0.527*** 0.46*** 0.232** 1 

* p < .05, ** p  < .01, ***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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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모형도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

타났다. 일반적인 모형의 적합도 수준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모형 접합도 측정결과

X²

(DF)
P

CMIN/

DF
RMR GFI

174(112) 0 1.56 0.04 0.92

AGFI NFI TLI CFI RMSEA

0.89 0.92 0.961 0.97 0.05

4.4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

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검

정결과는 다음의 <표 6> 및 <그림 1>과 같다. 

  

<표 6>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가

설
경로 계수값 C.R. p

가설  

채택여부

H1 PU→BI 0.269 3.575 *** 채택

H2 PEOU→BI 0.323 3.982 *** 채택

H3 PEOU→PU 0.355 4.331 *** 채택

H4 PEOU→PV 0.378 4.035 *** 채택

H5 PV→BI 0.279 3.684 *** 채택

H6 PR→BI 0.112 1.93 0.054 기각
* p < .05, ** p  < .01, ***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그림 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가설 H6(지각된 위험→사용의도)을 제외

한 가설은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수용의도 연구를 위해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에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이라는 요인을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전자책 서비

스, 더 나아가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전략

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가치는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실 훼손 우려를 해소

하고 휴대가능한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이

용이 가능하다는 점, 저렴한 가격 등 전자책이 

지닌 특성 때문에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이책 대비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본문 검색을 통한 분석

적 독서가 가능하여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대

비 이익 또는 혜택을 얻으므로 지속적 사용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지각

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가

치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의도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책 서비스의 지

속적 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사

용 용이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위험은 대학도서관 전

자책 서비스에 지속적 사용의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H6)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스

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편화로 단말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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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안 및 이해도, 무단복제에 대해서 

위험요소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단복제의 경우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라 하

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

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

우’에는 이용자의 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위험성 인식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4개의 변수만을 고려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변

수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연

구 모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포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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