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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기술수용모델 에 기초E-book (TAM)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접근성 편리성 품질 및 혁신성을 선정하였고 잠재변수 매개변수 는 인지된. , , ( )

용이성과 유용성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사용의도를 설정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소재 고등학교  학생 명. 170

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의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을E-book 

적용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적 특성요인인 접근성과 편리성은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E-book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품질과 사용자 특성요인인 혁신성은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book .

키워드 모바일 이용의도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혁신성: E-book, TAM,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on the user's intention of using mobile E-book based

on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System quality(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information quality,

and  innovation as a user characteristics were chosen as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perceived

easy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were selected as potential variable, and user's use intention was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 The survey was conducted by 170 high school stud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quality and the

user's innovat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bot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while the

other system factors did not affec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for mobile E-book. Finally,

the perceived useful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user's intention to use mobile E-book.

Keywords: Mobile E-book, Innovation, TAM, Perceived easy of use, Perceived of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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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최근 들어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저장매체가 생겼으며 다양한 유, 

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하나의 단말기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라는 디지털 매체가 E-book

관심을 받아 왔다 년 이후부터 은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 . 2000 E-book , , PC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 회사 학교 등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 . 

은 초기에 단순히 텍스트를 디지털화 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사진 동영상 음성E-book , , 

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태블릿 휴, PC, 

대전화로 언제든지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현장에 디지털 기기가 도입된 것은 년이다 년에 시작한 교육정보화 종합발전1996 . 1996

방안은 단계 단계 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송정숙 1 (1996-2000)2 (2001-2005) ( 2002, 282). ․

최근에는 을 모티프로 교과서를 으로 제작하여 년부터 보급할 계획E-book E-book 2018

에 있으며 현재는 각 시도에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일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사용 중이다. 

그 동안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환경구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윤E-book . 

성욱과 동료연구자들 은 스마트기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뷰어(2013) E-book 

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연구하였으며 곽승진과 배경재 는 단말(2011) E-book 

기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한 결과 아이패드의 사용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전용 단말기인 아마존 킨들의 경우 터치 기능이 없는 것, E-book 

이 상당한 사용성 저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해진과 문영철 은 태블릿 이용의. (2012) PC 

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스마트폰 이용경험의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보금과 이지연 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들. (2012) E-book 

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먼저 의 이용과 이용성 연구 설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E-book

원칙과 기존 휴리스틱 연구 유형에 대한 문헌 조사에 근거하여 이용자 중심 뷰어 E-book 

프로그램을 위한 개의 휴리스틱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국외연구로는 먼저 과 동료10 . Lam

연구자들 은 대학도서관에서 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들이 학술적인 (2009) E-book

에 대한 유용성 및 편리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과 동료연구자들 은 E-book . Huang (2012)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러닝학습을 위한 리더기의 유용성에 대해 인쇄 책과 비- E-book 

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의 사용성에 관한 연구는 국 내외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본격E-book ·

적인 전자교고서 보급을 앞둔 시점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는 부족한 ·

실정이다 더구나 의 접근이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더 활성화됨에 따라 . E-book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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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대한 효율성과 E-book 

사용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말기의 다양한 특성과 이. E-book 

용에 대한 만족과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모바일 어플리. . E-book 

케이션의 사용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프레드 데이비스 의 기술수용모(Davis, F. D.)

델 을 기본으로 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Book 

션의 사용성 평가 요소를 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시스템적 특성(Davis, 1986). 

요인 접근성 편리성 정보품질 사용자 특성요인으로 혁신성을 선정하였고 잠재변수 매개( , ), , , (

변수 는 인지된 유용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사용의도를 설정했다) . 

수집된 데이터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 하였다. 

이론적 배경. Ⅱ

이 장에서는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기술수용모델 과 확장된 기술E-book (TAM)

수용모델 에 대해 기술 한 후 정보기술이용에 대한 이용자 특성요인에 대해 (extended TAM)

살펴보았다.

개념 및 특성1. E-book 

은 종이 대신 디지털 파일로 글을 읽는 차세대 서적으로 국제디지털출판포럼과 한E-book

국전자출판협회에서는 도서로 간행 될 수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 데이터화 시켜 각종 디지털 

기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 (National 

와 는 디지털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OeBF(Open eBook Standard Forum 2000)

화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개발된 하드웨어 디바이스 자체를 전자책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디지털출판포럼과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정의를 바탕으로 을 도E-book

서로 출판되었거나 출판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다양한 파일형식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

환한 디지털화된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디지털화된 콘텐츠 시각으로 본 구현 방식은 . E-book 

미디어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다운로드방식과 웹페이지에서 바로 열어 열람할 수 있

는 스트리밍 방식이 있으며 의 파일형식은 일반적으로 세 종류가 E-book PDF, XML, ePUB 

있다.

보급 초반에는 가 주로 주류를 이루었는데 는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E-book PDF PDF PC

하는 문서형식으로 보급률이 가장 높으며 제작도 간단하여 지금도 주로 사용되는 문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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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은호 반면 은 기반의 언어로 년 표준 포맷으로 ( 2013). , XML HTML 2001 E-book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세계 공통 출판포맷으로 지정된 은 년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ePUB 2007

에서 제정한 개방형 포맷이다 년대에 들어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 2000

스마트 디바이스가 대중화 되면서 가독성 을 고려한 텍스트 기반의 형식이 보( ) ePUB 可讀性

급되었다 이 형식은 애플 구글 반스 앤드 노블 교보문고 예스 인터파크 등에서 사용하. , , , , 24, 

고 있다 버전에서는 멀티미디어 기능에 제약이 있었지만 정식 버전에. ePUB 2.0 ePUB 3.0 

서는 멀티미디어 자바스크립트 를 지원 하여 다, , HTML5, CSS3(Cascades Style Sheet3)

양한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은호 ( 2013, 41).

의 특징으로는 경비절감 가용성 기능성 다양성을 들 수 있다E-book , (Availability), , . 

은 상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자기기를 통해 이용E-book

하게 되어 종이책에 비해 출판과 유통 관리 비용이 절감 될 수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종이소, 

비가 줄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종이책과 달리 물리적인 실체. 

가 없기 때문에 서버에 존재하는 한 가용성이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매체가 전자 자료로 . 

구축되어있어 검색이나 사전과 같은 부가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년부터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년 국내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2010 2011 PC

의 보급이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에 비해 미진했던 국내 시장도 빠르게 . E-book 

성장하고 있으며 출판 시장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독서비율이 늘어나고 있다E-book . 2013

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에 따르면 독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 > E-book 

성인에 비해 초중고 학생의 독서율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E-book ( , 2014). ․ ․

교육 분야에 접목한 디지털 기술은 타 분야의 적용보다는 신중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최근 

교육계에서는 전자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환경구축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박정현 은 인지유형과 수용조건의 변화가 소비자수용모델에 미치는 . (2011)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 E-book reader

성을 분석하고 소비자수용모델을 통해 인지유형과 수용의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 

부변수인 몰입 편리성 경제성 촉진조건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로는 인지된 , , , , 

유용성과 학습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일철 김용범 은 모바일 플랫폼에. , (2011)

서의 콘텐츠 활성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E-book . DRM

콘텐츠를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E-book E-book 

콘텐츠 유통구조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 조수선 은 웹 공통 를 이용한 스마트폰 . (2011) API

응용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에 따라 별도의 작업으로 애E-book . OS



기술수용모델에 기반 한 모바일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book 5

- 135 -

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유미 정의태 는 어. , (2012) E-book 

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니즈 연구를 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 E-book 

대상으로 기능에 대한 효율성과 사용자 니즈를 연구하였다 김민정과 동료연구자들 은 . (2014)

모바일미디어를 통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전E-book E-book 

용단말기 스마트폰 태블릿 세 종류의 모바일미디어 단말기를 통한 소비 동기 흥미 경제, , PC , , 

성 오락성을 평가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또는 , . E-book E-book 

단말기를 사용하여 독서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이용자

의 개인특성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E-book 

구에서는 시스템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사용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E-book 

연구하였다. 

기술수용모델2. (TAM)

기술수용모델 은 정보기술수용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위한 모형으로서 (TAM) Ajen and 

의 합리적 행동이론 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Fishbein (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년 에 의해 제시되었다 는 지각변수라 할 수 있는 인지된 유용성과 1989 Davis . Davis(1989)

인지된 용이성이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제시 하였TAM 

다 인지된 용이성이란 쉽게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 정도를 의미하며 인지된 . 

유용성이란 특정시스템을 사용하면 업무수행이 높아진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 한다 그림 . < 1>

과 같이 기술수용모델은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

러한 태도는 기술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결정하게 되고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이

다 초기 기술수용모델은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며 인지된 유용성과 함. 

께 사용자들의 태도 및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화 되었다 그리고 두 신념 변수 . 

중에서 인지된 용이성보다 인지된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그 후 기술수용 관련 연구 경향은 기본 기술수용을 확장하여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 

된 용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변수들에 관한 연구 진행되었다 와 동료연구. Venkatesh

자들 은 기술수용모델에 사회적 규범 을 포함시켜 확장하였다 인(2003) (subjective norms) . 

지된 용이성보다 인지된 유용성의 종속변수들에 더 큰 영향력이 가짐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

의 선행요인들인 인지적 도구 및 사회적 영향 프로세스와 관계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도구 프로세스의 세부 변수 직무관련성 결과품질 결과의 실현. , , 

성 인지된 용이성 등이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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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술수용모델< 1> (Davis, 1989)

정보기술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3. 

정보기술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으로는 이용자의 기술 혁신성 사회적 영향 지각된 위, , 

험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혁신은 시스템 내의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 

기술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일찍 채택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의 혁. Rogers(1986)

신확산이론에 따르면 혁신의 수용과정은 개인이 처음으로 혁신에 대해서 알고 혁신에 대해, 

서 태도를 형성하며 수용결정을 하게 되는 일련의 정신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혁신은 소비자, . 

가 신제품을 수용할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거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의 연구에서는 기술수용 모델의 외부 변수로 혁신정도 구매경Kenneth(2005) (Innovative), 

험 관련지식 기술 집단 연령 성별 교(past adoption), (knowledge), (technology cluster), , , 

육정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변수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 

가지 변수가 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술수용모형의 연구에서 혁신정도, 

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임규홍 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고객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 (2007)

미치는 요인들을 중에 사용자의 혁신성은 신뢰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사회적 영향, . 

은 나에게 중요하게 영향력이 끼치는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해당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social information 

에 의하면 의사교환태도와 형태는 사회적 영향 요인에 processing theory) (social influence)

의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와 동료연구자들 은 정보기술에 대한 동료. Venkatech (2003)

들의 사용여부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정보기술의 ,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수용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 

서도 사회적 영향요소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지각된 위험 은 . (Perceived Risk)

소비자가 특정구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지각하는 심리적인위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Featherman and Pavlou 2003, 45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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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각된 위험이 성능 위험 재무적 위Featherman and Pavlou(2003) (Performance Risk), 

험 시간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Financial Risk), (Time Risk), (Psychological Risk), 

험 사생활위험 및 전반적 위험 으로 이루어져 있(Social Risk), (Privacy Risk) (Overall Risk)

으며 지각된 위험은 서비스 채택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 .

이상의 정보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을 외부

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설계. Ⅲ

연구모형 설정1.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E-book , 

사용자 만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연구모형은 에 . Davis(1986)

의해 제안된 기술수용모델 및 와 의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TAM) Davis Venkatesh(2000)

근거로 그림 와 같이 설정하였다< 2> . 

접근성

편리성

정보품질

혁신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용의도

그림 연구모형< 2> 

그림 에서 보듯이 모바일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시스템 < 2> E-book 

접근성 접근의 편리성 정보의 품질 개인의 혁신성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 , , 

및 용이성을 통해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6 2 )․

- 138 -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모바일 사용의도에 관련한 문헌조사와 실제 사용경험이 E-book 

있는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 기술수용모델 에 나타난 시스템에 대해 다양Davis (TAM)

한 외부요인의 영향관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보품질 사용자 유용성 용이성 이용, , , , , 

의도에 관한 설문 항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항목은 우선 모바일 이용경험이 있는 . E-book 

명에게 배포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평소 모바일 을 사용하는 자들로 5 . E-book

본 실험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적인 평가 문항을 제작하였다 평가 문항은 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조사는 인천지역 . Likert 5 . 

고등학교 학생들 명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다1, 2, 3 170 2014 9 1 9 19 . 

서베이는 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항목 문PPT , 

항에 성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개의 수행과제를 제시하여 사용한 후 조사 하였다 사용된 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교보 리디북스를 설치하여 평가하였으며 총 명의 응yes24, , 170

답지중에서 부실응답 부를 제외한 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33 137 . 

이터 분석은 먼저 기본적인 사전 처리는 로 처리하고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SPSS

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AMOS .

모바일 특성에 대한 가설2. E-book 

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E-book

시스템 특성 정보품질 및 이용자 특성으로 분류했다, (Davis 1989; Venkatesh et al. 2003; 

Delone and Mclean 1992).

시스템적 특성요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측정하였다 시E-book . 

스템적 특성 변수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할 E-book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모바일 에 대한 배경지식과 사용경험이 없는 사용자라 하. E-book

더라도 설치의 난이도가 쉽고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이 간편한지를 의미한다 즉 접근성은 애, . , 

플리케이션이 올바르게 설계되고 개발되고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이용자가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편리성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작

동에 편이한 정도를 나타낸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접근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1-1. (+) .

접근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

가설 편리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2-1. (+) .

편리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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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품질은 정보의 정확성 적절성 포괄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 경우 정보품, , E-book

질은 애플리케이션이 타 매체에 비해 가진 장점의 정도를 나타낸다 최현식 E-book ( 2009). 

본 연구에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종이책과 대비되는 정보품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정확하며 신뢰성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정보품질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3-1. (+) .

정보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 .

사용자 특성요인인 개인의 혁신성 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personal innovativeness)

스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개인특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individual differences) Rogers

는 개인의 혁신성은 개인이 사용집단의 다른 사용자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정

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Rogers,1986). 

상대적으로 얼마나 일찍 채택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개인의 혁신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4-1. (+) .

개인의 혁신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 .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사용으로 기대했던 이익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E-book 

것이고 인지된 용이성은 에 대한 편리함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E-book (Davis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986; Ajzen and Fishbein 1975). 

인지된 유용성은 을 이용한 후 유용한 정도로 인지된 용이성은 이용방법이 E-book E-book 

쉬운 정도로 측정했다 행위 의도와 행위 자체는 여러 연구를 통해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 

입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의도는 모바일 을 (Venkatesh and Davis 2000). E-book

앞으로도 계속이용하려는 이용자의 태도 및 의도에 대한 행동 결과로서 정의를 하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5-1. (+) .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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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Ⅳ

모바일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술수용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하기 E-book 

위해 고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총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실응답 부를 제외137 170 33

한 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은 먼저 기본적인 사전 처리137 . 

는 로 처리하고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를 이용하였다SPSS AMOS . 

인구통계학적 분석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에 나타난바와 같이 성별의 경우 남성이 < 1>

여성이 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학년이 학년이 학년78.8%, 21.2% , 1 40.1%, 2 49.6%, 3

이 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경우 안드로이드 계열이 계열이 10.2% , 97.8%, iOS 

로 나타났다2.2% .

구분 빈도 백분비(%)

성별
남성 108 78.8%

여성 29 21.2%

학년

학년1 55 40.1%

학년2 68 49.6%

학년3 14 10.2%

휴대전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계열 134 97.8%

계열iOS 3 2.2%

계열Windows 0 0.0%

합계 100.0%

표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2.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반복측정의 결과에 얼(internal consistency) , 

마나 일관성이 있는가와 관련된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가 특정 개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정은 세 가지 목적으로 수행된다. . 

첫째 동일한 대상이 같거나 비교 가능한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하거, 

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둘째 측정항목이 측정하려는 속성을 얼마나 잘 측정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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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셋째 측정에 있어 측정오차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이다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 , . 

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는 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Cronbach's Alpha . 

도 계수가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채서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0.6 ( 2003). 

값이 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Cronbach's Alpha .674 .929∼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2>.

요인명 변수명 문항번호 Cronbach's ɑ 항목 수

시스템적 
특성 요인

접근성 1 ~ 4 .811 4

편리성 1 ~ 5 .674 3

정보품질 품질 1 ~ 4 .813 3

사용자 특성요인 개인 혁신성 1 ~ 5 .800 4

인지된 이용용이성 1 ~ 4 .868 4

인지된 유용성 1 ~ 3 .775 2

이용의도 1 ~ 3 .895 3

표 개념 신뢰도< 2>

측정항목 간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 

요인분석 은 기존의 이론이나 경험적인 연구결과로부터 분(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석대상이 되는 변수의 모형화를 위한 방법이고 측정항목 간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 

는 방법이다 개념과 변수구성의 최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구. . 

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는 절대적인 아닌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적합지수 가운데 유일한 지수로 받아들여지는 . 

지수는 없다 와 동료연구자들 은 모형적합도 측정에 있어 . Hair (1998) ², CFI, TLI, SRMR,χ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와 는 등을 추천RMSEA , Hoyle Panter(1995) ², GFI, CFI, TLI χ

하고 있다 적합도 지수는 가장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인 통계량 자유도 과 함. ² ( , p-value)χ

께 절대 적합도지수와 증분 적합도지수를 각각 적어도 한 개는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런 . 

기존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인 ²(CMIN), GFI(Goodness- χ

와 상대적합도 지of-fit-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수 증분적합지수 인 를 통해 모( ) TLI(Tour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중 카이 스퀘어 통계량. ²( )=(325.180),χ  

자유도 값 기초적합지수df( )=(209), p =(0.000), Q(CMIN/DF)=(1.556), GFI( )=(0.831), 

증분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로 적합도 CFI( )=(0.927), TLI( )=(0.912), RMSEA=(0.064)

지수는 적합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는 분석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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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이상일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 하는 기준에 따르면 표 에 .50 , < 3>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변수는 이상의 값 편리성의 경우는 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50 ( 0.463)

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은 각 추정치의 가 제시되어 있다. < 3> CR(Critical Ratio) . 

통상 유의수준에서 기각역은 이므로 이보다 작은 값은 유효하지 못하지만 본 5% CR=1.96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P

접근성4 ← 접근성 1.000 .680

접근성3 ← 접근성 1.129 .826 .135 8.342 ***

접근성2 ← 접근성 1.116 .818 .135 8.280 ***

접근성1 ← 접근성 1.025 .790 .127 8.056 ***

편리성3 ← 편리성 1.000 .739

편리성2 ← 편리성 .583 .463 .136 4.286 ***

편리성1 ← 편리성 .649 .516 .139 4.677 ***

품질3 ← 품질 1.000 .711

품질2 ← 품질 1.220 .796 .147 8.300 ***

품질1 ← 품질 1.273 .839 .148 8.599 ***

혁신성4 ← 혁신성 1.000 .781

혁신성3 ← 혁신성 1.008 .784 .118 8.521 ***

혁신성2 ← 혁신성 .904 .648 .127 7.133 ***

혁신성1 ← 혁신성 .705 .546 .118 5.973 ***

용이성4 ← 용이성 1.000 .817

용이성3 ← 용이성 .874 .680 .104 8.410 ***

용이성2 ← 용이성 1.089 .860 .096 11.369 ***

용이성1 ← 용이성 1.005 .810 .095 10.545 ***

유용성2 ← 유용성 1.000 .761

유용성1 ← 유용성 1.131 .807 .130 8.688 ***

사용의도3 ← 사용의도 1.000 .787

사용의도2 ← 사용의도 1.057 .931 .087 12.100 ***

사용의도1 ← 사용의도 .981 .885 .085 11.594 ***

적합지수 값: ² =325.180, df=209, p =0.000, Q(CMIN/DF)=(1.556), GFI=.8318, CFI=0.927, TLI=.912, χ
RMSEA=0.064 

*** P<0.000

표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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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 및 분석3. 

본 연구에서 을 이용하여 도출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 에서 나타AMOS 21.0 , < 3>

난 바와 같이 전반적인 부합지수가 충족되었다 절대적합지수중의 하나인 카이스퀘어, . (χ2) 

값이 권장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부 지수들이 권장수준 내에 있다면 

연구모형은 적합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표들을 검토해야 한다 모형설명력. 

을 나타내는 절대적합지수 중의 하나인 는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나머지 GFI , CFI, TLI, 

등도 권장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RMSEA , 

구모형에 대체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접근성

편리성

품질

혁신성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용의도

2.439**

.470***

.479***.370***

적합지수: ²=329.499, GFI=0.828, CFII=0.926, TLI=.912, RMSEA=0.060 χ
실선은 유의수준 또는 수준에서 유의함0.05 0.01 .

*P<0.1, ** P<0.05. ***p<0.01

그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3> 

가 시스템적 요인이 인지된 용이성 및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스템적 요인인 접근성과 편리성은 인지된 용이성 및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라는 가설은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에서 기각되어 모바일의 시스템< 4> 5%

적 요인이 인지된 용이성 및 인지된 유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시스템 이용의 중요한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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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라고 연구한 등의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고영Venkatesh & Davis(2000) 

관 김근형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온 것이다 고영관 김근형은 모바일앱 관광콘, (2011) . , 

텐츠 사용자의 재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적인 정보기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수준과 사용 숙련도가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기 때문에 

정보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수월성이 정보기기 수용요인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을 주장 하였다 이는 을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인션을 개발할 때 편리한 . E-book

사용법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필요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제공하는데 더 노력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및 콘텐츠를 대상으로 더 연.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의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인 사회적 영향 몰입 재미 자기효능 촉진 등을 외생변수로 하여 연구, , ,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정보품질 특성요인이 인지된 용이성 및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보품질 특성 요인은 인지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표 에(+) < 4>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수준에서 기각된 반면에 인지된 유용성에서는 유의수P > 0.1

준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정보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P < 0.1 . (+)

는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보면 경로계수 표준오차 0.370 으로 채택 0.137, t=2.7 > ±1.96

되었다 그림 이는 콘텐츠 품질이 좋을수록 유용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3>. E-book 

다 정보품질은 정. 보가 이용자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

가설 Estimate S.E. C.R. P 가설채택여부

접근성 용이성H1-1 ---> -.127 .194 -.657 .511 기각 

접근성 유용성H1-2 ---> -.084 .133 -.631 .528 기각 

편리성 용이성H2-1 ---> .306 .197 1.554 .120 기각 

편리성 유용성H2-2 ---> .033 .136 .240 .810 기각 

품질 용이성H3-1 ---> .147 .171 .861 .389 기각 

품질 유용성H3-2 ---> .370 .137 2.707
***

(.007)
채택 

혁신성 용이성H4-1 ---> .470 .097 4.830 *** 채택

혁신성 유용성H4-2 ---> .479 .084 5.667 *** 채택

유용성 사용의도H5   ---> 2.439 .800 3.049
***

(.002)
채택

용이성 사용의도H6   ---> -1.117 .607 -1.841 .066 기각

*** P < 0.01

표 연구가설 채택여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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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보의 정확성 적절성 포괄성 그리고 신뢰성 등이 높을수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 , , 

의 유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모바일 의 품질을 높일 E-book . E-book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사용자 특성요인이 인지된 용이성 및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이 인지된 용이성 및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를 보면 경로계수 표준오차 으로 유의수준 에서 채택되0.470 0.097 t=4.830 > ±1.96 0.01

었다 혁신성향은 의 혁신 확산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혁신성향이 강한 사. Rogers

람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이라는 제품. 

과 관련하여 선행되어진 연구에서 높은 혁신성을 지니는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관련 서비스의 

사용을 더 쉽고 유용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난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Chena et al. 2009; Putzer and Park 2010) . 

따라서 사용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유용하다고 느낌으E-book

로써 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E-book . 

라 인지된 용이성 및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용이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결과를 보면 경로계수 

표준오차 으로 기각 되었다 이 결과는 인지된 유용성과 -1.117 0.607 t=-1.841< ±1.96 . 

인지된 용이성이 시스템 이용의 중요한 결정요인 이라고 연구한 와 Davis(1989) Venkatesh 

등의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기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 Davis(2000) . 

식수준과 사용 숙련도가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기 때문에 정보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용이성이 

의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E-book 

된다 이는 모바일앱을 개발할 때 인지된 용이성이외에 이용의도에 미치는 다른 사회적 요인. 

이나 이용자의 특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된 유. 

용성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의 검증결과를 보면 경로계수 표준오차 2.439 

으로 채택 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모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0.800 t=3.049> ±1.96 . TAM

사용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느끼며 지속적으로 이E-book

용하려는 의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용자들이 모. 

바일앱을 이용한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느끼고 이는 결국 모바일 서비스를 E-book E-book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모바일. 

앱 개발업자 및 모바일 서비스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서비스 툴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자

들에게 사용가치를 더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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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을 사용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요인을 E-book

명의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기술수용모델에 근거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특성요170 · . E-book 

인으로는 시스템 접근성 접근의 편리성 정보의 품질 개인의 혁신성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수, , , 

인 인지된 유용성 및 용이성을 통해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총 명. 170

을 대상 중 부실응답 부를 제외한 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구조방33 137

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시스템적 요인인 접근성과 편리성은 인지된 용이성 및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 (+)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들의 모바일기반 시스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 

졌고 사용방법이 익숙해짐에 따라 정보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용이성이 수용요인에 E-book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바일 관련 업체들은 모바일앱을 개발. 

할 때 편리한 사용법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비이용자 및 콘텐. , , 

츠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모바일 인터넷의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인 사회적 영향 몰입 재미 자기효능 촉진 등을 , , , 

외생변수로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보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 . 

콘텐츠 품질이 좋을수록 유용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E-book 

모바일 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E-book . 

해서는 우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 중에서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추천 시스

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혁신성이 인지된 용이성 및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 . 

높은 혁신성을 지니는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관련 서비스의 사용을 더 쉽고 유용하게 인지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인터액티브 . E-book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확대 재생산이 . , 

가능한 상호작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이 제시간 의견이 서비스에 반

영되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추천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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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지된 용이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인지된 유용성은 이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을 이용하. , E-book

는 것이 유용하다고 느끼면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 

으로 의 사용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게 하려면 유용한 를 생산할 수 있도록 E-book E-book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사용자의 혁신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을 저. 

항하는 요인들도 동시에 평가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E-book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의 사용의도를 접근성 편리성 정보품질 혁신E-book , , , 

성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러한 요인들만으로 모바일 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전E-book

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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