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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도서 에 용될 수 있는 신기술의 용가능성을 이용자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NFC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를 사례로 이용자의 수용의도를 측정하 다. 

새로운 기술의 수용의도를 알아보기 해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도출하 고, 

성과기 , 노력기 , 진조건, 인지된 에 따른 사용의도의 구조  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도서 에

서 인지된 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과기 , 노력기 , 진조건이 부분 으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 변수인 성별의 경우, 진조건에서 일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licability of new technologies to be applied to the foreseeable 

future’s library.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the users’ intention to accept the service by 

using the NFC based self-check out service as a new technology applicable to the library. Based 

on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Use of Technology (UTAUT), research models were derived,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erformance expectations, effort expectations, 

facilitation conditions, and perceived risk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rceived 

threats in the library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and the performance expectation, 

effort expectation, and facilitation condition partially affected the intention to use. The gender 

of the moderator variable,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mo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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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목

1931년 인도의 도서  학자인 랑가나단(Shiyali 

Ramamrita Ranganathan)은 ‘도서 은 성장

하는 유기체'라고 천명하 다. 이 말에는 시설

과 장서, 그리고 사상 인 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도서 은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

에 발맞추어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칙이 시 에도 유

효한 이유는 도서 들이 정보통신기술(ICT)

의 발 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노

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국가사업의 를 들면, 정부는 인터넷이 활성

화되기 시작한 1996년에 학술화상정보서비스

를 통해 국내문헌의 목록정보와 학술자료의 원

문서비스를 시작하 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으로 국가 자도서  구축을 한 사업들을 추

진해왔다.1) 정책 인 부분에 있어서도 2007년 

｢도서  정보화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 으

며, 2012년에는 ｢미래도서  정보화 정책 수립 

연구｣를 통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 다(문화

체육 부 2012). 2014년에는 ｢도서  빅데이

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로젝트를 통해 빅데

이터 사업 계획을 수립하 고, 2018년까지 

국공공도서 의 사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란 2017). 이처럼 도서 은 1990년  

반 국내 인터넷 도입 기 단계부터 4차 산업

명이 거론되는  시 까지 지속 으로 정보통

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움직여왔다. 이는 

곧 기술의 발 에 따라 도서 도 함께 성장해 

왔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도서  분야에서는 4차산업 명과 련

해서 정책과 서비스, 신기술 용에 한 심

이 뜨겁다. 국립 앙도서 은 앞서 거론한 빅데

이터 사업 계획에 따라 ｢도서  정보나루｣2)를 

구축하여 공공도서 의 장서 출 련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정보 리학회, 한국문헌

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는 2017년 공동학

술 회를 통해 4차 산업 명 시  문헌정보학

의 미래와 망에 해 논의하여 학문  심

을 표출하기도 하 다. 도서  실무 사서들은 

‘4차 산업 명과 학도서 ’이라는 주제로 

국 학도서 회를 개최하여 시  트 드

를 읽고자 했다. 실제 도서  장에는 4차 산

업 명 련 기술들이 용되기 시작했는데 

표 으로 성균 학교 학술정보 , 한동 학

교 도서 , 호서 학교 앙도서  등의 NFC 

(Near Field Communication)를 이용한 모바

일 도서 출 서비스를 로 들 수 있다. 이 서비

스는 도서 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환경을 구 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봤

을 때 도서 에 4차 산업 명과 련된 신기술

이 도입되는 것은 결국 시간 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진 으로 기술의 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이 시 에서, 본 연구는 도서 에 용된 사

물인터넷 서비스를 심으로 이용자의 기술 수

용의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 다. 구체 으로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주는 NFC기술을 이

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도서를 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하 모바

일 자가 출서비스)3)에 한 사용자 수용의도

 1) 국가 자도서 . <http://www.dlibrary.go.kr>.

 2) 도서 정보나루. <https://www.data4libr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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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도서 의 

사물인터넷 환경과 련된 기단계의 연구로

서 새로운 기술에 한 도서  이용자의 수용

의도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 이론  배경

2.1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을 의미하는 “Internet of Things”

는 1999년 P&G사에서 랜드 매니 로 근무하

던 빈 애슈턴(Kevin Ashton)이 임원들에게 

새로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소개하는 젠테이션의 제목으로 이 

명칭을 사용하며 처음 등장하 다. 새로운 RFID

기술을 당시 뜨거운 이슈 던 인터넷과 결합시

켜 경 진의 심을 끌고자 했던 것이다(Ashton 

2009). 그는 당시 “향후에는 RFID와 기타 센서

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물에 결합한 사물인터넷

이 구축될 것”이라고 망하 다(Kevin 2015).

이후 십여 년 동안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표 

1>에서와 같이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M2M),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2년 국제 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 

communication Union, ITU)이 사물인터넷(IoT)

으로 용어를 표 화하 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이연희 2016).

용어 발표기 정의

IoT
(Internet of Things)

ITU 모든 사물에게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EU 상물들(objects) 간에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CASAGRAS4)
데이터 수집과 통신기능을 통하여 물리  객체와 가상의 객체를 연결해주는 로벌 
네트워크 기반구조

IETF5)
표  통신 로토콜을 기반으로 독자 인 주소를 가지며 상호 연결된 객체들의  
세계 네트워크

M2M
(Machine to Machine)

IEEE6)

가입자 장치(subscriber station)와 기지국(base station)을 거쳐 코어-네트워크에 
치하는 서버간의 정보 교환 혹은 가입자 장치 간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정보 

교환

ETSI7)
인간의 직 인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 간에 일어나는 
통신

IoE
(Internet of Everything)

CISCO, GE
사람과 사물에 이어 로세스와 데이터가 상호 하게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환경

<표 1> 사물인터넷의 유사개념  정의

 3) 이 서비스의 명칭에 해 통일된 용어는 없다. 성균 학교 학술정보 은 ‘모바일 셀 출서비스’로 한동 학교 

도서 은 ‘NFC 도서자가 출서비스’로 명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좀 더 함축해서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로 사용하 다.

 4) CASAGRAS(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 

Project: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차세  무선인식기술 개발을 한 로젝트

 5) 국제인터넷표 화기구: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6) 국제 기 자공학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7) 유럽통신표 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34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8권 제4호 2017

국제 기통신연합은 사물인터넷에 해 ‘언

제나 어디서나 어느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

이며, 핵심은 PC와 PC,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객체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ITU 2005). 우

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사람, 사물, 데

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

가 생성․수집․공유․활용 되는 기술․서비

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는 국제 기통신연합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다

고 할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민경식(2012)은 사물인터넷의 3  주요 기

술로 센싱기술,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

라기술, IoT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로 언 하

다. 센싱기술은 사물이나 장소에 태그나 센

서를 부착하여 주변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IoT디바이스에 달하는 핵심 기술이며,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비콘(Beacon), RFID, NFC, 

블루투스(Bluetooth) 등을 사용하여 사물이 인

터넷에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은 하드웨어 랫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랫폼 등 서비스 제공을 한 인터

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이다(노동조, 손태

익 2016).

한편, NFC는 RFID의 일종으로 NFC태그가 

삽입된 사물이 스마트폰과 같은 NFC리더에게 

데이터를 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도서 에서의 사용을 로 들면, 도서정보가 

삽입된 NFC태그를 도서에 부착한 뒤 NFC기

능이 활성화된 스마트폰을 하여 도서정보

를 송받는 개념이다. 도서라는 사물이 NFC

칩을 통해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와 직  연동 되므로 사물인터넷의 구

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

술로는 RFID, 비콘 등을 통한 근거리통신기술

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물에 한정보를 포

함하여 디바이스와 직  연결되므로 사물인터

넷을 구 할 수 있게 해 다.

2.2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Venkatesh(2003) 등은 새로운 기술수용과 

련해서 정보시스템,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연구자들은 다수의 이

론 에서 선호하는 이론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이론들의 기여 에 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 하 다. 이에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술수

용과 련된 기존 8개의 이론에서 32가지 핵심

개념을 검토하고 통합하여 통합기술수용모델

을 만들었으며, 비검증과 교차검증을 통해 

새로운 이론이 기존 8개의 이론보다 더 뛰어남

을 증명하 다.

<그림 1> UTAUT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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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은 기존의 합리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기술수용모형(Tech- 

nology Acceptance Model, TAM), 동기모형

(Motivational Model, MM), 계획된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AM과 

TPB의 통합이론(Combined TAM and TPB, 

C-TAM-TPB), PC이용모델(Model of Personal 

Computer Utilization, MPCU), 신확산이론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DT), 사회인

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SCT)의 이

론을 통합한 모형으로서 사용된 14개의 핵심개

념은 <표 2>와 같다.

기존의 이론들은 각각 17%~53%의 설명력

을 나타내며 상호간에 약 40%의 편차를 보이는 

반면, 통합이론은 4개 집단을 통한 실증분석과 

2개 집단에 수행한 교차검증에서 69~70%의 일

된 설명력을 보여 으로써 통일된 의 기

술수용이론에 한 합성을 입증하 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자 수용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UTAUT를 

용하고 있으며, 용 분야별 특성에 맞는 요인

을 추가한 수용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추세

이다(송선옥 2017). 한 성별, 연령, 사용자경

험, 자발성 등의 조 변인이 제시됨에 따라 종속

변인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에 고

려할 수 있다. 

UTAUT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성과기

(Perfomance Expectancy), 노력기 (Effort 

Experctancy), 사회 향(Social Influence),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이 주요 변

수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이 사용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향을 미쳐 실제 사용행동(Use Behavior)으

로 이어지며, 진조건은 사용의도를 거치지 않

고 사용행동에 직  향을 미친다는 변수들의 

계를 구조화한 모형이다. UTAUT는 신기술

의 출 이 빠른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기존 이론

보다 더 합한 이론으로 알려졌고, 사용자의 

구성개념 정의 핵심개념 배경이론

성과기

Perfomance 

Expectancy

신기술의 사용이 작업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인지된 유용성 TAM

외재  동기부여 MM

직무 합도 MPCU

상  이 IDT

성과기 SCT

노력기

Effort 

Experctancy

신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정도

인지된 사용용이성 TAM

복잡성 MPCU(IDT)

사용용이성 IDT

사회  향

Social 

Influence

신기술의 이용이 사회 으로 요하

다고 생각하는 정도

주  규범 TRA, TAM, TPB, C-TAM-TPB

사회 요인 MPCU

이미지 IDT

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s

신기술을 사용하기 한 지식과 기기

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인지된 행동 통제 RPB, C-TAM-TPB

진조건 MPCU

호환성 IDT

<표 2> UTAUT구성에 사용된 이론과 핵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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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TAUT의 구성

정보기술 수용을 연구하는 최근의 연구에서는 

UTAUT를 활발히 용하고 있다(Venkatesh 

et al. 2003; Bozan et al. 2015).

한 UTAUT는 사용의도를 통해 사용행동

을 검증하는 모델이지만, 아직 확산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경우에는 사용행동을 찰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의도를 강조해 왔다(Chen et 

al. 2004; 김정석, 김 용 2017). 따라서, IoT기

술은 리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국내 도서 에 

리 확산된 기술이 아니므로 이용자의 실제 

사용이 아닌 사용의도를 측정하기에 합한 이

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

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한 이론으로 

UTAUT를 선정하여 용하 다.

3. 선행연구

3.1 도서 의 사물인터넷 용에 한 연구

신기술 수용에 한 연구는 2000년  반

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꾸 히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기술기반 명인 4차 산업 명이 사회  

논의의 상으로 두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

다. 4차 산업 명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표되

는 기존 3차 산업 명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기

반으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융

합, 신기술의 결합 등을 통한 ‘지능정보기술’들

이 주 논의 상이며, 이러한 정보의 지능화와 

련한 이슈들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자연스

럽게 두되었다. 기 연구로, 노 희(2014a)

는 4차 산업 명 이슈를 차세 디지털도서 에 

한 거시 인 으로 풀어내었다. 문헌  

사례의 분석을 통해 미래 도서 에 응용될 수 

있는 주요 기술들을 검토하 으며, 상황인식기

술, 증강 실, 구 래스, 디스 이 기술변

화(HUD, Flexible Display 등), 무한 창조공간

(Makerspace, Hackerspace) 등 다양한 신기

술을 들었다. 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재 언 되고 있는 기술들이 실화될 것이라고 

측하 으며, Library 4.0의 논의에 신기술을 

포함한 콘텐츠 디지털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환경  발 에 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지 하 다. 노 희(2014b)는 한 베

이비붐세 의 자녀세 로 일컬어지는 Y세 들

의 특징과 미래 도서 과 련한 그들의 요구

를 분석하 다. 통신세 , 디지털세 로 불리는 

그들의 인터넷  자도구 이용 특성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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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 도서 에 용 가

능한 서비스들을 상으로 Y세 와 베이비붐

세 간의 서비스 요구도 인식을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서비스요구도는 빅데이터서비스, 

시맨틱서비스, 링크드데이터서비스, 구 래스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서비스의 강

화를 바라는 베이비붐세 에 비해 Y세 는 새

로운 서비스에 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연구를 통해 베이비붐세 , Y세  

모두 많이 활용하는 자기기는 휴 폰 는 스

마트폰으로 나타났다. 여 히 많은 사람들이 두

루 사용하는 기기는 모바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도

서  서비스 지능화를 구 하기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표 으로 단거리 무선통신의 일

종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활

용한 도서 의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에 한 

연구들이 있다. 박재  외(2011)는 NFC를 

용한 도서  시스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모

바일 폰 기반의 NFC를 활용한 학생증, 시스템 

구성 요소 간 통신 방법을 간략하게 구 하

으며, 이 때 보안 기능과 기반 요소의 구축 문제

가 선 해결되어야 함을 지 하 다. 송 근 외

(2013)는 특히 시각 장애인들을 한 책 검색 

서비스로 책과 책장에 NFC태그를 부착하여 

책의 치정보를 TTS(Text To Speech)기능

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최근 이러한 NFC 기술을 포함한 센싱과 네

트워크,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을 포 하

는 개념으로 사물인터넷에 한 도서 의 용 

가능성  용 사례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표 으로 정민경과 권선 (2014)은 도

서 에 사물인터넷 개념을 용하여 정보가 유

기 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서의 도서

 요소를 분석하 다. 도서 의 사물인터넷 요

소를 리 상(사물), 수요자(이용자), 정보(도

서 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세 단계로 도출하여 

정리하 으며, 사물인터넷 온톨로지 표  어휘인 

OWL-S를 통해 서비스 개념을 ISO/IEC 11179

의 개념 역, 값 역 개념을 용하여 온톨로

지 클래스를 표 하 다. 한 도서  자정

보 리가 가능한 시맨틱 랫폼 도서  사물

인터넷 모델링을 제안하 다. 노동조, 손태익

(2016)은 학도서  서비스에 용 가능한 사

물인터넷 용 역과 활용방안에 하여 논의

하 다. 비콘 알림, 이용자 치 알림, 출입  

열람 좌석 배정, 경로 안내, 실내 공기 질 모니

터링, 스마트 락커, 모바일 출 등의 용 사례

를 분석하 으며, S 학 도서  사례를 통해 

6개의 사물인터넷 도서  용 분야를 도출하

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3.2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기술수용에 한 

연구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의 실제 치에 

기 한 온․오 라인 서비스의 일종으로 스마

트기기의 화와 함께 진화하 으며 최근 학

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NFC, QR코드, 

RFID 등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치, 주변 객체 

 장소, 사물에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

식의 기술인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시장의 기존 

고객층에게는 새로운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재 서비스 환경에 알맞게 용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로 주로 기술수용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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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Gao와 

Bai(2014)는 RFID기술을 용한 국의 자

요 징수(Electronic Toll Collection, ETC) 시

스템 이용자를 상으로 기술수용모델(TAM)

을 통한 수용의도를 분석하 다. 368명의 국 

소비자 데이터 분석 결과, 인지된 유용성, 인지

된 사용 용이성, 사회  향, 인지된 즐거움, 

인지된 행동 제어가 특히 강한 수용 요인이며, 

신뢰성은 수용 의도를 측하는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인지된 사용 용이

성과 신뢰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Momani et al.(2016)은 사

물인터넷 서비스의 기술  측면을 논한 9개의 논

문을 비교분석 하 다. 주로 TAM과 UTAUT 

이론을 기반으로 작성된 연구 결과를 비교 분

석하여, TAM의 사용용이성, 유용성 UTAUT

의 사회  향력,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가

격, 신뢰, IT 지식, 보안, 라이버시 등으로 구

성된 개념  임 워크를 제안하 다. 김용

희, 최병무, 최정일(2015)은 정교화 가능성모

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의 

구조와 UTAUT의 변수를 사용하여 사물인터

넷 서비스의 수용 요인을 분석하 다. Google

의 ‘Nearby’와 Apple의 ‘iBeacon’ 서비스 사례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지

각된 유용성(개인화 서비스, 고객 친화 서비

스), 진조건(개인정보 보호에 한 기술  

인 라), 노력기 (사용 용이성과 련한 소

트웨어 기술) 등이 요하다는 것을 지 하

다.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아직 도입 기인 만큼 

사례를 통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 스마트홈을 구축해주는 가 제품이나 물류․

유통 분야의 치추  비콘, 화된 NFC교통

카드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사회 각 분야에는 지

속 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다. 따

라서 향후에는 이들에 한 다양한 사례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4. 연구설계

4.1 가설  연구모형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연구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  [연구문제 1]은 인지된 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설정된 가설들로 구성

되었다. 인지된 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

한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의 이용자가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과 련된 험

을 느낄 것으로 측되어 설정한 변수이다. 이

에 따라 H1~H4는 독립변수인 UTAUT의 

핵심변수들이 매개변수인 인지된 을 경유

하여 최종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고자 설정된 가설들이다. H5는 매개경로에 있

어서 성별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해 설정

된 가설이다.

∙[연구문제 1]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이 인지된 을 매개할 

경우 사용의도에 부의 향을 미치는가? 

 - H1: 성과기 는 인지된 을 매개하여 

사용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 H2: 노력기 는 인지된 을 매개하여 

사용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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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3: 사회 향은 인지된 을 매개하여 

사용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 H4: 진조건은 인지된 을 매개하

여 사용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

이다.

 - H5: 성별에 따라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이 인지된 을 매개하여 사

용의도에 미치는 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는 UTAUT 핵심변수들이 

사용의도에 작용하는 직 효과를 알아보

기 해 설정된 가설들이다. UTAUT이

론에서는 진조건이 최종 사용행 에 직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기술이 사용되기  잠재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므로 최종 

종속변수인 사용의도와 인과 계로 설정

하 다. 따라서 H6~H10는 변수들의 직

효과를 측정하고자 설정되었으며, H11

은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한 가설이다.

∙[연구문제 2]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가?

 - H6: 성과기 는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H7: 노력기 는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H8: 사회 향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H9: 진조건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H10: 인지된 은 사용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성별에 따라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이 사용의도에 직 으로 미치

는 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통해 최종 설정된 연구모

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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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조작  정의

4.2.1 UTAUT 련 변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한 정의는 

UTAUT이론을 처음 제시한 Venkatesh et al. 

(2003)의 연구에서 차용하여 연구목 에 맞게 

보완하 다. 변수들이 형성된 과정은 앞서 <표 

2>에서 밝혔으므로 본 에서는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의 수용의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ncy)

Venkatesh et al.(2003)은 성과기 에 해 

‘개인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시스템의 사용의도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변수로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성

과기 를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의 사용이 도

서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설정하 다. 

노동조(2016)는 사물인터넷은 도서  서비스

에 있어 신을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IT기술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도서  이용자로 하여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논하 다. 모바

일 자가 출서비스는 기존의 출서비스 보다 비

교  간편하며 사용자 스스로 도서 출 행 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율성과 편의성을 가져다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효율 인 도서 출

에 한 기 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기술의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2) 노력기 (Effort Expectancy)

노력기 는 ‘시스템 사용의 용이함 정도’로 

정의되며, 노력지향 인 성향은 신기술 사용의 

기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난 이 나타났을 때 

해 진다(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

에서는 노력기 를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 사

용의 용이한 정도’로 정의하여 측정하 다. 모

바일 자가 출서비스의 사용법을 익히고 사용

에 어려움이 없는 사용자일수록 기술수용 의도

가 더 높아질 것이다.

3) 사회  향(Social Influence) 

사회  향은 ‘개인 으로 요한 다른 사

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며, 수(compliance), 내재화

(internalization), 식별(identification)을 통해 

개인에게 향을 미친다. 내재화와 식별은 개

인의 사회  지 가 잠재 으로 향상되는 것에 

한 반응과 련이 있으며, 수는 사회  압

력에 응하여 자신의 의도를 변경하는 것과 

련이 있다(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

에서는 사회  향에 해 ‘모바일 자가 출

서비스의 사용이 사회 으로 요하고, 주변사

람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

다. 사물인터넷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 명의 주요기술로 사회  향력이 형성

되고 있으므로 기술수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4)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

진조건은 ‘개인의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한 조직 이고 기술 인 기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되며(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

의 사용을 지원하는 조직 인 기반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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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존재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 다. 

기 연구에서 진조건은 행 에 직  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입 기단계의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는 사

용의도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

어 변수로 설정하 다.

5) 인지된 (Perceived Risk)

Ram(1987)은 새로운 것에서 비롯된 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해 신 항모형

을 제안한 연구자로서, 인지된 험에 해 ‘

신과 련된 물리 , 기능 , 심리 , 사회  

험’으로 정의하 다. 이에 앞서 Sheth(1981)와 

Zaltman and Wallendorf(1983) 등은 인지된 

험이 높을수록 신 항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하 으며 Ram(1987)의 연구에서도 동일

하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

된 에 해 ‘신기술 사용이 험할 것이라

고 생각하는 정도’ 정의하 으며 새로운 IT기

술사용에 한 이용자의 불안심리를 측정하고, 

기술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고자 

변수로 설정하 다.

5. 분석결과

5.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학도서 을 이용하는 학생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로서, 설문의 응답자들의 

연령은 <표 3>에서와 같이 모두 20 다. 성별

은 남성이 88명(45.8%), 여성이 104명(54.2%)

으로 여성이 8.4%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공은 인문사회과학 128명(66.7%), 자연과학 

39명(30.3%), 공학계열 25명(13.0%)으로 측정

되었다.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Google 설문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진행

되었으며, 응답자의 스마트폰으로 URL을 

달하여 모바일로 응답하도록 하 다. 설문조사 

첫페이지에 별도의 안내페이지를 마련하여 연

구목   NFC의 개념, 모바일 자가 출서비

스의 이용방법 등에 해 상세히 설명하여 응

답자들이 조사내용에 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  척도로 측정되

었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88 45.8

여성 104 54.2

소계 192 100

공

인문사회과학 128 66.7

자연과학 39 30.3

공학 25 13.0

소계 192 100

연령 20 192 100

<표 3> 표본의 특성

5.2 확인  요인분석 

설문문항이 제시된 가설과 <그림 3> 연구모형

의 각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

방정식 분석은 Mplus 7.4 로그램을 이용하

고,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이미 문항들이 이미 분

류기 에 따라 요인별로 설문이 이루어져 있으

므로, 요인 구조의 합성을 악하고자 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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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에 

의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구성요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척도의 내

합치도지수인 Cronbach's alpha를 산출하 고, 

모델의 합도를 평가하기 한 합도 지수로 

TLI(Tuker-Lu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 다. 먼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합도를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CFI는 

.961로 매우 양호하 으며, TLI는 .950을 나타

내고 있어 모형의 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일반 으로 TLI와 CFI값은 0.9 이

상이면 좋은 합도, 0.9에 가까우면 양호한 모

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8)

합도 통계량인 χ2/df 는 1.635로 기 치 4

이하의 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었고, 모형의 

간명 합지수인 RMSEA는 0.045로 0.08 이하

의 기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분

석된 합도 요건을 바탕으로 연구의 경로모형

은 분석에 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 확

보를 해 <표 5>와 같이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표 화된 요인 채치 값이 0.5 이하인 문

항을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 외 분석에 투입

된 모든 문항의 요인 재치는 유의수  p<.05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설정된 변수 

 항목 간 계가 자료와 부합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요인 재량과 오차항의 

분산을 이용하여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를 산출한 결과 개념신뢰도는 체 으로 0.7 

이상의 신뢰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잠재변인의 

분산추출지수는 기 치인 0.5 이상으로 잠재변

인의 별타당도는 분석을 한 기 요건을 충

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은 각 잠재변인들의 별타당도를 알

아보기 한 것으로, 각선 값은 해당 잠재변

인의 분산추출지수를 나타내며, 나머지 값들은 

잠재변인들 간의 상 계수의 제곱값인 결정계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정계수의 값이 두 잠

재변인의 분산추출지수보다 크면 두 잠재변인

은 높은 상 계로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 

단하므로 독립변수를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만들거나 변수를 제거해야 한다. 분석결과 독

립변인인 성과기 와 사회 향의 결정계수

는 0.812로 90.1%의 매우 높은 정의 상 계

를 보이고 있으며, 성과기 의 분산추출지수인 

.716이 사회 향의 분산추출지수인 .554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

향 잠재변인은 분석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확인  요인분석 모형을 수정하 다.

사회 향 잠재변인을 제거한 확인  요인분

석 모형의 합도는 <표 7>과 같이 합도지수가 

더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GI, 

Parameter χ2 χ2/df P TLI CFI SRMR
RMSEA

(90% CI)

79 246.882 1.635 .000 .950 .961 .045
.058

(.044~.070)

<표 4> 확인  모형의 합도

 8) 이학식,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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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인 문항 요인 재치 Cronbach's α AVE

성과기

a1 .811

.910 .910
a2 .898

a3 .802

a4 .871

노력기

b1 .842

.919 .739
b2 .859

b3 .882

b4 .854

사회 향

c1 .888

.782 .554c2 .769

c4 .532

진조건
d1 .729

.766 .622
d2 .844

인지된 

e1 .725

.888 .727e2 .959

e3 .858

사용의도

f1 .771

.934 .782
f2 .910

f3 .900

f4 .946

<표 5> 확인  요인분석결과

잠재변인 성과기 노력기 사회 향 진조건 인지된 사용의도

성과기 .716

노력기 .521 .739

사회 향 .812 .536 .554

진조건 .297 .456 .389 .622

인지된 .011 .011 .876 .007 .888

사용의도 .674 .456 .017 .426 .005 .782

<표 6> 잠재변인의 별타당도 검증

Parameter χ2 χ2/df P TLI CFI SRMR
RMSEA

(90% CI)

62 140.633 1.302 .019 .978 .983 .042
.040

(.017~.057)

<표 7> 수정된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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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값은 더욱 증가하 고, SRMR과 RMSEA

는 0.05 이하로 감소하 으므로 모형의 합도

는 매우 우수하게 수정되었다.

수정된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요인 재치

는 <표 8>에서와 같이 모두 0.5 이상으로 개념타

당성은 확보되었고, Cronbach’s α로 산출한 신

뢰도는 0.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각 잠재변인의 분산추출지수(AVE)는 기 치

인 0.5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의 별타당도를 살펴보면 <표 

9>에서와 같이 두 잠재변인간의 결정계수는 두 

잠재변인의 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작으므로 

잠재변인간의 별타당도는 확보되었다. 

5.3 가설검증을 한 구조모형 분석결과

가설검증을 한 연구모형의 합도는 <표 

10>에서와 같이 χ2
/df가 1.633으로 기 치인 

잠재 변인 문항 요인 재치 Cronbach's α AVE

성과기

a1 .811

.909 .715
a2 .906

a3 .799

a4 .863

노력기

b1 .842

.919 .739
b2 .857

b3 .881

b4 .857

진조건
d1 .727

.763 .618
d2 .841

인지된 

e1 .729

.888 .728e2 .952

e3 .864

사용의도

f1 .762

.929 .767
f2 .908

f3 .906

f4 .946

<표 8> 수정된 확인  요인분석결과

성과기 노력기 진조건 인지된 사용의도

성과기 .715

노력기 .517 .739

진조건 .301 .461 .618

인지된 .010 .010 .006 .767

사용의도 .672 .457 .434 .006 .782

<표 9> 수정된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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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χ2 χ2/df P TLI CFI RMR
RMSEA

(90% CI)

6 372.321 1.633 .000 .938 .948 .070
.081

(.066~.096)

<표 10> 가설검증 모형의 합도

4보다 작았으며, TLI는 .938을 나타내고, CFI

는 .948을 나타내 기 치인 0.9 이상의 값을 보

이고 있었다. 한 RMESA는 .081로 기 치인 

0.08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 체 으로 모형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4 가설검증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을 나타

내는 표 화계수(β)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면 

<표 11>과 같다. 검증에 있어서 분석모형의 

합도를 해 제거된 변수와 련된 가설은 제

외하 고 최종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먼 , [연구문제 1]은 인지된 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한 가설로 구성되어 있다. 사

용자들의 신기술 수용에 있어 인지된 이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여 설정된 

가설들이다. <H1>과 련, 성과기 가 인지된 

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성은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여

성은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323, p<.05). 이는 여성에게서 성과기

가 높을수록 ‘인지된 정도’가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하며, 남성에서는 성과기 는 인지된 

과 무 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 이 

경로에서 남성과 여성 두 집단 간 경로계수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성별에 의한 차이

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B=-.533, p<.05). 그

러나 최종 사용의도까지의 경로에서는 남성, 여

성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남자 여자 difference

beta C.R. beta C.R. B C.R.

성과기  ￫ 인지된 -.220 -1.161 .323* 2.078 -.533* -2.131

노력기  ￫ 인지된 .245 1.064 -.090 -.478 .376 1.133

진조건 ￫ 인지된 -.058 -.285 .038 .262 -.105 -.381

성과기  ￫ 사용의도 .894*** 9.951 .513*** 4.692 .356* 2.149

노력기  ￫ 사용의도 -.093 -.737 .088 .650 -.208 -.978

진조건 ￫ 사용의도 .188 1.795 .296** 2.827 -.122 -.696

인지된  ￫ 사용의도 .060 1.001 -.044 -.595 .110 1.070

성과기  ￫ 인지된  ￫ 사용의도 -.013 -.682 -.014 -.560 .002 .057

노력기  ￫ 인지된  ￫ 사용의도 .015 .657 .004 .363 .013 .440

진조건 ￫ 인지된  ￫ 사용의도 -.003 -.265 -.002 -.237 -.002 -.122

* p<.05 ** p<.01 *** p<.001                         B-diff: difference two group(Unstandardized Coefficient)

<표 11>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성별 조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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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설검증 모형

타났으므로, 인지된 이 작용하는 부(-)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H1>은 기각

되었다.

<H2>와 <H3>은 노력기   진조건 등이 

인지된 을 경유해 사용의도에 미치는 부

(-)의 향을 분석하기 해 설정된 가설들이

다. 경로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집단 모두는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H2>와 <H3>은 기각되었다. 

<H5>는 성별에 따른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 설정되었다. 분석결과 성별은 성과기 와 인

지된 의 경로에서 차이((B=-.533, p<.05)

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최종 사용의도에 이르

는 경로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

았다. 한 노력기 와 진조건이 인지된 

을 경유해 사용의도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유

의한 향이 없었으므로 <H5>는 기각되었다. 

[연구문제 1]을 종합하면, 성과기 , 노력기

, 진조건 등 잠재변인들이 인지된 을 

매개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에

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잠재변인들이 인지된 을 매개한 효과는 

남녀집단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 수용에 있어 인지된 

은 작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는 잠재변인들이 사

용의도에 직 으로 미치는 정(+)의 향을 

분석하기 해 설정되었다. <H6>은 성과기

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것으로 분석결과 남성(β=.894, p<.001)과 여

성(β=.513, β=.296)은 모두 사용의도에 유의

하게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있어 성과기 가 높을수

록 사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7>은 노력기 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정

(+)의 향을 살펴보기 한 가설로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각되었다. 

<H8>은 진조건이 사용의도에 직 으로 

미치는 정(+)의 향을 분석하기 한 가설이

다. 분석결과 남성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여성(β=.296, p<.01)은 유의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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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H10>은 인지된 이 사용의도에 직

으로 미치는 부(-)의 향을 알아보기 한 가

설로서, 분석결과 남녀모두 유의하게 향을 미

치지 못하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H11>은 잠재변인의 직 경로에

서 성별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한 가설로서, 

분석결과 성별은 진조건에서만 남성과 여성의 

조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356, p<.05). 따라

서 <H11>은 부분채택 되었다.

6. 결 론 

6.1 연구 요약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지된 은 사용의

도에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인지된 

은 매개변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

이 되는 변수이다. 따라서 성과기 와 노력기

, 진조건 등 신기술 사용에 한 기 심리

는 한편으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 심

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의도를 감소

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상되어 매개변수로 

설정하 다. 그러나 성과기 에서만 여성으로

부터 인지된 이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들에

서는 남성, 여성 모두가 을 느끼고 있지 않

았다. 한 모든 독립변수들은 인지된 을 

경유했을 때 사용의도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사이버 험요소들은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의 사용을 해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측해 볼 수가 있다.

둘째, 성과기 , 노력기 , 진조건은 부분

으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과기 , 

노력기 , 진조건은 독립변수로서 UTAUT에

서는 진조건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사용의

도에 직 인 정의 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조건은 실제 사용행동에서만 직 으로 작

용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  사용자

의 수용의도를 알아보기 해 사용의도에 한 

진조건의 향력을 함께 측정하 다. 그 결

과 ‘신기술이 도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는 성과기 는 매우 유의하게 사용의도에 향

을 미치고 있었으며, ‘신기술에 한 지식과 기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진조건에서는 여성에게서만 사용의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신기술

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

정하는 노력기 는 남녀 모두에게서 사용의도

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 결

과를 해석하면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가 도서

 이용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인식과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지식

과 디바이스 등의 기반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

도록 진하는 요인으로 측해 볼 수 있다. 한

편으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노력기

에 한 요소를 입하면 결국, 신기술 이용

에 한 난이도는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가 도

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 심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식, 디

바이스 등의 개인  요건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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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도서 들은 이 서비

스가 도서  이용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해주며, 

이용자가 소유한 재의 지식과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하면 성공

인 서비스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른 사용의도 차이는 미약했

다. UTAUT는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이 조

변수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의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를 토 로 20  학

생의 잠재  사용의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므

로 연구 요건에 합한 성별만 조 변수로 사

용하 다. UTAUT에서 성별은 성과기 , 노

력기 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본 연구의 

직 경로 상에서 성별은 진조건에서만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

서 UTAUT와는 다른 양상으로 일부 변수에 

조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강도는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자가 출서비

스 수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성과기 와 진조건의 요건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기획해야 할 것

이다.

6.2 시사   향후 방향

연구 모형 설계의 단계에서 NFC를 이용한 

모바일 출 기술이 무선통신을 통해 이루어지

므로 보안과 련해서 이용자에게  요소

가 인지될 것으로 측했으나, 실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이는 

신기술 수용에 있어 인지된 을 다룬 타 분

야의 연구들(이미숙 2007; 임세헌 2008; 정석

찬, 윤은진, 이동  2011)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의 RFID 기 선

행연구(김연례, 이춘우, 최상기 2008)와는 유

사한 결과이다. 이는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에 

한 유용성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과기

 측면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 

NFC기술이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교통, 

쇼핑, 융 등의 분야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이

러한 환경이 도서  이용자에게도 이미 익숙한 

것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분석결

과의 노력기 와 진조건의 측면에서 그 이유

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 에서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를 용하기 해서는 

신기술에 한 사용자 인지  측면과  

요인은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

었다. 오히려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서비

스의 유용함과 용이성을 좀 더 부각시켜 서비

스가 활성화 더욱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도서  이용자를 연구 상으

로 설정하 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모든 도서

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  변인과 사회  배

경을 가진 이용자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공공도서 과 같은 포  역에 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의 일부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

에 한정해 수용여부를 측정하 다. 향후에는 

도서 출서비스 외에도 비콘, RFID 등 다양한 

인식기술이 용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한 

연구로 확  발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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