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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의 혁신성과 사회적 영향 두 가
지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혁
신성, 사회적 영향, 성과에 대한 기대, 행위의도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설정된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사회적 영향이 성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및 행위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향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혁신성은 성과에 대한 기대나 행위의도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개인의 혁신성, 경로분석, 사회적 영향, 스마트미디어, 특수교사, 기술수용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behavioral acceptance of adopting smart-media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the points of personal innovativeness and social influence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corelation of factors such as personal innovativeness, social influence, performance 
expectancy and behavioral intention a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SEM　analysis show that the direct impact of 
social influence on performance expectancy and behavioral intention is significant. The indirect impact of social 
influence toward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performance expectancy is also significant. However, the personal 
innovativenes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performance expectancy and behavioral intention.

Key Words : Personal innovativeness, Smart-media, Social influence, Special Edu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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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높은 생활수 을 갖거나 유지하기 해서 기술

(technologies)과 신(innovations)은 항상 주요한 역할

이 되어왔다[15]. 1990년 에 리 확산된 인터넷이 생활

수 을 높이는 기술과 신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져 왔다. 이 듯 통신미디어는 사회  필수 요소가 되어

서 우리생활의 일, 여가, 생활방식, 사회  계, 국가 

는 문화  그룹, 정체성 등을 변화시켰다[8].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격한 보 을 통해 과거에는 컴퓨터기기

와 유선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근이 이제는 스마트폰 

는 타블렛 PC의 무선인터넷과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통한 정보의 근으로 확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는 타블렛 PC의 무선인터넷과 교육용 애 리 이션을 

통한 교육으로의 근이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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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 으로 고정된 학교에 구애받지 않는 원격교육, 

디지털도서 , 가정이나 학교 밖의 장 등에서 활용된

다. 한 시간 이고 공간 인 제약이 없어지는 동시에 

개인의 연령과 학습 진보에 맞춘 최 의 교육이 가능하

다. 더불어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학습자원을 아이패

드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 등을 통하여 쉽게 

속하고 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4].

스마트러닝의 다양한 장 들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더 

효과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증장애학생이 태블릿 PC나 스마트 TV를 이용해서 원

격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SNS를 이용해 신속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5]. 다양한 교육용 어 리 이션을 활

용해 풍부한 학습 경험과 가상경험을 제공해서 학습효과

를 높일 수 있다. 스마트러닝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신

체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융통성 있는 교수 ·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

한 장애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 장애학생에게 동등한 학습기회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주어 장애학생의 교육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6]. 2010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의 편성․운 지침에는 교과용 도서 심의 교육에서 탈

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

육이 활성화되도록 제시하고 있다[1].

스마트미디어는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검증하는 

탐색 인 시도보다 기존에 이론  근거가 있고 실증연구

에서 검증된 변수들을 선별 으로 활용하 다. 따라서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개인의 신성을 선택하 으며 주요인들의 권유 등 

사회 인 향을 검증하기 하여 사회 인 향을 선택

하 다. 그리하여 개인의 신성과 사회  향이 행

의도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개인의 신성은 같은 사회체계에 속한 사회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먼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려는 정

도를 의미한다. 신성이 높은 사용자는 새로운 매체에 

해 개방 이지만 신성이 낮은 사용자는 변화를 두려

워하고 새로운 기술에 부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성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

[17].

사회  향력은 사용자가 사회 인 계 속에서 타

인과의 상호 인 행 에 의해 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이미지, 상징, 사회  규

범 등이 기술 수용에 유의미한 향을 다[21]. 그러므

로 사회  향력이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있어서 향요

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기술수용이론은 매체수용에 따른 다양한 외부변수들

에 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선택과 이용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기술수용모

델을 용한 기존의 연구들도 다양한 외부변수의 향력

을 검증하 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사용자들의 선택과 

이용에 한 분석을 간결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실질 인 수용 결정요인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

인 기 를 제공한다[17],[21].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진 특수교사들의 스

마트미디어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신

성, 사회  향, 성과에 한 기 와 행 의도의 상호

계  향력을 분석하여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

용과 련된 요인간의 계는 어떠한 구조를 보이는지 

밝히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통해 특수교사들의 스마

트미디어 수용에 한 종합 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특수교사들에게 스마트미디어 기술을 증진시키기 한 

교육이나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구체 인 정보를 제공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관련 연구

Davis(1989)[12]가 제시한 정보기술 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사회 심리학

의 이론인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토 로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에 있

어서 어떤 변수들이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해 제

시되었다. TAM 련 연구는 다양한 과 연구 상에 

해서 변형된 모형을 통해 검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

었다. 특히 Agrawal & Karahanna(2000)은 정보기술 사용

자의 행  의도에 있어서 인지  몰입(cognitive 

absorption: CA), 개인의 신성(personal innovativeness), 

즐거움(playfulness)의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고 사용자의 

몰입 에서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설명하고자 했다[9].

TAM모형이 사회심리학을 근간으로 다양한 정보시스

템 활용연구에 근간이 되는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체 모형 설명력이 떨이지고 애 리 이션 차원보다는 

시스템 개발 도구  사무자동화 시스템 등의 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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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작적 정의 및 참고문헌

구분 조작  정의 참고문헌

문

항

수

개인의 

신성

스마트 미디어를 

특수교육에 활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하는 

개인의 자발 인 동기

[3], [9], [16], 

[18], [20]
4

사회  향

스마트 미디어를 

특수교육에 사용해야 

한다고 사용자 

주변인들이 인식하는 

정도

[13], [18], [22] 4

성과에 한 

기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

[3], [12], [14], 

[19]
4

행  의도

스마트 미디어를 

향후에도 교육에 

지속 으로 사용하고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정도

[3], [9], [16], 

[18], [19], [20], 

[22]

4

2.3 절차

2.3.1 예비조사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조사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알아보기 하여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는 재 특수학교에 재직 인 특수교사 20명을 상으

로 실시하 다. 비조사의 연구 상은 이 연구의 본조

사에 속하지 않은 특수교사들을 상으로 하 으며 회수

된 설문지는 신뢰도를 산출하는데 사용하 다. 측정도구

에 한 신뢰도는 개인의 신성 Cronbach a .91, 사회  

향 Cronbach a .90, 성과에 한 기  Cronbach a .91, 

행 의도 Cronbach a .93으로 신뢰할 만한 수 인 것으

로 나타났다.

2.3.2 본조사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의 구조를 알아보기 하여 연구를 허락한 특수교사

들을 상으로 연구의 목 과 설문지에 한 설명을 하

고 설문지 총 140부를 이메일과 우편을 이용하여 배부하

고 회수하 다. 설문지는 126부가 회수 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질문

지 103부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특수교사들의 스

마트미디어 수용에 련된 요인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수집된 자료는 경로모형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자료처리

이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0)와 

AMOS 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 연

구의 가설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한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

하기 하여 내  일 성 합치도를 산출하 다.

둘째. 주요 요인들의 일반 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각 

측정 요인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으며, 측정요

인들 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 률상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이론  배경을 근거로 제안된 특수교사들의 스

마트미디어 수용에 한 요인들 간의 가설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부합되는지 검증하기 해 AMOS 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 로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

디어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계에 한 이

론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개인의

신성

성과에

한 기
행

의도

사회

향

[그림 1] 연구모형

3. 결과

3.1 기술통계

3.1.1 요인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각 요인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요인간의 

률상 계수,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요인간의 

상 , 평균  표  편차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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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활용에 용한 연구가 많았다는 , 객 인 측정 

보다는 사용자 본인의 인식에 기인한 변수들이 많이 사

용되었다는 에서 좀 더 포 인 의 모형이 필요

했다.

Venkatesh et al.(2003)은 TAM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해 사용자의 기술수용을 통합된 에서 근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8개의 련 이론을 기반

으로 UTAUT(Unified Thero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형을 제시하 다[22]. UTAUT모형은 

행 의도에 향을 주는 3가지 변수와 사용에 향을 주

는 1가지 변수,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 등 4가지 통제변

수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와 련된 TAM모형

과 UTAUT모형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표 1> TAM, CA, UTAUT의 비교

구분 주요변수 특징 련연구

 TAM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에 한 

태도, 사용에 

한 행 의도, 

실제 시스템 

사용

사용자의 정보기술 

이용에 한 

인과 계를 정립한 

최 의 모형

[12],[14],[1

9]

CA

개인의 

신성, 즐거움, 

인지  몰입, 

자기 효능감

사용자의 

몰입 에서 

사용자의 사용 

용이성의 선행 

변수를 제시

[9], [16], 

[20]

UTAUT

성과에 한 

기 , 노력에 

한 기 , 

사회  향, 

진조건, 

행 의도, 

사용행동, 

인구통계학  

특성, 자발성

8가지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여 

통합된 시각의 

정보기술 수용 

모형을 제시

[13], [18], 

[21]

1.3 연구목적

에서 서술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 하여, 이 연구에

서는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직 인 계  간 인 계를 알아보

고자하 다. 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따른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 간의 상 계는 어떠한가?

둘째, 최종모형에서 요인별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하여 재 특수학교에 재직

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을 상으로 하 다. 이 연구 상

의 일반 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상자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9 28.2

여  74 71.8

계 103 100

나이 30세미만  29 28.2

31-40  43 41.7

41-50  25 24.3

50세이상   6  5.8

계 103 100

교육경력 5년미만  38 36.9

5년이상  65 63.1

계 103 100

2.2 연구도구

개인의 신성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개인

의 자발 인 동기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으로 새로운 기

술이나 시스템에 한 이용방법 모색,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 이용에 한 태도, 기술이나 시스템을 앞서 이용

하는 정도, 새로운 기술 이용에 한 선호정도 [9], [10] 

에 하여 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 다. 사회  향

은 사용자가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야 한다고 자신의 주

요인들이 믿는 것에 한 인식정도로 정의한다. 측정항

목은 Venkatesh(2003)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에 한 주요인들의 인식과 지지 그리고 향정도를 측

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22]. 성과에 한 기  설문

항목은 성과 향상에 도움정도, 생산성 향상 정도, 업무의 

효과 향상 정도, 업무에 유용한 정도 등 4개의 설문 항목

으로 Venkatesh(2003)등과 Venkatesh & Davis(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 다[22], [21]. 행 의도 설문항

목은 사용할 의도, 자주 사용할 의도, 사용의도, 사용추천 

등 4개 항목으로 Venkatesh & Davis(2000)와 

Venkatesh(2003)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 다. <표 

3>은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조작  정의에 해서 설명

하고 있다[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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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개인의 

신성

사회  

향

성과에

한기

행

의도

개인의 

신성
1.000

사회  

향
.552

** 1.000

성과에 

한 기
.491

**
.544

**
1.000

행 의도 .491
**

.614
**

.754
**

1.000

평균 3.425 3.597 3.913 4.017

표 편차 .762 .656 .654 .647

**p < .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련 요인간의 상 계수

는 .491에서 .754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개인의 신성과 

사회  향(r = .552, p < .01), 개인의 신성과 성과에 

한 기 (r = .491, p < .01), 개인의 신성과 행 의도(r 

= .491, p < .01), 사회  향과 성과에 한 기 (r = 

.544, p < .01), 사회  향과 행 의도(r = .614, p < .01), 

성과에 한 기 와 행 의도(r = .754, p < .01)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확인요인 분석 및 측정변수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구성 개념들 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측정 변수들의 단일 차원성을 검정하 다. 

<표 5> 확인요인 분석 결과

척

도

문

항

수

/ 
 p

DF/

RMR

GFI/

AGFI

CFI/

NFI
IFI

RM

SEA

개인의

신성
4

22.44/

.000

11,2/

.36

.903/

.516

.903/

.925
.931 .317

사회

향
4

0.796/

.681

.386/

.004

.996/

.981

1/

.997
1.00 .000

성과에 

한 

기

4
35.73/

.000

17.87/

.042

.864/

.322

.898/

.894
.900 .407

행

의도
4

20.88/

.000

10.44/

.017

.908/

.538

.943/

.938
.944 .304

일반 으로 확인  요인 분석 방법이 탐색  요인분

석 방법보다 단일 차원성 검정에 더 효과 이기 때문에 

각 측정 변수들의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확인요인분석 결과에 합도를 높이기 해 측정변수의 

SMC를 기 으로 값이 0.4이하인 것을 기 으로 제외하

면서 분석을 수행하 으나 <표 6>에서 알수 있듯이 

기 변수들의 SMC가 0.4를 상회하고 각 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 이어서 기 모델과 최종모델의 변화없이 모든 

변수를 활용하여 측정모델을 수립하 다.

<표 6> 측정변수의 SMC

요인 변수 SMC 요인 변수 SMC

개

인

의 

신

성

개인의

신성1
0.530

성

과

에

한 

기

성과에

한 기 1
0.438

개인의

신성2
0.682

성과에

한 기 2
0.558

개인의

신성3
0.754

성과에

한 기 3
0.939

개인의

신성4
0.870

성과에

한 기 4
0.848

사

회

향

사회

향1
0.535

행

의

도

행 의도1 0.749

사회

향2
0.813 행 의도2 0.790

사회

향3
0.844 행 의도3 0.733

사회

향4
0.650 행 의도4 0.771

3.2 측정모형과 가설검정

3.2.1 측정구조모형의 합도와 구조모형

확인요인분석을 토 로 측정 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만족할 만한 합도 수 을 보이지 않아서 체 측정

모형에서 SMC값을 기 으로 변수를 제외하면서 합도

를 높 다. 그 결과 성과에 한 기 1의 변수를 제외하

고 측정모델을 분석한 결과 만족할 만한 합도를 보

으면 신뢰도(크롬바 알 )  SMC값도 모두 만족할 만

한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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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측정모델평가

개념 측정변수

요인

재

치

표

화된

요인

재

치

표 오

차

C.

R

S

M

C

신

뢰

도

개

인

의

신

성

개인의

신성1
1.000 .760 - 0.00 .578

a =
.907

개인의

신성2
1.147 .848 .127 9.00 .720

개인의

신성3
1.176 .862 .128 9.16 .742

개인의

신성4
1.254 .906 .130 9.66 .820

사

회

향

사회

향1
1 .821 - 0.00 .675

a =
.903

사회

향2
1.043 .907 .093 11.26 .822

사회

향3
0.980 .899 .88 11.14 .808

사회

향4
0.817 .741 .097 8.43 .549

성

과

에 

한 기

성과에 한

 기 2
1.000 .771 - 0.00 .594

a =
.911

성과에 한 

기 3
1.064 .962 .120 10.90 .925

성과에 한

 기 4
1.019 .927 .123 10.60 .860

행

의

도

행

의도1
1 .871 - 0.00 .759

a =
.927

행

의도2
1.072 .900 .084 12.71 .809

행

의도3
1.064 .852 .093 11.47 .726

행

의도4
1.019 .863 .087 11.74 .745

측정 모델의 합도

=193.171, df=84, p=0.000, 

CMIN/DF=2.300, GFI=0.798, AGFI=0.712, 

CFI=0.918, RMR=0.049, RMSEA=0.113, 

NFI=0.866, IFI=0.920

3.2.2 제안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 검증

모형의 합도 추정치들은 이론모형이 표본자료와 얼

마나 잘 합치하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형분석 

결과에는 다양한 추정치들이 제공된다. 어느 합도 지

수가 가장 좋은가에 한 최종 인 언 은 재 없으며, 

합도 지수 선택은 검정되는 특정모형, 요인 부하의 크

기, 표본의 크기에 어느 정도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2]. 

이 듯  합도 지수들은 각각의 장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지수의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

는 것 보다 여러 지수들의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합리 이다[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제안한 가설  경로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정하기 해 합도 지수인 카이스

퀘어,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RMSEA), 비교 합지수

(CFI), 기 합지수(GFI), 수정기 합지수(AGFI), 표

화 합지수(NFI), 비표 화 합지수(NNFI) 값을 모형

의 합도 지수로 사용하 다. 특수교사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한 요인간의 가설  경로모형의 합도 지

수는 <표 6>에 제시하 다.

<표 8>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부합도
²

(df)

RM

SEA
CFI GFI

AG

FI
NFI

NN

FI

값
142.082

***

(81)
.086 .954 .856 .786 .902 .902

GFI = Goodness of Fit Index, 

AGFI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 Goodness of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 Normed Fit Index, NNFI = Non-Normed Fit Index.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² = 142.082(p > .000), 

자유도 81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련된 요인들 간의 가설  경로모형의  합도 지

수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

(RMSEA) .086, 비교 합지수(CFI) .954, 기 합지수

(GFI) .856, 수정기 합지수(AGFI) .786, 표 합지수

(NFI) .902, 비표 화 합지수(NNFI) .902로 가설  구조

모형의  합도 결과에 의하면, 이 연구의 가설  구

조모형은 연구모형으로써 필요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도는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추정치에 한 가설검증을 하려면 추정된 값을 표

오차로 나 는데, 이 값은 t분포를 따른다. 임계치(critical 

ratio)는 비표 화계수를 표 오차로 나  값이며 t분포

는 략 정규분포인 z 분포를 따르므로, z 분포 임계치의 

 값인 1.96보다 크면 유의미한 경로라고 단 할 수 

있다. 가설검정결과는 <표 9>과 같으며, 최종모형은 <그

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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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검정결과

경로
표 화

계수
임계치

유의

확률

개인의 신성

   -> 성과에 한 기
.180 1.925 0.054

개인의 신성 

   -> 행 의도
.103 3.232 0.211

사회  향

  -> 성과에 한 기
.351 2.722 0.006

**

사회  향

   -> 행 의도
.382 3.232 0.001

**

성과에 한 기  

   -> 행 의도
.542 5.127 0.000

***

**p < .01, ***p < .0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신성이 성과에 

한 기 에 미치는 향은 ß = .180으로 나타났으며, 개

인의 신성이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은 ß = .103, 사회

 향이 성과에 한 기 에 미치는 향은 ß = .351, 

사회  향이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은 ß = .382, 성과

에 한 기 가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은 ß = .542로 나

타났다.

합치도가 좋은 모형일지라도 합치도의 정도가 비슷하

면서 잠재요인 간의 경로가 다르게 설정된 안모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종모형의 잠재

요인 간의 구조가 어떤 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나타

낸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최종 모형 

역시 특수교사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한 요인간의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이러한 

모습을 띄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

이다. 

0.542
(5.127)

0.180(1.925)

0.351(2.722)

0.103(1.925)
개인의
신성

성과에
한 기

행
의도

사회
향

0.382(3.232)

      유의한 경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2] 경로에 대한 최종모형

<그림 2>의 최종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향과 성과에 한 기 (ß = .351, p < .05) 요인 간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향과 행 의도(ß = 

.382, p < .05) 요인 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향은 행 의도와 성과에 한 기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향은 행 의도

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에 

한 기 와 행 의도(ß = .351, p < .001) 요인 간에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에 한 기 가 행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성과 

성과에 한 기 (ß = .180)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개인의 신성과 행 의도(ß = .103) 요인 간에

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는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하여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

에 련된 요인들 간의 구조를 밝히는데 그 목 이 있다.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개인의 신성, 사회  향, 성과에 한 기 , 

행 의도를 요인으로 설정하 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어

떠한 구조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경로모형을 

설정하 다. 설정한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가설  구조모형이 실제자료와 합치하는지 분석하 다. 

요인들 간의 상 계는 개인의 신성, 사회  향, 

성과에 한 기 , 행 의도 모든 요인들에서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은 모수추정치가 통

계 으로 유의하고 경로가 이론 으로 타당하며 합치도 

지수가 양호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 다. 

설정된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을 통한 최종모형 가설

검정결과를 보면, 사회  향이 행 의도에 향을 미

치는 직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향이 성과에 한 기 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향은 성과에 한 

기 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에 한 기

는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신성은 성과에 한 기 나 

행 의도에 직 이거나 간 으로 미치는 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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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들 간의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합도

가 양호한 모형을 도출하 다. 특히 권오 (2010)[3]에서

는 일반인들의 스마트폰 수용에 있어서 개인의 신성과 

사회  향 모두 유의한 요인으로 제시했으나 특수 교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들에게 있어서 스마트 미디어의 

수용이 개인의 신성 보다는 사회  향이 더 유의한 

요인으로 명되었다. 이것은 비교  사회 으로 연 성

이 높은 그룹인 교사라는 에서 동료교사의 향이나 

추천이 그만큼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큰 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구조

모형의 모수 추정치가 통계 으로 좋은 모형이라도 잠재

요인간의 경로가 다르게 설정된 안모형이 존재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모형의 잠재요인간의 구조가 어떤 

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나타낸다고 단언 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이 연구의 최종모형도 특수교사들의 스마트

미디어 수용에 한 경로를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한 향후 과제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과 특수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인들과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특수교사들의 

스마트미디어 수용에 한 련 요인간의 계를 알아보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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