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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활용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은 기업교육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정보습득과
지식공유를 지원하는 스마트러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교육 관점에서 서비스 특성요인과 기업
혁신성(Organizational Innovativeness)을 반영한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중심으로 스
마트러닝 수용 의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의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일반 직장인(Employee)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업교육 담당자(HRD Manager)를 대상으로 스마트러닝 수용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용성, 편의성과 이용촉진요인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경
제성이 스마트러닝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환경변수에 해당하는 기업혁신
성 역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스마트러닝 이용제약요인에 해당하는 학습집중 방
해, 실재감 부족은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교육 담당자를 중
심으로 스마트러닝 수용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교육이 기업의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자들과 솔루션 및 콘텐츠 공급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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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diffusion of learning that utilizes smart devices(Smart Learning) facilitates information acquisition and knowledge sharing. 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of smart learning and its diffusion based on the modifi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which reflects service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In contrast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workplace learning that primarily focuses on employees, this study analyzes the adoption of smart learn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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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업들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
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
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33]. 과거에는 기업의 유형자
산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었다면, 지금
은 지식이라는 무형자산이 유형자산 못지않은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46].

와 차별화된다. 특히 기업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
용 의도를 분석한 것은 기업에서 새로운 교육기관 선
정, 과정 기획 등 교육관련 의사결정은 주로 일반직원
이 아닌 기업교육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무적, 학문적 차원에서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근 기업교육의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스마트러닝을 통해 기업교육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중 인력에 대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2000년대 들어
이러닝(e-Learning)을 중심으로 기업의 중요한 교육수
단으로 자리를 잡았다[37]. 하지만 기업의 온라인 교육
은 오프라인 중심의 집합교육(Off the job)을 단순히 온
라인으로 변형한 형태가 많아, 학습자의 만족도가 낮
고, 학습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는 이러닝이 개인
맞춤형 학습보다는 보편적 학습자를 위한 특정 콘텐
츠 기반의 서비스로서, 학습동기 부여, 학습자간 상호
교류 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스마
트러닝 특성과 기존 온라인 러닝 분야 기술수용 연구,
기업혁신성과 교육서비스 수용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
적 배경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중심
으로 스마트러닝 특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세부 가설을 구체화한다. 4장에서는 기업교육 담당자
대상의 스마트러닝 수용의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
구 의의를 살펴보고, 스마트러닝 도입에 따른 기업교
육 변화와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최근 기업들은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기업교육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8]. 특히 기업교육의 초점이 과거 “몇 명이 몇 시
간 교육을 채웠느냐?”는 양적 성장에서 “무엇이 얼마
나 개선되었는가?”라는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기업교육
협회(ASTD)는 기업교육의 ‘스마트’ 패러다임 변화를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고도의 성과를 내는 기업 문화의 기반
으로 이해하고 있고, 형식적인 학습(Formal Learning)에
서 비형식적 학습(Informal Learning)까지 조화를 이루는
기업교육의 발전된 미래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14].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직원
의 중요한 업무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
트 기기들은 기업교육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때 협업·소통·참여를 통해
보다 수요자 중심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기업교육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
한 정보기술(SNS, 클라우드 컴퓨팅, 3D 등)을 활용하
는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수용 의도를 기술수용모
형(TAM)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그동안 이러닝 특성
을 반영한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기업혁신성이라
는 조직환경변수를 반영하고, 개인(Individual) 단위의
학습자(Employee)가 아닌 조직차원(Organization)에서
기업교육 담당자(HRD Manager)를 대상으로 기업의 스
마트러닝 수용 의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2.1 스마트러닝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
습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5]. 기업교육에서 스마트러닝을 보다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닝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한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이러닝은 학습자가
회사나 가정 등 고정된 장소의 PC를 통해 학습 콘텐
츠를 이용하는 것이다[20]. 이에 반해 스마트러닝은 온
라인 학습이라는 점에서 이러닝과 유사하나 스마트기
기 기반의 이동성(Mobility)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 이러닝과 구별된다. 물론 스마트러닝 이전에 모바
일러닝(m-Learning)을 통한 학습 역시 이동성을 지원
했지만, PC 기반의 이러닝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를 단
순히 피처폰 형태의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는 수준
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출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중화, WiFi/4G 인프라
확대, 데이터 정액요금제 등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이
동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학습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호작용성을 강화하고, 요금부담 없이 학
습이 가능하도록 변화하고 있다[15]. 아울러 셀프 퍼블
리싱 모델(Self Publishing Model)과 같은 웹 2.0 장점을
활용한 참여, 공유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까지 가능해
지면서 스마트러닝은 기존 이러닝, 모바일러닝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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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13]. <표 1>은 이러닝, 모바일러닝, 스마트러
닝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온라인 러닝 특성 비교

특성

이러닝
Off-line 학습
보조수단

단말
Desktop PC
중심
형태
네트워크
유선 인터넷
인프라
교육비용절감,
장점
멀티미디어
콘텐츠
단점

이동성 제약

출처

[22][35][37]

모바일러닝
e-Learning 학습
보조수단
피쳐폰, PDA 등
모바일(3G)
이동성(Mobility)
지원

스마트러닝
비공식적 학습중심,
SNS활용(소셜러닝)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포함)
광대역무선인터넷
(4G,WiFi), 클라우드
협업(Collaboration),
상황(Situated)학습,
앱(App)활용

작은 스크린,
학습인프라 확산
느린속도, 끊김,
초기단계
저장용량한계
[42][56]

[34][36][51]

기업에서 스마트러닝이 적용되는 상황을 구체적으
로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는 일방향
학습이 아닌 자신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문점
또는 ‘관심 주제(Topic)’를 등록하고 일련의 ‘교육 과
정’을 만들 수 있다. 이때 사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 기여자(Contributor)가 되고, 학습자
(Learner)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활용되는 지식은 ‘학습은행(Learning
Bank)’과 같은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축척되며, 단순한
자료가 아닌 정보의 중요도나 순서에 따라 학습 흐름
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블로그나 위
키(wiki·웹 기반 백과사전)와 연결되어 기업 내의 다
른 학습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 참여까지 함께할 수도
있다. 이때 정형화되어 있는 전달 중심의 일방향 기업
교육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다. 물론 3D,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에 대한 이해, 재미를 높일 수 있으며, e북 리더기
처럼 본인이 수강한 지점을 자동 저장하여 나중에 재
수강시 자동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편
리함도 경험할 수 있다[1]. 이렇게 되면 기업교육은 특
정한 교육 콘텐츠 공급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재적소의 전문가를 통
해 보다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4].
2.2 온라인 교육 분야 기술수용 연구
하이테크 제품이나 혁신적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

용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50].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도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러닝 수용 관련 연구는 이러닝, 모바
일러닝, Virtual 러닝, 디지털 러닝, 웹 기반 러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진행되어 왔다[3][27][39].
둘째, 학생, 직장인, 교수/선생님, 엔지니어, 간호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 수용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31][45][52][57]. 셋째, 온라인 러닝 수용
연구에서 유용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혀졌다. 그
외에 신뢰성, 재미, 즐거움, 사회규범, 플로우 등 새로
운 변수가 도입되어 선행변수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9][12][17].
<표 2>와 <표 3>은 TAM을 활용한 이러닝과 모바
일러닝의 주요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2.3 기업혁신성과 교육 서비스 수용
기업교육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세스이다[40].
과거 기업교육은 근로자의 조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현장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서 사
전에 계획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Formal) 교
육훈련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
화함에 따라 공식적인 교육훈련과 더불어 업무현장에
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진행되는 비형식적
(Informal) 교육훈련 또는 학습활동 역시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이제는 형식적 학습과 비형식 학습 특
성이 혼합된 블런디드(Blended) 러닝이 기업교육의 주
요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12].
기업교육이 점차 블렌디드 러닝화되는 과정에서 기
업혁신성은 개인혁신성이 혁신적 기술 또는 제품 수
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18], 업무 현장뿐
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장소, 정형화되지 않은 학습 과
정에서 수용 또는 채택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수한 성과를 만드는 조직은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성장단계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고유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
은 조직에 비해 특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경
영은 그러한 핵심역량 또는 경쟁우위를 파악하고 적
합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일찍
부터 주장되어 왔기 때문이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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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러닝 분야 TAM 관련 연구
연구자
Ong, C-S 외
(2004)
[45]
유시정,
오종철 (2006)
[11]

내용
- 이러닝 이용 6개 기업 엔지니어 140명 대상으로 이러닝 수용 분석
- 자기효능감은 유용성과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
- 특히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용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
프라버시 보호와 보안성에 대한 관심 필요
- 학습자가 이러닝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확인하고 학습자 스타일에 따른 영향관계를 분석
- 이러닝 사이트 품질요인(서비스, 시스템, 콘텐츠)이 학습자 학습스타일(상황-종속적, 상황-독립적)에 따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지각된 유용성과 편의성은 이용의도의 선행변수임을 확인

노미진,

- 이러닝 이용경험이 있는 20, 30대 중심의 203명 대상

이원빈,

- 이러닝 사이트 특성(유희성, 정보풍부성, 적합성, 자기효능감)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 분석

정경수 (2008)
[7]
배재권,
정화민 (2009)
[9]
오종철
(2010)
[10]

- 유희성, 적합성, 자기효능감은 유용성에, 자기효능감은 사용 용이성에 영향을, 유용성, 사용 용이성, 신뢰성은 지속
적 이용의도에 영향
-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의 이러닝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407명 조사
- 시스템 특성, 정보 특성, 학습자 특성은 유용성, 사용용이성, 플로우 경험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인 이러닝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 실용적 속성을 가진 이러닝과 감성적이고 쾌락적 속성을 가진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수용 영향 요인을 UTAUT 모
형을 통해 개별적으로 비교분석
- 이러닝의 경우 성과기대, 예상노력, 사회적영향, 신뢰, 플로우경험, 촉진조건은 수용의도와 수용 행동에 유의한 영향
- 특히 새롭게 추가된 변수인 플로우경험과 신뢰는 기존의 UTAUT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27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닝 이용 촉진요인(편의성, 경제성)과 저해요인(실재감, 상호작용, 학습집중, 학습 지

권순동,
윤숙자 (2010)
[3]

연)을 구분, 유용성 및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분석
- 편의성과 경제성, 실재감 부족은 유용성과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습집중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반면 상호작용 부족, 학습지연은 유용성 및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Demet, K 외

- 웹기반 러닝 시스템(Web-Based Learning System)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장인(자동차산업) 546명 대상 분석

(2011) [27]

- 이용의향에 대해 사회적 영향이 유용성보다 높은 영향을, 이용태도에 대해서는 유용성이 편의성보다 높은 영향

Yoo, S-J 외

- 음식업종 종사자 226명을 대상으로 이러닝 이용동기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

(2012) [57]

- 내적동기(노력 기대, 태도, 열망)가 외적동기(성과 기대, 사회적영향력, 촉진 조건)에 비해 이용의향에 높은 영향

표 3. 모바일러닝 분야 TAM 관련 연구
연구자
Huang, J-H 외
(2006) [31]
정희정 (2009)
[17]

내용
- 타이완 대학원생 및 대학생 313명대상으로 모바일러닝 수용 분석
- 유용성과 편의성은 모바일러닝 수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새롭게 연구한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에 영향
- 개인의 차이가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주고 지각된 즐거움과 지작된 이동성이 모바일러닝 이용의향에 선행변수
- 모바일 영어학습 경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환경의 영어교육에서 편재성(Ubiquity), 이동성(Mobility), 자기주도적
학습능력(Self Directed Learning), 재미(Enjoyment)의 유용성과 용이성에 대한 영향력과 이용의향 관계를 확인
- 모바일러닝에 대한 사용자 수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성과 용이성이라는 신념 변수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태도

노미진 (2010)
[6]

와 의도와의 관련성을 분석. 아울러 모바일러닝 사이트 명성, 규모, 품질이 신뢰 형성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분석
- 사이트 명성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사이트 규모와 품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신뢰,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Liu,Y,외 (2010)
[39]
정경수,
이원빈, 노미진
(2010) [16]

- 중국 대학생 220명 대상으로 모바일러닝 채택 분석
- 단기/장기 유용성과 개인의 혁신성이 모바일러닝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 유용성이 단기 유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 특히 개인 혁신성이 용이성과 유용성에 선행 변수임을 확인
- 모바일러닝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충성도간의 관계 규명
-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자간 환경 등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성, 편리성과 고객만족간 관련성을 확인. 쾌락적
가치 및 실용적가치가 고객만족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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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스마트러닝 수용 의도를 분석하
기 위해 기술수용모형(TAM)을 활용하였다. 기존 이러
닝 및 모바일러닝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러닝
에서 차별화되는 이용촉진요인(상호작용성, 경제성)과
이용제약요인(실재감 부족, 학습집중 방해)을 문헌연구
를 바탕으로 선정하고 이를 외부요인으로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스마트러닝 수용 의도에 대한 선
행요인으로 유용성과 편의성을 기업교육을 위한 스마
트러닝 관점에서 해석하고 변수간의 영향력과 관련성
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를 활용한 혁신적
교육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기업혁신성이라는 조직환
경변수가 수용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하고자 이를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다. <그림 1>은
연구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닝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상호작용[41]과 경제성[48]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스마트러닝 환경
에 맞게 해석, 적용하여 유용성과 편의성,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스마트러닝의 상호작
용성은 학습자 상호간, 학습자와 교수간, 학습자와 학
습콘텐츠 사이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
서,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신속한 지식 습
득이 가능해지는 특성을 가리킨다. 또한 스마트러닝의
경제성은 첨단 ICT 지원으로 학습과정에 불필요한 과
정이 없어지고,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콘텐츠를
제작 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
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스마트러닝의 이용촉진요인이
유용성과 편의성, 그리고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 H1.1 스마트러닝에서 상호작용성은 유용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
- H1.2 스마트러닝에서 경제성은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1.3 스마트러닝에서 상호작용성은 편의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
- H1.4 스마트러닝에서 경제성은 편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2.1 스마트러닝에서 상호작용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2.2 스마트러닝에서 경제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스마트러닝 특성과 유용성, 편의성,
수용 의도와의 관계
기업의 스마트러닝 수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새로운 ICT 서비스 도입은 잠재적 수용
자의 선호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마케팅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19], 고객이 이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
는 요인을 찾아 서비스에 반영하거나 우려하는 요인
을 제거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 또는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였다[55].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러닝 이용촉진요인으로 이러

스마트러닝 이용제약요인은 실재감 부족[38]과 학습
집중 방해[23]로 선정하였다. 실재감 부족은 주로 원격
교수학습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호교류 과정에서
학습의 현실감, 생생함, 생동감 부족을 의미하고, 학습
집중 방해는 학습자에게 학습 과정에 불필요한 상황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마트러
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사실이 장점이기
도 하지만, 여전히 직접 보고 듣는 학습에 비해서는
체감하는 실재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학습에서 주
변 환경의 방해를 받을 경우, 오히려 학습하기에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업교육담당자
로 하여금 스마트러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하
는 데 부정적 요인이 되어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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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1 스마트러닝에서 실재감 부족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3.2 스마트러닝에서 학습집중 방해는 수용 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2.2 유용성과 편의성, 수용 의도와의 관계
기술수용모형(TAM)에서는 기술의 수용 의도와 태
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편의성 개
념을 이성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관점
에서 설명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은 잠재적 이용자
가 특정한 정보기술 혹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직
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가리키고,
지각된 편의성은 특정한 정보기술 혹은 시스템을 이
용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수고를 적게 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25]. 기술은 유용하다고 지각될
수록, 그리고 이용하기 쉬울수록 수용 의도는 보다 높
아지고, 실제 수용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기술수용
모형의 핵심이다[4].
스마트러닝은 이러닝이나 모바일러닝보다 개선 발
전된 온라인 학습 형태로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부
족한 역량이 보완되어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고, 보다
쉽고 편리한 학습을 가능하게 되어 수용 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4 스마트러닝에서 편의성은 유용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
- H5 스마트러닝에서 유용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6 스마트러닝에서 편의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2.3 기업혁신성과 수용 의도와의 관계
조직혁신성 가운데, 기업 중심의 혁신성 연구에서
는 ‘기업혁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업혁신성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제도 등을 다른 조직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빨리 받아들이는 특징으로 정의한다.
기업혁신성은 기업의 변화 추구성향을 나타내는 주요
한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기업혁신성이 높은 기
업은 새로운 프로세스, 아이디어 등까지 혁신적으로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경쟁력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58]. 일반적으로 기술 수용
과 관련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은 서비스 수

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
업 혁신성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스마트러닝이라는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러닝 자체
가 가지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적 요인
에 해당하는 기업혁신성이 스마트러닝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하였다.
- H7 스마트러닝에서 기업혁신성은 수용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변수 측정
기업의 스마트러닝 수용과 관련한 조사는 2013년 1
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중 기업교육 담당자 170명
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응
답의 일관성과 완결성이 부족한 12명을 제외한 총
15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기업교육담당
자는 기업 내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교육, 훈련 등을
개발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실제 교
육프로그램 기획, 교육훈련 진행, 교육활동, 교육훈련
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세
부적으로 남자는 97명, 여자는 61명이고, 연령대 별로
는 20대 30명, 30대 66명, 40대 33명, 50대 이상은 26명
이었다. 기업규모 측면에서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78명이며, 나머지는 300명 이하 규모의 기업교육담당
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를 토대로 스마트러닝에 맞도록
변수를 수정하고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를 통해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채택된 각 구성개념은 복수의 측
정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아니다’, 4 ‘중간’, 7 ‘매우 그렇다’) 로 구성하
였다. 세부 측정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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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정 문항 구성
연구
변수
상호
작용성

측정항목
교수자, 학습자 간 질문, 토론

학습과정 중에 타인시선 의식

0.897
0.890
0.778
0.859
0.815
0.789
0.913
0.891
0.842
0.896
0.884

주변으로부터 방해

0.667

회사/조직 성과 기여

향후 회사에 도입 계획

0.931
0.926
0.904
0.889
0.874
0.783
0.772
0.939

다른 사람에게 권유, 추천

0.924

학습을 위한 비용 지불 의향

0.895
0.912
0.878
0.706

의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즉문 즉답이 가능한 환경 제공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비용

경제성

선별적 콘텐츠 요금으로 저렴
학습관련 부대비용 제거

실재감
부족
학습
집중
방해

유용성

오프라인 대비 현실감 부족
내용전달의 생생한 느낌 부족
멀티미디어 콘텐츠생동감 저하
학습활동의 임의적 지연 발생

회사/조직 부족역량 보완
회사/조직 업무역량 향상
장소 제약 없는 학습 활동

편의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학습
반복적 학습활동 이용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

수용
의도

기업
혁신성

요인
적재값

새로운 서비스/상품 적극 도입
미래를 위한 R&D 투자
CEO의 혁신적 마인드

크롬
바흐
알파

CR

AVE

0.825

0.892

0.734

0.762

0.862

0.676

0.859

0.914

0.780

0.822

0.861

0.677

0.910

0.943

0.848

0.849

0.899

0.692

0.909

0.942

0.846

재값과 t값으로 검증한다. 측정문항의 요인적재값은
0.6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29], 본 연구에서는 0.7 이
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적재값의 t값
역시 유의수준(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
하는데[30], 구성개념의 요인적재값은 다른 구성개념
값보다 크게 나타나 모든 문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구성개념 간 상
관계수의 대각선 축에 표시되는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보다 큰지
여부로 검증하는데, 개별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
(AVE)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보다
크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32].
분석 결과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 중 가장
작은 값(0.822)이 가장 큰 상관계수(0.642)보다 상회하
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모델의 구성개념은 <표 5>
와 같이 판별타당성이 있다[24].
표 5. 판별타당성
1.
경제성

0.788

0.874

0.701

4.2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은 Smart PLS(Partial Square
Least)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PLS를 통한 분석은 완
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론 개발 초기 단계의 탐색적
연구에 유용하다[54]. 특히 이 방법은 표본의 크기와
분산에 관한 요구사항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는 장
점이 있다. PLS 분석은 구성개념과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3가지 요소의 검증 및 확인을 필
요로 한다[29].
먼저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값을 사용
하여 판단하는데, 복합신뢰도(CR)는 0.7 이상이고[43],
평균분산추출(AVE)은 0.5 이상이어야 한다[24].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내적일관성은 <표 4>에
서 보는 것과 같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PLS의 부스트랩
(Bootstrap) 방식을 이용하여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적

2.
상호
작용

5.
6.
4.
3.
수용 조직
실재감 유용성
의도 혁신성

7.
학습
집중

1

0.822

2

0.132

0.857

3

0.261

0.077

0.883

4

0.440

0.382

0.251

0.921

5

0.418

0.449

0.169

0.642

0.920

6

0.076

0.151

0.092

0.126

0.357

0.837

7

0.239

0.047

0.526

0.293

0.244

0.041

0.823

8

0.423

0.176

0.219

0.612

0.578

0.217

0.403

8.
편의성

0.832

※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값이고 나머지 값는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

이상과 같이 본 연구모형에 사용된 구성개념과 측
정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수렴타당성 그리고 판별타
당성은 연구모형 분석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3 구조모형을 통한 가설 검증결과
PLS 분석에서 경로모델의 설명력은 분산설명력
(Explained Variance)인 R-square(R2) 값으로 표현된다[24].
PLS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성과 경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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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의 48.5% (R2=0.485), 편의성의 19.5% (R2=0.195)
를 설명하고, 유용성과 편의성은 수용의도의 58.5%
(R2=0.585)를 설명하였다. 이는 모두 Falk and Miller(1992)가 제시한 적정 검정력 10%를 상회하는 수준
이다[28].
아울러 PLS 분석에서는 경로모델의 적합도 검정
(Goodness-of-fit, GoF)을 권장하는데, 이를 위해 모든 변
수의 Communality 평균과 R2평균의 기하평균을 사용
하였다[53]. GoF 크기는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 상
(0.36 이상), 중(0.25~0.36), 하(0.1~0.25)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의 GoF값은 0.561로 모형의 적합도가 상 수준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개별 가설검증 결과, 상호작용성(β
=0.271, p<0.01), 경제성(β=0.201, p<0.01)은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 의도에 대해서도 상호작
용성(β=0.243, p<0.01), 경제성(β=0.134, p<0.05)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의성에는
경제성(β=0.410,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호작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H1.1, H1.2, H1.4, H2.1, H2.2는
채택되었다. 반면 실재감 부족, 학습집중 방해는 수용
의도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H3.1, H3.2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편의성
(β=0.479, p<0.01)은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유용성(β=0.327, p<0.01)과 편의성(β=0.217, p<0.05)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H4, H5, H6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러닝
수용 의도에 대해서 기업혁신성이 미치는 영향(β
=0.225,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7은 채
택되었다. <표 6>은 가설 검증 결과이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1.1
1.2
1.3
1.4
2.1
2.2
3.1
3.2
4
5
6
7

경로

경로계수

t값

상호작용성 → 유용성
경제성 → 유용성
상호작용성 → 편의성
경제성 → 편의성
상호작용성 → 수용 의도
경제성 → 수용 의도
학습집중 방해 → 수용 의도
실재감 부족 → 수용 의도
편의성 → 유용성
유용성 → 수용 의도
편의성 → 수용 의도
기업혁신성 →수용 의도

0.271
0.201
0.120
0.410
0.243
0.134
0.067
0.071
0.479
0.326
0.217
0.225

4.086
2.918
1.471
5.059
3.907
2.002
0.713
0.945
6.246
3.925
2.437
3.737

※ *은 p<0.05에서 채택, 나머지는 p<0.01 수준

채택
여부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기각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채택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최근 기업교육 환경에서 본격적인 스마
트러닝 확산을 앞두고, 기업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스
마트러닝에 대한 기업관점의 수용을 서비스 특성 변
수와 조직환경변수를 반영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교육 담당자는 스마트러닝을 통한 직원교육에 긍
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첫째, 스마트러닝의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부분의 이러닝, 모바일러닝 관련 연구와 비슷
한 결과로, 스마트러닝 역시 편리함 보다는 기능적 우
위 요소가 향후 서비스 확산 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소구점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둘째, 스마트러닝의 서비스 특성 요인으로 이용촉
진요인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성과 경제성은 수용 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용제약요인에 해당
하는 학습집중방해, 실재감 부족은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러닝이 제공하는 상
호작용성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향후 기업 온라인 교육 패러다임을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형태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용제약요인
은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기업의 온라인 교육이 이제 일정 수준 이상
으로 발전하여 이용촉진요인이 가지는 장점이 스마트
러닝이 가질 수 있는 제약요인을 상쇄하고 있는 수준
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의 혁신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새로운 교
육서비스 수용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혁신적 교육서비스를 도입 할 때, 기업은 서
비스 자체의 특성(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 경제성)
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가치(유용성, 편의성)를 중요하
게 고려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이와 병행해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 하는지, CEO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지 등도 혁신
적 서비스 수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는 기업이 혁신적인 교육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용하
는데 있어 서비스 자체가 가진 특성, 제공 가치뿐만
아니라 조직적 환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점에서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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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러닝을 활용
한 기업교육 확산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
요하다.
첫째, 기업구성원의 다양한 교육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기업교육 니즈
는 롱테일(Long Tail)로 설명할 수 있다[21]. 기업 교육
에 대한 니즈가 이전의 보편적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꼬리가 점점 두꺼워지는 모습으로 개인의 니즈가 세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정형화되
고 정규화된 기업교육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특
정 지식을 신속한 방법으로 묻고 답을 알아가는데 스
마트러닝의 상호작용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
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대의 기업업무는 학습과 밀접히 연관(Work Embedded Learning) 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기업현장이 움직
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ICT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러닝 인프라이다[26].
셋째, 기업교육에서 협업과 소통 개념을 접목한 문
제 해결 방식을 지원한다. 협업 기반의 교육은 일방향
교육의 단점을 극복하게 해주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
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의
교육 역시 직원 상호간에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
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이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전달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적 의사결정 상황을 감안하여 스마트러닝 수용 의도
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사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기업교육담당자 역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비자발적인 환경에서 서비스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세부적인 부분
까지 이해를 하고 관련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실제 스마트러닝을 이용하는 주체는 역시
기업구성원(Employee)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
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스마트러닝 수용과 관련된 연
구를 진행하고,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기업교육담당
자의 수용 의도 연구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상호작용성, 경제성, 이외에도 스
마트러닝의 중요한 특성에 해당하는 고품질의 이동성
지원, 학습과정의 재미적 요소 제공 등을 반영한 연구
모형의 확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기업교육에서 스마트
러닝은 비용 낭비적인 과정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기업
의 가치(Value)를 창출하는 핵심활동으로 발전하는 근
간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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