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이용자의 태도를 측하고

행동의도를연구하는이론인기술수용이론은TRA(Theory

of Reasoned Action),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로 발 되어왔다.

그 TAM은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발 되어 왔지만신

기술을 용함에 있어서 외부요인들이 추가에 한 타당

성이 부족하고 기술수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하여 정보기술에 한 통합 인

측면에서 근한 UTAUT(Unifief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이 제시되었다[1]. 행동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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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인지학습이론이 결합되어 실 세계에서 발생되는

범 한 학습 경험을 포 할수 있는 교수-학습모형이

며,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면서 단순히 ‘사회 ’이

라는 사 의미를 넘어 참여, 공유, 개방, 업 등을 포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는 소셜러닝(social

learning)은 소셜 미디어 는 소셜 툴을 활용하여 타인

과 함께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ICT기술의 발 과 함께

소셜러닝은 학습모형의 필수 인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

고, 많은 조직들의 용 방법에 해서 연구하고 시도를

해보고 있다[2].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과 교육기

술의 발 이 계속 으로 변화하고 있다. m-learning은

스마트폰 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

유롭게 인터넷에 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

템이다. m-learning을 학습에 용할 때 모바일 뿐 아니

라 m-learning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논리

이고 객 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m-learning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학습자 변화, 교수학습의 환경변

화, 기술 변화가 존재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우리나

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러닝은 인간을 심으로

한 소셜 러닝(Social learning)과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목한 학습 형태이다. 스마트시 에 새로운

학습인 m-learning은 S(self-directed), M(Modivated),

A(Adaptive), R(Resource enriched), T(Technology

embeded)의 5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속하게 변화

하는 환경에 맞추어 목성장하고 있다[3]. 최근 ICT기

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은 차 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

세에 m-learning과 정보기술의 통합측면으로 제시된

UTAUT에 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재 교

육은 환경의 격한 변화에 능동 이고신속하게 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은 학에서 UTAUT에 기반한

m-learning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고어떠한 요

인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요하게 작용하고있는지를 실

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UTAUT  m-learning에 한 

기존연

2.1 통합기술수용 론(UTAUT)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는 Venkatesh 등(2003)에 의하여 제시된 정

보기술 수용에 한 통합 으로 근한 이론이다.

UTAUT모형은 인간의 행동은 합리성에 의한 자발 통

제 하에 형성된 태도와 주 규범으로부터 심리 부

분의 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TRA(Theory of Reasoned

Action), 인간의 사회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나타내

는 이론인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시스템사

용의도가 시스템 사용을 결정하고 의도는 사용에 한

태도에 향을 받아 결정된다는이론인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과 TPB를 결합한 C-TAM

-TPB(Combined TAM and TPB), 분석을 한 새로운

임 워크를 제공하기 해 결합한MPCU(Model of

PC Utilization), 개인은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는 이론인

MM(Motivation Model), 신확산속도와 채택시 의 차

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악하는 IDT(.Innovation

Diffusion Theory), 개인의 지식 습득의 일부가 경험, 사

회 상호 작용 외부매체 향의맥락에서다른사람

들을 찰하는 것과 직 으로 련 될 수 있다는

SCT(Social Cognitive Theory)의이론을통합여여각개념

을 구성하 다. UTAUT Model은 다음 Fig. 1과같다[1,4].

Fig. 1. UTAUT Model

그림에서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ncy)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 믿는 정도이다. 노력기 (Effort Expectancy)는 시스

템이노력에 따라 사용이용이한 정도이고 이는 TAM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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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인지된 유용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사회 향

(Social Influence)은 주 의 요한 사람이 새로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믿는 정도로정보기술의 사용은

주 사람의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은 시스템 사용에 도움을 주는 조

직 , 기술 인 라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정도이다[1].

2.2 m-learning

m-learning은 휴 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 휴 폰,

PDA, 스마트폰 같은 휴 용 기기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서비스이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특정 부분을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m-learning은 이러닝의 모바일화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닝에서 유러닝과 교육을 목함으로써 공 자 심

이 아닌 수요자 심의 교육으로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공간 한계 을 극복하고 모든 공간을학습공간으로 확

장할 수 있는 개념이다[5].

2.3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학습과정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과 달성한 성과에 한 학습자의 지각을 의미

한다.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

으로 흡수하여 효과 인 학습을 하게 되므로 만족도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습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강의에서 교수자와 만족도

의 계를 연구하 는데 학습자는 교수자의안내에 따라

학습할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컴퓨터 활용능력이 학습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하여 기술요인을구성하는 정

보 가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를 한 결과 학습

만족도의 요인으로 시스템 안정성, 다양성 평가, 이러닝

품질, 태도, 유동성 등이 있다고 하 다[7].

Hassanein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시스템상태, 유

용성 인지, 심화학습 제공, 흥미요인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라는 것을 검증하 다. 학습자가 사용하는

지각하는 유용성이 강의에 한 만족도를측정하는 요

한 변수라고 하 다[8].

학습자 만족도에 한 평가는 교육 로그램에 참가

한 후 학습경험에 하여 평가를 하거나 학습경험에

한 감정이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족도를 평가하

여 교육 로그램에 한 운 의 품질과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학의 교육도 학습자 심의 체계로 변화

함에 따라 교육도 서비스 차원에서 학습자 만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교육 효과룰 향상시키

고 학습의지, 학습동기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학습자 만족의 의미는 선택된 안에 한 사 신념

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9].

학습자 만족도 하 요인으로는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

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콘텐츠 품

질요인, 시스템품질이 있다[6-8].

3. 가 정  실 적 료 

최근 정보기술의 발 으로 정보에 한 보안이 차

요하게 되면서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인이 보안성

이다. 모바일에 인지된 보안성이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보안성이 성과기 와 노력기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0].

<가설 1-1> 보안성은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보안성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유용성은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에 요한 변수로

제시하 고 선행연구에서 정보시스템과 련하여 유용

성이 높을수록 성과기재와 노력기 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1,11].

<가설 2-1> 유용성은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2> 유용성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신뢰성을 정보기술을 사용하는데 기능이나 정보를 믿

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신뢰성은 성

과기 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검증되었다. 인터넷

시스템에 한 연구에서도 신뢰가 성과와 용이성에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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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신뢰성은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2> 신뢰성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기술은 다양한 용도로 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양

한 용도로 용이 가능한 기술 속성은 새로운 기술을 활

용하여 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감소시키고성과향상에

하여 기 를 향상시킨다[1].

<가설 4-1> 다양성은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2> 다양성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하나는 경제성이다.

기업을 확장단계에서 비용 감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서비스도입에 한 연구에서 비용 감

특성이 성과기 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1,13].

<가설5-1> 경제성은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5-2> 경제성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UTAUT를 이용한 연구에서 성과기 는 요한 요인

으로 검증되었다 모바일 뱅킹수용에도 성과기 는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서비스 사용만족에도

성과기 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4].

<가설 6> 성과기 는 m-learning 학습자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성과가 좋거나 유용한 기술이라도 정보기술을 사용함

에 있어 어렵거나 용하기 불편하다면사용자는 노력이

게 드는 기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서비스 사

용에 노력기 가 향을 다고 하 다[1,15,16].

<가설 7> 노력기 는 m-learning 학습자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Fig. 2는 UTAUT에 기반한 m-learning 만족도에 미

치는 요인에 한 연구 가설 모형이다.

Fig. 2. Research Model

4. 실 적 연  

4.1 변수  측정항목 

본 연구의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에 한 측정항목과

근거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rvey items 

Variables Measurement item Reference

security

abuse of information
external threat,

information leakage
data forger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ptista and
Oliveria(2015),

Venkatesh et al (2003)

availability

network
server overload

data
system

distributed structure of
technology

Venkatesh et al (2003),
DeLone and
Mclean(2003)

trust

data safety
data error
information

data transparency
computer service

Venkatesh et al (2003),
Reid and Levy(2008)

diversity

service
range
usage
field

function

Venkatesh et al (2003)

economics

system operation cost
construction cost
purchase cost

maintenance cost
operating expenses

Venkatesh et al (2003),
Martins, Oliveria and

Thoma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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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료수집과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분석방법으로 SPSS 22.0을 이

용하여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 다. 본 연구는 2017

년 5월 한달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생 3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측치나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89부(96.3%)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남성이 151

명(52.2%), 여성이 138명(47.8%)이며, 1학년은 78명(27%),

2학년 51명(17.6%), 3학년 86명(29.8%), 4학년 74명(25.6%)

으로 나타났다. 공은 인문사회 학 58명(20.1%), 경

학 101명(34.9%), 공과 학 87명(30.1%) 술 학 26

명(9%), 기타 17명(5.9%)이다.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

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하

여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요인분석은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 방식을 사

용하 으며 신뢰성은 Cronbach'α 값이 0.7이상일 경우

해당 변수는 신뢰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17]. 확인

요인분석 결과 반 인모형 합도(Model Fit)는 χ2

=357.486(p=0.002), RMSEA=0.029, GFI=0.921, AGFI=0.893,

NFI=0.958, CFI=0.992, TLI=0.988, RMR=0.041로 나타나

모두 만족스러운 수 으로 나타났다[18].

다음 Table 3은 구성개념의 상 계와 모든 요인의

개념 신뢰성과 추출된 분산평균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d Construct Reliability

Variable
secur
ity

availab
ility

trust
diver
sity

econ
omics

perfor
mance
expe
ctancy

effort
expe
ctancy

learn
er

satisf
action

1 1.000

2 .741 1.000

3 .513 .655 1.000

4 .537 .674 .773 1.000

5 .648 .733 .619 .665 1.000

6 .174 .272 .469 .501 .406 1.000

7 .089 .138 .172 .143 .214 .657 1.000

8 .076 .126 ,193 .181 .152 ,619 .764 1.000

AVE .925 .893 .901 .892 .885 .768 .894 .897

CR .964 .936 .941 .943 .934 .812 .906 .938

*모든 상 계수는 p<0.01 수 에서 유의함

변수들의 상 계에 하여 유의한 지 분석을 실시

하 다. 통계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

의 값은 0.8 미만이므로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든 요인 재치의 개념신

뢰성(CR: Construct Reliability)은 0.7이상이고 추출된

평균분산평균(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모

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은 모두 합한 것으로 확

performance
expectancy

expansion
competitiveness
new opportunities

Improve of performance
growth

Venkatesh et al (2003),
Venkatesh,. Thong and

Xu(2016)

effort
expectancy

application
learning
use

proficient
understanding
utilization

Venkatesh et al (2003),
Venkatesh, Thong and

Xu(2016)

learner
satisfaction

perceived usefulnes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teraction,

content quality
system quality

Grossman et al.(2007),
Sun et al(2008),

Hassanein et al.(2010)

Measure
ment
scale

securi
ty

avail
ability

trust
divers
ity

econ
omics

perfor
mance
expec
tancy

effort
expec
tancy

learn
er

satis
facti
on

cronb
ach'α

se

1 .85 .21 .19 .11 .17 .02 .01 .19

.9562 .84 .26 .15 .16 .21 .01 .02 .07

3 .81 .28 .14 .18 .20 .01 .04 .01

av

1 .31 .78 .20 .14 .21 .06 .05 .02

.9312 .38 .73 .25 .19 .27 .08 .02 .01

3 .28 .77 .19 .25 .12 .01 .01 .02

tr

1 .12 .23 .83 .24 .15 .12 .03 .04

.9422 .20 .14 .79 .31 .18 .14 .01 .05

3 .18 .18 .81 .29 .15 .08 .05 .03

di

1 .13 .19 .29 .79 .23 .12 .04 .01

.9232 .19 .15 .34 .77 .21 .09 .03 .07

3 .18 .20 .32 .73 .78 .15 .01 .09

ec

1 .23 .21 .18 .24 .75 .04 .06 .03

.9152 .24 .23 .24 .18 .72 .11 .03 .02

3 .27 .28 .13 .17 .71 .15 .04 .06

pe
1 .01 .09 .11 .08 .16 .81 .19 .15

.766
2 .01 .00. .17 .17 .04 .78 .18 .32

ef
1 .06 .01 .03 .03 .01 .17 .87 .29

.857
2 .01 03 .05 .02 .11 .25 .76 .48

le
1 .03 .03 .07 .04 .01 .14 .27 .91

.903
2 .01 .91 .04 .07 .06 .19 .24 .87

eigen
value

2.89 2.41 2.69 2.57 2.38 1.62 1.65 2.14

% of
variance

11.41 9.27 10.64 9.48 9.14 6.03 6.08 8.15



한 디지털정책학회논 지 제16  제7호128

인되었다[17,18].

4.3 가  검

연구 가설에 한 검증을 해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

(Covariance Structure Model)을 AMOS 로그램을 이

용하여 검증하 다,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Path Analysis

Hypothesis Route
Path

Coefficient
S.E C.R Result

H1-1
security
→performance
expectancy

0.175 0.077 2.298** accept

H1-2
security
→effort
expectancy

0.109 0.097 1.131 reject

H2-1
availability
→performance
expectancy

0.106 0.097 1.097 reject

H2-2
availability
→effort
expectancy

0.120 0.126 1.003 reject

H3-1
trust
→performance
expectancy

0.137 0.092 1.502 reject

H3-2
trust
→effort
expectancy

0.093 0.120 0.778 reject

H4-1
diversity
→performance
expectancy

0.208 0.094 2.183** accept

H4-2
diversity
→effort
expectancy

0.072 0.133 0.529 reject

H5-1
economics
→performance
expectancy

0.172 0.106 1.648* accept

H5-2
economics
→effort
expectancy

0.183 0.137 1.355 reject

H6

performance
expectancy
→learner
satisfaction

0.261 0.076 3.647*** accept

H7

effort
expectancy
→learner
satisfaction

0.621 0.062 10.638 accept

*p<0.1, **p<0.05, ***p<0.01

경로분석 결과 모형의 보안성이 성과기 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보안성은 성과 기 를 향상시키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에 한 보안성이 좋을수록 성과에 하

여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과 경제성도 성과

기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의 용

범 가 넓어 성과에 한 기 도 좋고 비용효과도 성과

기 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변수인 성과기

와 노력기 는 학습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학습자의 만족도는 향후 학습에 성

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 와 노력기 가 요한 요인이라

고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학에서 UTAUT에 기반한

m-learning 환경에 미치는요인을 정리하고 어떠한 요인

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각 요인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SPSS 22.0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 으며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

다. 분석결과는 보안성이 성과기 와 노력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보안성은

성과 기 를 향상시키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에 한 보안성이 좋을수록 성과에 하여 기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과 경제성도 성과기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의 용범 가 넓

어 성과에 한 기 도 좋고 비용효과도 성과기 를 높

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변수인 성과기 와 노력기

는 학습자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학습자의 만족도는 향후 학습에 성과가 있

을 것이라는 기 와 노력기 가 요한 요인이라고 단

된다. 이런 결과는 모바일을 이용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밝힘으로써

보안성, 다양성, 경제성이 성과기 에 요한 요인이며

성과기 와 노력기 는 학습자 만족도에 고려해야 할 요

인임을 밝히고 향후 m-learning 운 에 필요한 기 자료

를 제공하 다는 시사 이 있다.

이와 같은 시사 에도 불구하고 UTAUT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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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일부만을 분석하 다는 한계 이 있다. 한

m-learning을 학교육에 용할 때 학의 지원환경과

기술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학생

외에 일반인에 한 분석도 포함한 여러 향 요인 분석

을 통하여 계속 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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