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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글로벌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교육에 대해 국방 분야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모형은 스마트교육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설정하여 설계하였다. 측정항목의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
과로 스마트 교육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시스템, 콘텐츠, 관리, 내부조직, 사용 등 5개 영역으로 특
성을 분류하여 세부적인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영향요인이 효과적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연관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 교육, 사용자 만족, 정보시스템, 회귀분석, 국방교육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s the factors affecting user satisfaction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Smart-education in national defense recently at the national level and sugges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rough 
the empirical research to nurture creative talents globally. The study model was designed by setti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user satisfaction of smart education.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item, it was calculating the coefficient Cronbach's α and validity was verified by carrying out 
factor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as a Smart-education, factors affecting user 
satisfaction, content, management, internal organization, user characteristics, such as classified into five areas 
detailed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correlation analyzes were carried out factors influencing the most 
effective impact on training and user satisfactions were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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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교육이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독

립 이고 지능 인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습자 행동의 변

화를 이끌어 내는 활동을 말한다[1]. 한 스마트폰, 태블

릿 PC, e-Book 단말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와 솔루션으로도 정의된다[2].

스마트 교육은 학습자가 주체 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하면서, 환경 ·시 으로 지속

인 심이 생기지만, 성공 인 도입  구축과 운 에 

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3]. 특히 국방 분야의 스마

트 교육 용은 기단계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군 간부 양성기 의 도입단계

인 스마트 교육 용사례를 확인하고, 둘째,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과 경험  근거를 바탕으로 스마트 교육의 사

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며, 이를 군에 

응하여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활용

하여 스마트 교육의 성공 인 운 과 향후 시스템 도입 

정 부 의 효과 인 구축을 하여 정책  안을 제

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교육

2.1.1 스마트 교육 개념 및 특징

스마트 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

는 새로운 교육방법, 교육과정, 평가, 교사 등 교육체제 

반의 변화를 이끌기 한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

체제로써 최상의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인간을 심으로 

한 소셜러닝(Social- Learning)과 맞춤형 학습

(Adaptive-Learning)을 목한 학습 형태”라고 정의하

다[4,5].

[Fig. 1]과 같이 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은 

컴퓨터보조 수업에서부터 발 하여 왔으며, 재까지의 

스마트 교육은 U-Learning의 개념이 포함되어 정의된다

[6]. 스마트 교육의 특징은 맞춤형 학습으로 학습자 주도

이며, 직 인 이용자경험을 구 하여 기존의 e-Learning 

교육보다 편리성이 향상되었으며, SNS와 집단지성 등을 

활용한 Social-Learning이다[7].

(그림안 문표기) (가운

[Fig. 1] Progress and Difference in Learning

2.1.2 군 스마트 교육 사례 

군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간에는 양방향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학습자와 

학습자간에는 력  지식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

능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 로 정의한다. 군 스마트 

교육의 목 을 달성하기 해 Device, Security, Infra, 

Solution의 4개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Device는 자칠

 등 하드웨어 기기, Security는 정보보호를 한 보안, 

Infra는 네트워크  컴퓨  환경, Solution은 학습 리시

스템 등 소 트웨어로 분류하 다. 군 스마트 교육 체계

는 지식정보인 콘텐츠 제작과 장, 편리하고 안 하게 

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일종이다.

련 사례로는 군 합동성 강화와 워크 향상을 해 육·

해·공군 사 학교 생도들로 이루어진 이 커뮤니티를 

생성하여 실시간 의사소통하면서 과제 해결을 실시하는

데 활용하 다.

2.2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스마트 교육은 사이버 상에서 주고받는 정보를 기반

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응용서비스가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스마트 교육체계도 하나의 웹기반의 정

보시스템으로 콘텐츠가 원활하게 측정되고 평가되기 

해서 성공 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 이 필요하다.  

Delone & Mclean(1992)는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로

세스 개념으로 악하여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을 제시하

다.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이 실제 사용과 사용자 만

족에 향을 미치고 개인성과 와 조직성과에 향을 주

게 된다. 하지만 이 모델은 서비스품질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비 을 받게 되고 Delone & Mclean(2003)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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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뒤 서비스품질이 추가된 개선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을 [Fig. 2]와 같이 제시하 다[8].   

DeLone & McLean(2003)의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성

공 측요인으로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이라는 것과 사

용의도와 사용자 만족은 정보시스템 품질과 성공 인 실

제 효과 간에 매개 인 유효성을 갖는다는 이다. 그리

고 정보시스템 사용의도와 만족도는 정 혹은 부정 인 

효과에 향을 미침으로 결국 성공 인 실제 효과를 갖

는 요한 근원이 된다. 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의 측

정도구들이 자상거래로 확장  용되었으며,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가 사용의도에 향요인이라는 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스마트 교육 역으로 확장

하 다.

(그림안 문표기) (가운

[Fig. 2] Improved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3.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마트 교육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살펴보고, 세부 향요인을 변수로 도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 이러한 요인들이 군

의 스마트 교육에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살펴본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스마트 교육의 사용

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시스템 특성, 콘텐츠 특

성, 리 특성, 내부조직 특성, 사용자 특성 등 5개의 특

성과 각 특성별 세부 향 요인을 설정하고 [Fig. 3]과 같

은 연구모델을 설계하 다. 

3.2 연구가설 설정

3.2.1 시스템 특성

DeLone & McLean(1992)은 시스템 품질이 시스템 사

용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정보시스템의 

성과 모델을 통해 밝혔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의 후속연

구에서도 인용되었다[8]. 

(그림안 문표기) (가운

[Fig. 3] Research Model

Jennex & Olfman(2002)은 정보시스템 품질이 시스템 

사용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 으며, Sedden & Kiew(1994)도 DeLone& 

McLean(1992)이 제안한 평가기 의 인과 계를 증명하

는 연구에서 시스템 품질이 시스템 이용에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 다[9].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 로 시스템

특성이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H 1:시스템특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

H 1-1: 근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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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2:사용편의성과 휴 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1-3:단말기보 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

H 1-4:공유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1-5:보안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2:시스템특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2-1: 근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2-2:사용편의성과 휴 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친다.

H 2-3:단말기보 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2-4:공유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2-5:보안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3.2.2 콘텐츠 특성

서창교(2005)는 시스템의 콘텐츠 특성들이 정보시스

템 사용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10], 김용(2013)은 콘텐츠 품질이 지식활용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콘텐츠 품질이 높다고 

느낄수록 정보시스템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특성이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H 3: 콘텐츠 특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3-1: 합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3-2:지속개선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

H 3-3:신뢰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3-4:상호작용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

H 4: 콘텐츠 특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H 4-1: 합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4-2:지속개선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4-3:신뢰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4-4:상호작용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3.2.3 관리 특성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최고 리자 지원

의 요성은 1960년  이후부터 강조되어 왔던 주제 다

[12]. 김경규 등(2007)은 최고 리자의 리더십이 시스템 

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며, 군의 최고지휘 이 정

보시스템 활용이 참여와 심을 보일 때 활성화가 유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13].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

해 최고지휘  리더십, 평가  보상, 담인력 지원과 같

은 리 특성이 효과  교육  사용자 만족도의 가설을 

추론하 다.

H 5: 리 특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

H 5-1:최고지휘 과 리자 리더십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5-2:평가  보상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5-3: 담인력 지원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5-4:지속 인 산반 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6: 리 특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 6-1:최고지휘 과 리자 리더십은 사용자 만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6-2:평가  보상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H 6-3: 담인력 지원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H 6-4:지속 인 산반 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3.2.4 내부조직 특성

조직 내에서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콘텐츠 공유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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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ß)
t p VIF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invariable .233 .323 .694 .488

System .143 .071 .110 2.002 .045
**

1.564

Contents .289 .082 .204 3.481 .001** 2.013

Management .320 .068 .268 4.634 .000** 1.950

Organization - .152 .077 -0.115 -1.981 .047
**

1.996

User .458 .082 .329 5.627 .000** 1.973

Model Statistics
R R2 RevisionR2 F-Value p-Value D-W

.551 .303 .295 35.073 0.000
***

1.843
*: p<0.1, **: p<0.05, ***: p<0.01

<Table 1> Regression Analysis between Five Factors and Effective Education

성화되고 시스템 사용수 과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한다.

김경규(2007)는 동료들에 한 수평  신뢰와 경 진

에 한 수직  신뢰가 조직구성원의 콘텐츠 공유 의도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결국 정보시스템의 사용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13]. 이상과 같은 연구를 기

로 조직 내 문성, 신뢰  계, 커뮤니티 활동, 조직

내 상호 평가와 보상과 같은 조직특성이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H 7: 내부조직 특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H 7-1:내부조직 내 문성는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7-2:신뢰  계는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7-3:커뮤니티 활동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7-4:조직내 상호평가와 보상은 효과  교육에 유의

한 향을 미친다.

H 8: 내부조직 특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8-1:조직내 문성는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H 8-2:신뢰  계는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8-3:커뮤니티 활동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H 8-4:조직내 상호평가와 보상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

3.2.5 사용자 특성

스마트 교육체계 사용자 만족도 향요인 분석을 

해서는 사용자들의 특성과 필요한 요구사항을 하게 

악하고 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특성에는 심리  

특성과 과업특성, 경험 등이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기존의 통 인 정보시스템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다[10]. 스마트 교육 역시 정보시스템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스마트 교육에도 향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스마트 교

육에만 용되는 사용자특성만을 고려하 다.

H 9: 사용자 특성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9-1:스마트 교육 인식정도는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9-2:사용자의 취향과 기량은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 10: 사용자 특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H 10-1:스마트 교육 인식정도는 사용자 만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

H 10-2:사용자의 취향과 기량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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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ß)
t p VIF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invariable .292 .282 1.032 .302

System .147 .062 .118 2.381 .018** 1.564

Contents .534 .082 .389 7.481 .000
***

2.013

Management .167 .061 .168 2.634 .001** 1.950

Organization  .133 .067 .115 1.981 .030** 1.996

User .464 .072 .349 6.627 .000
***

1.973

Model Statistics
R R2 RevisionR2 F-Value p-Value D-W

.664 .440 .433 63.219 0.000*** 1.587
*
: p<0.1, 

**
: p<0.05, 

***
: p<0.01

<Table 2> Regression Analysis between Five Factors and User Satisfaction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ß)
t p VIF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invariable 2.526 .190 　 13.317 .000 　

User Satisfaction .579 .034 .591 17.044 .000 1.000

Model Statistics
R R2 RevisionR2 F-Value p-Value D-W

0.591
a

0.349 0.348 290.500 0.000
***

1.966
*: p<0.1, **: p<0.05, ***: p<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ser Satisfaction and Effective Education 

3.2.6 효과적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

스마트 교육체계는 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 성과 측정

이 경제  효과와 인간  효과의 두 측면으로 나  수 있

다. 경제  효과는 측정의 계량화 문제 때문에 주로 인간

 효과에 의존하고 있다[14].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성과

를 측정하는 변수로 시스템 사용, 사용자 만족 등이 일반

으로 사용된다[15].

DeLone & McLean(1992)은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을 

통해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사용이 늘어난다고 하 으며, 

한 시스템 사용과 사용자 만족 간의 계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사용이 늘어날수록 사용자가 만족을 느끼게 되

고,  반 로 사용자가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사용이 늘

어난다고 하 다[8,9].

이상과 같은 연구를 기 로 시스템 사용은 스마트 교

육에 있어 효과  교육의 실행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에 상호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H 11: 효과  교육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H 12: 사용자 만족도는 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4. 실증적 분석

군 교육기  상으로 설문지를 총 54문항으로 구성

하 으며, 544부를 분석에 이용하 고 부분 교육생

(94.1%)로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응답자로 구성되었

다.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고, 모든 값이  0.7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타당성은 개념타당성 

분석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직교회  방식, 주성분분

석을 활용하 으며 기 재량(0.5이상)에 미치지 못한 

시스템특성(SS7), 콘텐츠특성(CS2,5,6), 리특성(MS6) 

항목을 제거하 다. 

4.2 가설 검증

4.2.1 효과적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설검증은 회귀분석 방식을 통해 효과  교육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하여 종속변수로 효과  

교육을 두고 5개 특성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실시

하 다. 회귀분석 결과, 시스템 특성 등 5개 특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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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교육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1, 가설 3, 가설 5, 가설 7, 가설 9가 모두 채택되었다.

4.2.2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5개 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2>, 시스템특성 등 5개 특성이 모두 사용자 만족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설 2, 가설 

4, 가설 6, 가설 8, 가설 10이 채택되었다.

4.2.3 사용자 만족과 효과적 교육 간의 가설 검증

가설 11은 ‘효과  교육’이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서, ‘효과  교

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3>

와 같이  ‘효과  교육’이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4.2.4 연구가설 검증 결과

실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델은 반

으로 합하 으며 연구가설 검증 결과는, 시스템 특

성, 콘텐츠 특성, 리 특성, 내부조직 특성, 사용자 특성 

등 5개 요인이 모두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 간에도 상호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 졌다. 각 특성별 요인이 군 스마트 교육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스템 특성 측면에서는, ‘ 근성’, ‘단말기보 ’, ‘공유

성’이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정  향을 미

치고 ‘보안성’은 사용자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다.

콘텐츠 특성 측면에서는, ‘ 합성’, ‘상호작용성’이 효

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모두 정 인 향을 미

친다.  리 특성 측면에서는, ‘최고지휘 과 리자 리더

쉽’, ‘지속 인 산반 ’이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

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 담인력 지원’은 사

용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내부조직 특성 

측면에서는, ‘조직 내 문성’, ‘커뮤니티 활성화’, ‘조직 내 

상호 평가와 보상’은  효과  교육과 사용자 만족도에 모

두 정 인 향을 미친다. 사용자 특성 측면에서는, ‘인

식정도’, ‘사용자의 취향과 기량’이 효과 인 교육과 사용

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군 스마트 교육 도입을 한 사용자 만족도

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 으로 분석하여 으로써 국방뿐 

아니라 일반 교육기 에서도 스마트 교육 체계의 도입에 

가이드와 성공 요인에 한 지표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스마트 교육은 국가 략산업으로써 양 인 발

을 기하고 있기에 질 인 성공을 해 면 한 실증  분

석을 실시하 다. 

결론 으로, 군 스마트 교육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해서는 군 스마트 교육체계 측면에서 시스템 품질과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내부조직 측면에서 

최고지휘 의 심과 지속 인 산 반 , 담조직의 

지원, 문성 함양이 무엇보다 요하다. 한, 교육 콘텐

츠 공유 활성화를 한 공감  조성, 지 재산권 보호에 

한 조직의 인식과 동참을 통해 군 스마트 교육의 성공

인 구축과 운 이 달성될 수 있으며, ICT 발 과 연계

한 다양한 기기  콘텐츠를 활용하고, 시스템 특성과 콘

텐츠 특성을 반 한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방 

스마트 교육 활성화에 효과 인 성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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