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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하여 두 가지의 이질 인 정보기술환경에서 공자와 비 공자간, 그리고 공 

성숙도별 정보기술 수용에 한 요인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공자와 비 공자간 정보기

술 수용요인은 사회  특성을 나타내는 주  규범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성숙도에 

따라 학년 집단에서는 비 공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학년 집단에서는 각 변수의 향력이 학년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LIS curriculum affects the undergraduate students’ inten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us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For this 

purpose, it was analyzed differences in factors of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1) between 

LIS students and non-LIS students and (2) between LIS junior students and LIS senior students 

in heterogeneous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is 

difference in IT acceptance factor(Subjective Norm variables) between LIS students and non-LIS 

students. There was no great difference in factors on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between 

LIS junior students and non-LIS students. LIS senior students show great difference in path 

coefficient with LIS juni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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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로 인해 인간은 정보의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정보의 처리 능력이 확

되면서 처리 비용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

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정보간의 상

호작용의 증 를 통해 정보의 재생산을 자극함

으로써 정보의 생산량이 기하 수 으로 증가

하는 상황을 래하 다. 이 게 정보기술은 정

보의 량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정보환경에

서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을 극 화하기 한 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류사회의 패러다임

이 지식정보사회로 진화하게 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문헌정보학 역

의 주변 환경은 더 이상 정보기술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문화  환경

변화는 장에서 요구하는 실  지식뿐만 아니

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처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개인  역량까지 요

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정보 문직 

역의 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문헌정보학 교육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슬

기롭게 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을 두어야 한다(한승희 2008). 지속 으로 

변화할 정보기술환경 안에서 정보 문직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기본 인 정보 리 

기술 이외에 정보기술에 한 폭넓은 이해를 

제로 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한 통찰력이 필요

하다(Mason 1990; Choo 1998; Griffiths 1998). 

이러한 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 공자의 기

수학능력으로 정보기술에 한 수용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교수-학습 장에서의 

경험을 빌어보면, 문헌정보학 공자  일부

는 정보기술을 익히는 것에 한 막연한 두려

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정보 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 장벽

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는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나 교과

과정을 통해 공자로 하여  자연스럽게 정보

기술과 친숙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기

술에 한 두려움 없이 능동 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의 수용

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이재신 2006).

이 연구는 재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는 

교육과정이 공자의 정보기술수용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되는가에 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한 해답을 구하

기 하여 MIS 분야에서 오래 에 제시된 정

보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하여 문헌정보학 공자

와 비 공자, 그리고 학년 공자와 고학년 

공자의 정보기술수용에서 나타나는 요인  차이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재의 

문헌정보학 공 교과과정  교육내용이 공

자의 정보기술수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기술수용모형

2.1 개념

Davis(1986)는 Fishbein과 Ajzen(1975)이 제

시한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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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 시스템에 한 이

용자의 수용을 모델링하기 해 정보기술수용모

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

을 제시하 다. 이 모델은 이용자의 정보기술수

용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한 것으로, 내  

신념, 태도, 의도에 한 외  요인의 향을 찾

아내기 한 기 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 이 있

다(Davis, Bagozzi, and Warshaw 1989).

이 모형에서는 정보기술의 수용의도가 기술

의 실제 수용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보

기술의 수용의도란 정보기술을 이용하고자 하

는 이용자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의

도가 정보기술 이용에 한 직 인 결정요소

가 된다고 보고, 정보기술이 이용하기 쉬울수록, 

그리고 유용하다고 인지될수록 수용에 한 이

용자의 태도와 의도가 정 이게 된다고 가정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

인으로 나  후 내부요인이 외부요인을 정보기

술의 수용의도로 연결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림 1>은 TAM에서의 일반

화된 요인간 인과 계를 나타내고 있다. 

Davis(1986)는 정보기술수용에 향을 미치

는 내부요인으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 

fulness)  인지된 이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하 는데, 인지된 유용성이란 특

정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 즉, 정보

기술을 이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의 지

각 정도를 의미한다. 한, 인지된 이용용이성이

란 특정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노력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 정도, 즉, 정보기술을 이

용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용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많은 TAM 

연구들에서 두 내부요인  인지된 유용성이 

이용용이성보다 수용 의도에 더 큰 향을 미

친다는 사실이 밝 졌다(김연례, 강혜  2007). 

한편, 외부요인에 해서는 연구모형에 따라 

다양한 외부요인을 설정하여 정보기술 수용요

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김 우, 문형도(2007)

의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MIS 분야 논문 약 

50편  연구모델에 활용된 외부변수를 분석한 

뒤 정보기술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뒤, 이를 세 가지, 즉, 시스템 요인, 컨텐츠 

요인, 그리고 개인  요인으로 분류하 다. 시

스템 요인은 정보기술 특히 정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내재  특징으로, 컨  시스템 속도, 이

용자 인터페이스, 근성, 이동성 등이 포함된

다. 컨텐츠 요인은 정보 시스템으로 구 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의 품질, 즉 정확성,  

<그림 1> TAM에서의 요인간 인과 계(Davis, Bagozzi, and Warshaw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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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성, 정보의 구성 체계 등이 포함된다. 마지

막으로 개인  특성은 이용자 개인이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으로, 나이, 성별, 지식수 , 정보기

술에 한 친 도 등을 포함한다. TAM을 이용

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분 정보기술특성에 따

라 다양한 외부요인이 이용자의 정보기술에 

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 인지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으며, 이를 통해 정보

기술의 특성에 따라 외부요인이 미치는 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2.2 선행 연구

TAM은 오랫동안 정보기술수용에 한 요

인을 설명하기 한 주요 모형으로 여러 연구자

들에 의해 수용되어 왔으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에 한 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 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최근의 TAM 연구들은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하여 통 인 TAM의 변

수 외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Venkatesh and Davis 2000). 

Agarwal and Karahanna(2000)는 개인의 

신성, 즐거움, 인지  흡수라는 변수를 추가

하 고, Luarn and Lin(200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신뢰성, 자기효능감, 경제  비용 등의 

변수를, Wu and Wang(2005)은 인지된 험

과 비용의 변수를 추가하 으며, 양희동, 문윤

지(2005)는 주  규범, 이미지, 가시성, 자발

성으로 조작화한 사회  향의 변수를 추가함

으로써 TAM을 확장시켰다. 한 김경규 외

(2009)는 모바일 웹 라우징 서비스의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자

기효능감과 개인의 신성과 같은 개인  요인

과 더불어 주  규범, 이미지 등과 같은 사회

 요인을 변수로 두었다.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 이외에 정보품질 

요인을 정보기술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보고 이를 상으로 정보기술의 수용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Yang et al.(2005)의 연구

에서는 웹 포털의 서비스 품질에 한 이용자의 

인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해 컨

텐츠의 유용성, 정보의 성, 사용성, 근성, 

보안, 상호작용 등을 변수로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한 Tsakonas and Papatheodorou(2006)

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

치는 자정보서비스의 구성요소에 한 속성

을 분석하기 해 서비스의 유용성과 사용성을 

평가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성은 시스템 

만족도에 한 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용성은 시스템과 련된 속성이 아니라 정보

자원의 내용과 련된 속성으로, 제공되는 정보

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얼마나 한지를 평

가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 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Davis, Bagozzi, and Warshaw 

(1989)의 TAM을 이용해 문헌정보학 공자와 

비 공자에 한 정보기술수용의 요인  차이와 

공성숙도에 따른 정보기술수용의 요인  차이

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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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1]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문헌정보학 공자와 비

공자의 경우 다르게 나타나는가? 

[RQ 2] 문헌정보학 공자의 경우, 공성

숙도가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TAM 연구에서와 같이 인지된 유

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을 내부변수로 두고, 

두 내부변수가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매개변수로 설정된 두 내부변수

에 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개인  요인, 

사회  요인, 정보품질 요인을 두고, 개인  요

인에는 자기효능감과 개인 신성을, 사회  요

인에는 주  규범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보품질 요인에는 정보의 유용성과 정보의 

성을 외부변수로 설정하 다. 자기효능감, 개인

신성, 주  규범, 정보의 유용성, 그리고 정

보의 성은 외부변수로서 내부변수인 유용

성과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치고, 내부변수인 

이용용이성은 유용성과 수용의도에 향을 미

치며,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의 TAM 련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 로 

요인간의 인과 계를 분석, <그림 2>와 같은 연

구모형을 제시하 다. 

3.2 변수의 정의

내부변수와 종속변수에 해서는 3.1에서 설

명하 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변수

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수에 한 조작  정의는 <표 1>과 같다.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사회인지이론에서 비롯된 개

념으로, 개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  차를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

감은 정보 시스템 분야에 도입되면서 컴퓨터의 

성과나 혹은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 

변수로 간주되었다. 이와 련하여 Compeau and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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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특성 변수명 정의

외부변수

개인  

요인

자기효능감
정보기술에 련된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단  자신감

개인 신성
정보기술 조작에 련된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단  자신감

사회  

요인
주  규범

이용자에게 향을 미치는 집단 혹은 타인이 정보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정보품질 

요인

정보의 유용성 정보에 해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 신뢰도, 최신성  정확성

정보의 성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가치 단에 한 정보의 완 성의 범

내부변수

유용성 정보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의 지각 정도

이용용이성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수용의도 정보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가능성

<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Higgins(1995)는 컴퓨터 자기효능감(computer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다. 컴퓨

터 자기효능감이란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 자

체에 한 자기효능감이 아니라 어떤 과업을 수

행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2) 개인 신성

신  경향이 있는 개인은 다른 사람보다 먼

 신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신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도

하거나 이를 수용하려는 개인의 경향이나 태도

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의 신성은 정보기술

역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험해 보려는 개

인의 자발  의지로서 개인에 한 하나의 특성

으로 간주된다. 즉, 신성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수 의 신성

을 가진 개인은 정보기술에 해 좀 더 정 인 

지각을 형성할 것으로 기 된다(Agarwal and 

Prasad 1998; 김경규 외 2009). 

3) 주  규범

주  규범이란 사회  요인의 가장 표

인 변수로, 어떤 개인의 거가 되는 요한 개

인  집단이 자신의 행 와 성과에 하여 갖

게 될 견해에 해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Fishbein and Ajzen 1975). 즉,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자신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보의 유용성

정보의 가치, 신뢰성, 최신성, 정확성을 포

하는 개념이다(Yang et al. 2005). 정보의 가치

는 정보의 합성과 명확성과 련이 깊다. 정

보의 신뢰성은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에의 의존

가능성과 연 되어 있고, 정보의 최신성은 정

보의 시의성과 지속 인 갱신과 연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정확성은 정보가 오류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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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의 성

정보의 완 성의 범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용자가 특정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해 필요

한 가치 단이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장

치로서의 정보의 특성을 의미한다(Yang et al. 

2005). 이윤정(2009)은 학도서  원문복사서

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이 정보공유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지식  정보의 획득 정도가 원

문복사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궁극 으로

는 이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있어 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 다. 

3.3 연구가설의 설정

3.1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그리고 

3.2에서 언 한 변수의 정의를 토 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 다. 

1) 개인  특성 변수와 내부변수와의 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  특성 변수

인 정보기술에 한 자기효능감과 개인 신성

은 일반 으로 내부변수인 정보기술에 한 유

용성과 이용용이성 인지에 향을 미칠 것이라

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수

용에 향을 미치는 문헌정보학 공자와 비

공자간의 개인  특성 차를 확인하기 해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H1> 정보기술에 한 자기효능감은 정보기

술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보기술에 한 자기효능감은 정보기

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정보기술에 한 개인의 신성은 정

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정보기술에 한 개인의 신성은 정

보기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2) 사회  특성 변수와 내부변수와의 계

사회  특성 변수인 주  규범은 이용자가 

처한 주변의 사회  계 안에서 정보기술에 

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공자의 경우 

비 공자에 비해 정보기술에 해 수용해야 한

다는 주  규범이 강하게 형성되었을 것이라

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H5> 정보기술에 한 주  규범은 정보

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6> 정보기술에 한 주  규범은 정보

기술의 이용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정보품질 특성과 내부변수와의 계

본 연구에서 정보품질 요인으로 제시한 정보

의 유용성과 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정보를 활용하기 한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수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공

자가 비 공자에 비해 정보품질 특성에 한 이

해도가 높기 때문에 정보기술에 한 수용의도

가 강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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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 다. 

<H7> 정보의 유용성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 정보의 유용성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

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9> 정보의 성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0> 정보의 성은 정보기술의 이용용

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내부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계

TAM과 련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정보

기술에 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은 수용의도

에 향을 미치며, 이와 더불어 이용용이성은 

유용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Davis 1989; Agarwal and Prasad 1999; 

Venkatesh and Davis 2000; 김 우, 문형도 

2007; 김연례, 강혜  2007; 김경규 외 2009).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근

거로 내부변수인 유용성과 이용용이성과 종속

변수인 수용의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H11> 정보기술의 유용성은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은 정보기술

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은 정보기술

의 수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3.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이 문

헌정보학 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설명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두 가지 에

서 연구를 설계하 다. 

첫째,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과 련하여, 

정보기술환경에 따라 문헌정보학 공자와 비

공자간에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용자가 처한 정보기

술환경을 자발  정보기술환경과 강제  정보

기술환경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자발  정보

기술환경이란 이용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게 되는 환경으로, 일반

으로 개인 인 용도로 사용되는 정보기술환

경을 의미한다. 반면, 강제  정보기술환경은 과

업이나 업무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게 되는 정보

기술환경으로, 업무효율성 등을 이유로 의무

으로 사용하게 되는 정보기술환경을 의미한다

(김 우, 문형도 2007). 문헌정보학 공자가 비

공자와 비교해볼 때 정보기술환경에 따라 정

보기술에 해 어떠한 수용요인과 수용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자발  정보기술환경과 강제  정보기술환경에

서 공자와 비 공자간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

서는 자발  정보기술환경을 인터넷 이용 환경

으로, 그리고 강제  정보기술환경을 도서  DB 

검색 환경으로 가정한 후 각각의 정보기술환경

에서 문헌정보학 공자와 비 공자간 정보기

술 수용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와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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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본의 구성 

공지식에의 노출 기간에 따라 정보기술 수용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자의 표본 집단을 학년과 고학년 집단으

로 나 어 비교․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여 에 재학 인 학부생 200명을 상으로 

2011년 6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

문문항은 정보기술수용에 있어 앞에서 제시한 

변수의 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참조하여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고 리커트 5  척도의 형태

로 제시하 다. 

표본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먼  연구

문제 1에 해당하는 문헌정보학 공와 비 공

자간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문헌정보학 공자 100명과 비 공자 100

명을 표본으로 구성하 다. 비 공자의 경우에

는 문헌정보학 공자와 정보기술에 한 친숙

도가 유사한 집단인 인문사회계열 학생으로 한

정하 다. 한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공성

숙도에 따른 정보기술 수용요인의 차이를 확인

하기 해 100명의 문헌정보학 공자 집단을 

학년 집단(1~2학년)과 고학년 집단(3~4학

년) 각각 50명씩으로 구성하 다. 

4. 연구결과의 분석

4.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에 한 신뢰성을 알

아보기 해 각 변수를 한 묶음으로 간주하여 

그 에서 하나의 항목을 제거했을 경우에 나머

지 항목들이 갖게 되는 통계량을 측정하 다. 

이 때 통계량은 Cronbach's α 통계량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

일 때 변수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변수는 <표 2>와 같이 모두 0.7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검증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를 활용하여 AMOS

를 이용,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하

다. 경로분석은 기본 으로 변수간의 선형 계

를 분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회귀분석

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다루어지던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에 인과 계가 설정되고, 설정된 인

과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여러 변수간의 인과

계를 특정화하여 논리 으로 설명하는 방법

이다(김두섭 1994). 즉 변수간의 연결 계  

인과 계가 가정, 검증됨으로써 변수들이 어떻

게 서로 향을 미치는가에 하여 설명해주는 

통계  기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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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항목 수 평균 표 편차 Cronbach α

자기효능감 5 0.989 0.545 0.726

개인 신성 5 0.827 0.527 0.875

주  규범 4 0.968 0.582 0.792

정보의 유용성 4 0.849 0.502 0.787

정보의 성 5 0.912 0.579 0.701

유용성 4 0.949 0.632 0.732

이용용이성 4 0.899 0.685 0.798

수용의도 5 0.887 0.599 0.899

<표 2> 변수의 신뢰도  타당성 검증 결과 

4.2 정보기술환경별 분석

4.2.1 자발  정보기술환경

비 공자와 공자를 상으로 각각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 <그림 5>

와 같다. 먼  공자와 비 공자간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개인

신성과 같은 개인  특성은 정보기술에 한 이

용용이성 인지에는 향을 미치지만 유용성 인

지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품질 특성인 정보의 유용성과 정보의 

성은 이용자가 정보기술의 유용성을 인지

하는 것에 해서는 통계  유의성을 보 으나, 

반 로 정보기술에 한 이용용이성에는 통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

보기술의 이용을 쉽게 여기거나 그 지 않은 것

에 향을 미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  특성에 

기인하지만, 정보기술의 유용함을 인지하는 것

에는 이용자의 개인  특성보다는 정보품질 특

성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품

질이 정보기술의 유용성 인지에 더 큰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한, 유용성, 이용용이성, 수용의도 간의 

<그림 4>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I: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비 공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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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II: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공자의 경우

계를 살펴보면, 일반 으로 정보기술의 이용이 

용이하면 그 기술이 유용하다고 인지하는 것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으로 이

용용이성 보다는 유용성이 정보기술의 수용의

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 공자와 비 공

자간의 두드러진 차이 은 사회  특성 변수에

서 나타난다. 비 공자의 경우 주  규범 변

수가 정보기술의 유용성 인지에는 향을 미치

지만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 인지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자의 경

우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에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헌정보학 공자로

서 정보기술과 친숙해야 하고 정보기술의 유용

성에 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주  규범

이 문헌정보학 공자 사이에서 비 공자에 비

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공자의 

경우 비 공자에 비해 거의 모든 요인에서 표

화된 경로계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비

공자에 비해 공자의 경우 더 많은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비 공자에 비

해 공자 집단이 변수간 계에서 더 큰 향

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4.2.2 강제  정보기술환경

비 공자와 공자를 상으로 각각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인 

두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자발  정보기술환

경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정보기술환경이 바

어도 마찬가지로 개인  특성은 이용용이성

에 정(+)의 향을 미치는 반면, 정보품질특성

은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  특성인 주  규범 변수의 경

우에도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결과와 동

일하게 공자의 경우에서 유용성과 이용용이

성에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사실은 정보기술환경이 바 어도 변수  

특성간의 인과 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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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III: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비 공자의 경우

<그림 7>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IV: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공자의 경우

다만, 두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비 공자

에 비해 공자가 거의 모든 변수에서 더 큰 경

로계수 값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강

제  정보기술환경에서 비 공자에 비해 공

자가 요인간에 더 강한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술 데이터베이스 탐색 환경으로 

제한한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 비 공자에 

비해 공자가 정보기술의 유용성과 이용용이

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즉, 문헌정보

학 공자는 비 공자에 비해 개인  특성, 사

회  특성, 그리고 정보품질 특성에서 비 공자

에 비해 도서  데이터베이스 탐색 환경에서 정

보기술의 이용이 용이하고 유용하다고 느끼며, 

그 기 때문에 더 강한 수용의도를 갖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자발  정보

기술환경에서의 분석 결과와 더불어 정보기술환

경의 변화에 계없이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 

공자로 하여  정보기술수용에 해 간 으

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강제  정보기술환경의 경우 경로간 통계

 유의성이 자발  정보기술환경보다 더욱 강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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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성숙도별 분석

4.3.1 자발  정보기술환경

연구표본  100명의 문헌정보학 공자를 

분리하여 공성숙도별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공자 100명을 상으로 

먼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정보기술 수

용요인에 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

림 8>, <그림 9>와 같다. 

먼 ,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 학년 집단

의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발  정보기

술환경에서의 비 공자의 경우(그림 4)와 큰 

차이 없이 요인간 인과 계가 도출되었다. 

학년의 경우 고학년 집단과 달리 사회  특성

인 주  규범과 이용용이성과는 통계  유의

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공자라고 하

더라도 학년에는 공자로서의 정보기술수

용에 해 그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학년 집단과는 달리 고학년 

집단의 경우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 공자

를 상으로 한 분석결과(그림 5)와 같이 주

 규범 요인이 이용용이성에 있어 통계  유의

<그림 8>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학년 공자의 경우

<그림 9>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I: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고학년 공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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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학년 집단에서와 

반 의 상황으로, 공에의 노출기간이 길어지

고 공지식에 한 성숙도가 커질수록 정보기

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보기술 

수용에 한 필요성을 느끼고 정보기술에 한 

이용용이성에 해 인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문헌정보학의 교

육과정이 공자의 정보기술수용에 어느 정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 집단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경

로계수 값이 학년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자의 

개인  특성, 사회  특성, 정보품질 특성이 정

보기술의 유용성과 이용용이성 인지에 합하

도록 정 으로 변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에 해 정 인 수용의도를 갖게 되

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2 강제  정보기술환경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 공자 학년 집

단과 고학년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먼  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 모두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 공자 집

단이 보여  요인간 인과 계와 동일하게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한 자발  정보기술환경

에서와 마찬가지로 고학년 집단이 학년 집단 

<그림 10>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II: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학년 공자의 경우

<그림 11>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VIII: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고학년 공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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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모든 요인간 계에서 경로계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앞에서 분석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에 한 성숙도가 높아질

수록 정보기술의 유용성과 이용용이성 인지에 

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에 더 큰 변화가 생기

며, 이러한 변화가 궁극 으로는 정보기술의 수

용의도에 해서도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의 분석결과

와 비교해보면,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는 

학년 집단의 경우 개인  특성인 주  규범 

변수가 이용용이성에 해 통계  유의성을 나

타내지 못한 반면,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는 

학년 집단의 경우에도 주  규범 변수가 이

용용이성과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 집단이라 할지라도 

문헌정보학 공자로서 강제  정보기술환경인 

도서  데이터베이스 탐색과 련된 정보기술

의 이용용이성 인지에 해 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헌정보

학의 교육과정이나 교과과정이 공자로 하여

 학년 때부터 직  혹은 간 으로 정보

기술 수용에 해 정 인 의도를 갖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4 가설의 검증

자발  정보기술환경과 강제  정보기술환경

이라는 두 가지 이질 인 정보기술환경에서 문

헌정보학 공자와 비 공자를 상으로 정보기

술수용에 한 다양한 변수들을 상으로 13개

의 가설을 설정하 으며, 경로분석을 통한 각 가

설의 검증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가설의 검증결과가 정보기술환경과 문헌정보

학 공여부와 계없이 공통 으로 나타난 것

검증
기

가설
번호

자발  정보기술환경 강제  정보기술환경

비 공자 공자
공자_

학년

공자_

고학년
비 공자 공자

공자_

학년

공자_

고학년

H1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H2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3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H4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5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6 기각 채택 기각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H7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8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H9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10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H11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12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H13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표 3> 가설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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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먼  살펴보면, 개인  특성인 자기효능

감과 개인의 신성 그리고 유용성과 이용용이

성의 계에서 설정된 가설 <H1>과 <H3>은 기

각되었고, <H2>와 <H4>는 채택되었는데, 이것

은 정보기술에 한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신

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인지하는 데에는 향을 미치

지만 정보기술이 유용하다고 인지하는 데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품질특성과 련된 정보의 유용성과 

성 그리고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의 계에

서 설정된 가설 <H7>과 <H9>는 채택되었고, 반

면 <H8>과 <H10>은 기각되었는데, 이것은 정보

의 유용성과 성이 정보기술의 유용성을 인

지하는 데에는 향을 미치지만 정보기술의 이

용용이성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 유용성, 이용용이성과 수용의도의 계

에서 설정된 가설 <H11>, <H12>, <H13>의 경

우 모두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정보기술이 유용

하고 이용이 용이하다고 인지할수록 이용자들

은 정보기술을 수용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게 

되며, 정보기술에 해 이용이 용이하다고 인지

할수록 정보기술을 유용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의 결과는 기존의 

TAM 연구에서 이 세 변수간의 계를 분석한 

부분의 결과와 일치한다. 

정보기술환경과 문헌정보학 공여부에 따

라 검증결과가 달라진 가설 <H6>은 주  규

범 그리고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의 계에서 설

정된 가설이다. 자발  정보기술환경의 경우 

공자 체와 공자 고학년 집단에 해서는 가

설이 채택되었으나 비 공자와 공자 학년 

집단에 해서는 기각되었으며, 강제  정보기

술환경의 경우에는 공자 련 집단에서는 모

두 채택되었으나 비 공자 집단에서는 기각되

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  규범 변수는 공

자와 비 공자간, 그리고 공성숙도별로 정보

기술수용에 한 요인  차이를 가장 두드러지

게 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공자가 비 공자에 비해, 그리고 공자 에

서도 고학년 공자가 학년 공자 집단에 비

해 정보기술에 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을 보

다 잘 인지하고 이것이 결국 정보기술의 수용의

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낸 것

은 바로 비 공자에 비해 문헌정보학 공자가, 

그리고 학년 공자보다 고학년 공자가 정

보기술 수용에 한 사회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결국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공자에 한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5. 결론  제언

기술수용모형에 한 연구의 목 은 정보기

술에 한 이용자의 심과 이용도를 높여 정보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

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Davis, Bagozzi, 

and Warshaw(1989)의 TAM을 이용하여 문

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 공자의 정보기술 수

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공자와 

비 공자간에 정보기술수용에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자발 이고 강제 인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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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이질 인 정보기술환경에서 표본집단을 

공자와 비 공자로 나 어 두 집단의 정보기

술수용에 한 요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다. 한 공성숙도에 따라 이질 인 정보기술

환경에서 정보기술수용에 한 요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자 집단을 학년

과 고학년 집단으로 나 어 두 집단에서 나타나

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개인  특성, 사회  특성, 

정보품질 특성으로 구분하고, 개인  특성에 

해서는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신성을, 사회  

특성에 해서는 주  규범을, 그리고 마지막

으로 정보품질 특성에 해서는 정보의 유용성

과 성을 외부변수로 설정하 다. 그리고 이

러한 외부변수와 유용성  이용용이성으로 표

되는 내부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인 수용의도

간의 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

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규범 변수를 제외하고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문헌정보학 공자와 

비 공자간 큰 차이 없이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거의 

모든 분석 조건에서 공자가 비 공자에 비해 

경로계수의 값이 반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자기효능감, 개인의 신성과 같은 개

인  요인은 정보기술의 유용성과, 그리고 정보

의 유용성  성과 같은 정보품질 요인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과 통계  유의성이 없

음을 확인하 다. 

셋째, 공자와 비 공자의 정보기술수용에 

한 요인들의 차이는 주  규범 변수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정보학 공자로

서 정보기술수용에 한 필요성에 해 비 공

자에 비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자 집단에 한 주  규범 변수

의 향력은 두 가지의 이질  정보기술환경에

서 모두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자들이 정보기

술의 용범 를 공자 에서 강제  정보

기술 역이라 할 수 있는 도서  련 정보기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정보환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결과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도서  련 

정보환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연

성이 있다. 

넷째, 정보품질 요인인 정보의 유용성과 정보

의 성 변수는 공자와 비 공자 모두 내부

변수인 유용성  이용용이성과 통계  유의성

을 나타냈으나, 공자가 비 공자에 비해 높은 

경로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자가 비 공자에 비해 정보품질에 해 잘 

단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공자 집단에 한 정보품질 

련 변수의 향력은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

보다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 더 우세하게 나

타났는데, 이것은 공자 집단이 도서  데이터

베이스 탐색에 한 자신감과 정보품질에 한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공성숙도에 따른 정보기술 수용요

인은 학년 집단의 경우 각 변수의 향력이 

주  규범 변수를 제외하고는 비 공자와 비

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

년 집단의 경우 각 변수의 향력이 학년 집단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에 한 노출시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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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여 정보기술에 한 수용의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성숙도가 

높을수록 모든 요인에 해 경로계수 값이 증가

했다는 것은 재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교

육내용이 공자로 하여  직  혹은 간

으로 정보기술을 수용하도록 정 으로 유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앞에서 제시한 연

구문제에 한 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 하여, 문헌정보학 공

자와 비 공자의 경우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사회

 요인  주  규범 변수뿐인 것으로 나타

났고, 나머지 요인들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2에 하여, 공성숙도별 정

보기술 수용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  요인 

 주  규범 변수 외에 나머지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의 경

우 자발  정보기술환경에서는 주  규범 변

수가 정보기술의 이용용이성 인지에 향을 미

치지 못한 반면, 강제  정보기술환경에서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고학년의 경우에는 정보기술환경에 계없

이 주  규범 변수가 정보기술의 유용성  

이용용이성과 통계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표본이 한정 이다. 본 연구에서

는 200명의 여학생만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 다. 성별이라는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

수는 기존의 TAM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

지는 변수  하나이다. 특히 일반 으로 정보

기술수용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

하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자발  정보기술환경을 인터넷 이용이

라는 범 로 제한하 다. 그러므로 자발  정보

기술환경을 다른 유형의 기술로 정의했을 때 연

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외부변수의 통제에 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변수 간의 향력과 그들간

의 계에 해서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그러나 개인  요인이 사회  요인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요인 역시 개인  요인

이나 정보품질 요인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매개변수인 내부변수를 거치지 않고 

외부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직 인 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상 인 가

설설정 환경에서는 외부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향에 해서도 검증하는 것이 일반 이

나, TAM에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볼 때 외

부변수가 종속변수에 직 으로 향을 미치

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에 한 검증과정을 생략하 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보

환경이 변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상 인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이란 정보환경의 변화

에 잘 응하는 정보 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어

야 한다는 을 인식하고 이를 확인하기 해 

문헌정보학 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을 최

로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

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먼 , 특정 교과목의 과정 체 혹은 

재학기간의 체를 상으로 정보기술 수용요

인의 변화를 분석하는 종단  연구를 통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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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보학 공자의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제안

할 필요가 있다. 한 재 문헌정보학 교과과

정이 공자의 정보기술수용능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는지에 해 실증 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

야의 미래지향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한 유

용한 시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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