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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acceptance of a microcomputer-based laboratory (MBL)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In the TAM, the user’s attitude
toward using technology can be mediated by one’s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which, in turn, can be affected by external variables consisting of quality factors and a personal
factor. In this study, we set system quality and information quality as the quality factors and selfefficacy on a computer as a personal factor. We constructed a model of the acceptance of a MBL
based on the TAM, which included latent variables, such as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lf-efficacy on a computer,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e MBL; then, we measured such variables by using questionnaires. We analyzed the model
by using partial least-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R package. As a result, we
found that both system quality and self-efficacy on a computer affected the perceived ease of use
while only system quality affected the perceived usefulness, which, in turn, affected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e MBL.
PACS numbers: 01.40.J-, 01.50.HKeywords: Microcomputer-based laboratory, Technology acceptance model, R package, Structural equation,
Partial least-squares path modeling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예비물리교사의 컴퓨터기반실험 (MBL) 수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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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을 적용하여 예비물리교사들의
컴퓨터기반실험 (microcomputer-based laboratory, MBL) 에 대한 수용을 분석하였다. 기술수용모형은
정보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으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를 품질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물
리교사들의 컴퓨터기반실험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로서 품질 요인으로는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을, 개인 요인으로는 컴퓨터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컴퓨터기반실험에 대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컴퓨터 자기효능감,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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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의도 등의 기술수용모형의 구성 요소들을 예비물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고,
이를 통계처리도구인 R을 이용한 부분최소자승 경로추적법에 근거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용이성에만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용성만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CS numbers: 01.40.J-, 01.50.HKeywords: 컴퓨터기반실험, 기술수용모형, R 패키지, 구조방정식, 부분최소자승 경로추적법

I. 서 론
물리교육에서 실험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물리교육이 학교에 교과목
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역사에서 실험교육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 학교 물리교육에 대한 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실험교육은 물리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다 [2,3]. 또한, 학생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실험교육은
과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실험은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과정적 지식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과학적 태도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5,6].
이처럼 실험교육이 과학교육에서 갖는 중요성은 꾸준히 강
조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는 실험교육은
단지 교실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7]. 또한, 물리실험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은 전문가에 비해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8],
과학교사들도 실험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작 실험
수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9].
이에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발하는 수업 전략 측면
이나 [10,11], 탐구를 기반으로 실험내용과 교재, 지도 방식
등을 새롭게 제안하는 수업 구조 측면 [12] 등에서 실험 수업
개선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다. 실험 수행 방법 측
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과학실험에서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과 변환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실험
수행 과정에 센서와 컴퓨터를 활용하는 컴퓨터기반실험
(microcomputer-based laboratory, MBL) 이 도입되었다
[12]. MBL은 기존의 측정 도구 대신에 센서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수집과 동시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컴퓨터로
전송하므로, 기록의 정확성과 데이터 저장의 용이성 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또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처리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사용의 용이성과 실험 결과의 즉각적 가용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13]. 이에 국내외적으로 MBL이 학생의 탐구
능력이나 개념 이해 등에서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이미 1990
년대부터 다양한 수준에서 수행되었고 [14–16], 정보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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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달과 더불어 센서와 인터페이스 등의 성능과 가격이
점차 좋아지면서 MBL은 최근까지도 초중등학교 실험교육
현장이나 과학교육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은 MBL 외
에도 물리교육 분야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제안한 동료교수 (peer instruction) 에서 플래시카
드 대신 무선통신 기반의 클리커 (clicker) 를 도입하여 이를
대규모 강좌로 확산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7].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아무리
편리하고 유용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활
용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개발된 신기술이나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기술들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8]. 이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도입 속
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대
시키기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19]. 그 중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분야에서 사용자 수용을 전제로
하는 모형 중 가장 잘 설계되고 강력한 모형으로 인정받고
경영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모형이 기술수용모
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이다. 기술수용
모형은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21]을
토대로 개발되었는데, 다양한 외부 변수들이 새로운 시스
템에 대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 의도에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즉,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사용자의 실제 사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22].
Fig. 1은 기술수용모형의 핵심 변수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형이다 [23].
기술수용모형는 외부 변수 (external variable), 지각된 유용
성 (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 그리고 사용 의도 (behavioral ontention of use)
로 구성된다. 지각된 용이성은 시스템 사용자가 큰 노력
없이 손쉽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또는 시스템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손쉽게 사용할 것으로
고려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지각된 유용성은 직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컴퓨터의 능력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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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24].

II. 연구 방법

인식, 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사용 의도는 타인
에게 해당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용 의도는 실제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행동이론을
통하여 태도, 행동 의도, 실제 행동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외부 변수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
이성을 매개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어 실제 사용에 이르게
하는 변수로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그리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품질은
시스템 활용이 얼마나 좋은 지에 대한 조작 상의 특징 또는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운영 효율성으로 정의되고, 정보 품

1. 연구 대상
연구를 위해서 지방 소재 모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을 전
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총 63명의 예비물리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 연구는 MBL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바탕
으로 하는 것이므로 응답자 중 MBL에 대한 인지나 경험이
없는 학생의 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일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38명분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 중 여학생은 11명, 남학생은
26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13명, 2학년 11명, 3학년 14
명이 응답하였다.

질은 시스템의 출력물이 좋은 정도 또는 시스템 출력물에
대한 바람직한 특징으로 정의된다.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컴퓨터 사용을 위한 사용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시스
템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을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등으로 정의된다.
이런 맥락에서 물리교육에서도 MBL과 같은 새로운 기술
기반의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들을 교사와 학생 등 사용자가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정보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선택적 요인에 폭넓게
적용되는 기술수용모형에 주목하여 기술수용모형을 기반
으로 미래의 사용자로서 예비물리교사들이 MBL을 어떻
게 수용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기술수용모형에
따라 MBL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2. 조사 도구
기술수용모형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컴퓨터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
성, 그리고 사용 의도 등 총 6가지 구인이 필요하다. 연구에
서는 각 구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구조방정
식 분석을 위한 잠재변수 (latent variable) 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 [23]를 바탕으로 각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 (manifest variable) 로서 응답자의 반응을 묻는
5단계 리커트 척도 형식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3
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정리된 설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전 경험 등과 같은 응답자 요인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6가지 측정 변수에 대해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를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컴퓨터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변수들이 예비
물리교사들의 MBL 사용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각
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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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ucture of survey tool.
Latent variable

X1

System
quality

Operational definition
Convenience
of MBL
teaching
method

Information
Data reliability and
quality
understanding in MBL
Self efficacy Self-confidence of MBL
X3
on computer application or use ability
Perceived
Ease of teaching
Z1
ease
and learning
of use
MBL
X2

Z2

Perceived
usefulness

Usefulness
of MBL

Y

Behavioral
intention
to use

Intention
to use
MBL

X1-1
X1-2
X1-3
X2-1
X2-2
X3-1
X3-2
Z1-1
Z1-2
Z1-3
Z2-1
Z2-2
Z2-3
Y-1
Y-2
Y-3

Manifest variable and content
MBL teaching method is efficient and useful to be controllable
experiment time.
MBL reduce errors because of minimizing experiment setup time or
environment factors to be influenced.
MBL is fully able to accept because of the data volume or frequency
in use.
The result of MBL is understandable because of easy data conversion.
The data of MBL is attained by effort easily.
I can do experimental work to have only user manual of MBL software.
I can do experimental work to give a demonstration of MBL software.
MBL is easy to use.
MBL is easy to learn.
I can easy do my experimental work in using MBL.
MBL is a great help to my experimental class
MBL is increasing effectiveness in my science teaching method.
MBL is useful for me.
I can use MBL of my experimental class.
I can use MBL frequently.
I recommend MBL to my co-workers.

자승추정법 (partial least squares, PLS) 기반의 구조방정

분산의 크기가 0.5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판별

식 모델링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사용하였다.

타당도 평가는 교차 적재량 (cross loadings) 기준으로 잠재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Lisrel이나 AMOS와 같은 프로

변수들 간이나 잠재변수들의 측정변수들 값을 다른 값과

그램을 사용하는 기존의 공분산기반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비해 적은 표본 크기를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내부모형 평가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루고 있는 잠재

이루는 자료들에 대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연구 모형 분석에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평가로서 구조 모형에 등

유리하여 탐색적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장하는 경로계수에 대한 평가, 결정계수 R2 에 대한 분석

[20], 그룹 비교, 조절 변수 분석, 이차 요인분석 등에도 유

및 모형적합도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경로계수

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ath coefficients) 는 실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경로계수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의 통계적 유의성 수준 (p < 0.05, t-value > 1.96) 위주로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외부모형 평가와 잠재변

평가한다. 결정계수 R2 에 대한 평가는 명확한 기준 값들은

수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내부모형

없으나 Chin [18]은 0.19은 약함, 0.33는 중간, 0.67 이상은

평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설정한 모형에

설명력이 큰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대하여 외부모형 평가와 내부모형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는 GoF(goodness of fit) 값으로 제시하고 기준값으로

외부모형 평가는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0.36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
는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 합성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지표 신뢰도 (indicator reliability)
로 나타내며 일반적인 적합도는 0.7 이상이다. 타당도

4. 분석 도구

평가는 집중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및 판별 타당도

이 연구에서는 최근 통계 소프트웨어로 자료분석에 광

(discriminant validity) 평가로 판단되는데, 집중 타당도

범위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 환경인 R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는 측정변수들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적재값들의 유

이 중 Sanchez [25]가 개발한 PLS 경로 분석을 지원하는 R

의성에 대한 평가로서 t-value가 1.96 이상, 잠재변수들의

패키지인 “plspm” 을 이용하여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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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X1
X2
X3
Z1
Z2
Y

Latent variable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lf efficacy on computer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Average
3.447
3.171
3.565
3.307
3.403
3.315

Std. deviation
0.817
0.978
0.878
0.909
0.834
0.901

R 을 이용한 통계 분석은 AMOS 와 같은 고가의 통계
패키지를 대신하여 무료로 배포되어 무엇보다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대부분의 운영체계에서 이용이 가능한
최신의 다양한 패키지 및 샘플들이 통합적인 환경에서 지속
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사용적인 면에서 편리하다. 또한,
R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스크립트 (script)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평가, 타당도 평가와 같은 절차를 자동화
시켜서 연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의 확률을
낮추어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II. 연구 결과
1. 예비물리교사들의 MBL 사용의도 관련 잠재변수
의 측정값
MBL 사용의도와 관련된 잠재변수들은 기술수용모형에
따라 MBL의 품질과 사용자의 사용능력과 관련된 외부변수
3가지, 사용의도를 매개하는 변수 2가지, 그리고 사용의도
등 총 6가지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변수별 기술
통계값은 Table 2와 같다. 먼저 MBL에 대한 외부변수로
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컴퓨터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예비물리교사들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각각 3.45점, 3.17
점, 3.57점을 보였다. 즉,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시스템으로서 MBL의 품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반응하였으나 MBL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품질에
대해서는 중간값 정도로 평가하여 다른 외부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MBL에 대해 예비물리교사가 인식하는 용이성과
유용성은 각각 3.31점과 3.40점으로서 두 변수 모두 다소
긍정적이며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용이성에 대한 인식보
다 근소하게 높았다. 실제 물리수업에서 MBL을 활용할
것인가를 묻는 사용의도에서는 3.32점의 반응을 보여 다소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221

Table 3. Reliability coeffcients of latent variables.
Latent variables
X1
X2
X3
Z1
Z2
Y

C. alpha (> 0.7)
0.75777
0.74380
0.80706
0.81852
0.80146
0.80448

DG. rho (> 0.7)
0.86115
0.88644
0.91202
0.89476
0.88417
0.88537

Table 4. Indicator reliability of manifest variables.
Latent variables Manifest variables Std. loadings (> 0.7)
X1-1
0.8671958
X1
X1-2
0.7610851
X1-3
0.8302473
X2-1
0.8883221
X2
X2-2
0.8960501
X3-1
0.8955110
X3
X3-2
0.9335778
Z1-1
0.8671958
Z1
Z1-2
0.7610851
Z1-3
0.8302473
Z2-1
0.8883221
Z2
Z2-2
0.8960501
Z2-3
0.8853740
Y-1
0.8883221
Y
Y-2
0.8960501
Y-3
0.8853740

2. MBL 수용 모형에 대한 외부모형 평가
1) 신뢰도 평가
문항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 와 합성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를 나
타내는 딜론-골드스타인 계수 (Dillon-Goldstein’s rho) 를
확인한 결과 Table 3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
지수가 기준치 0.7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적재값을 나타내는
지표 신뢰도 (indicator reliability) 는 Table 4와 같이 모든
측정변수들의 적재값들이 기준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의 지표 신뢰도가 확보됨을 보여주고 있다.

2) 타당도 평가
측정변수들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적재값의 유의성을 평
가하는 집중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를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지표에 대하여 t-value가 1.96 이상이며 잠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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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ross loadings of manifest variables.
MV
X1-1
X1-2
X1-3
X2-1
X2-2
X3-1
X3-2
Z1-1
Z1-2
Z1-3
Z2-1
Z2-2
Z2-3
Y-1
Y-2
Y-3

X1
0.8671958
0.7610851
0.8302473
0.3896407
0.4070623
0.3170516
0.4549805
0.5864376
0.6357052
0.6183301
0.7423412
0.6830748
0.4909520
0.4259557
0.5530757
0.6609396

X2
0.3110013
0.3545645
0.4408540
0.8883221
0.8960501
0.3415060
0.4292103
0.4648985
0.5008109
0.5066829
0.5523296
0.5982005
0.3057929
0.3627835
0.4701613
0.5976520

X3
0.3316987
0.3135421
0.4108658
0.4195803
0.3411991
0.8955110
0.9335778
0.6275968
0.6758098
0.4721860
0.4756797
0.4889927
0.3623487
0.1635000
0.2661629
0.3402191

Table 6.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2 ) of endogenous varibles
DV

Original

→ Z1 0.7233949
→ Z2 0.6799261
→ Y 0.4791007

Mean.
Std.
Perc.025 Perc.075
Boot
Error
0.7436333 0.06860873 0.5810350 0.8574196
0.7078350 0.08650157 0.5226600 0.8488262
0.5095793 0.10373842 0.2947001 0.7084022

들의 분산의 크기도 0.5 이상으로서 집중 타당도의 적합도
기준을 상회하여 측정지표들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Z1
0.6453122
0.4785529
0.6268297
0.5561581
0.4698837
0.5505255
0.7008634
0.9129172
0.9076616
0.7490232
0.7164623
0.7705171
0.4915425
0.3130614
0.4764103
0.5645522

Z2
0.6982177
0.5499955
0.6216810
0.4613273
0.5825826
0.4335007
0.5211340
0.6276172
0.6686383
0.7258609
0.9192588
0.8747545
0.7390033
0.4398299
0.6215389
0.6400182

Y
0.5593593
0.4132844
0.6555153
0.4219113
0.6189903
0.2388545
0.3370382
0.3942341
0.4325818
0.6016201
0.6577214
0.4966709
0.6200134
0.8491039
0.8592015
0.8273115

Table 7.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X1→Z1
X1→Z2
X2→Z1
X2→Z2
X3→Z1
X3→Z2
Z1→Y
Z2→Y
∗

p < 0.05,

Original
0.452491
0.576737
0.195935
0.256565
0.413852
0.169147
0.032345
0.666377
∗∗

Mean. Boot
0.444345
0.551876
0.213074
0.277202
0.402458
0.170564
0.061295
0.653420

Std. Error
0.116269
0.139435
0.108948
0.149435
0.098722
0.122084
0.185705
0.179356

t-value
3.8917375∗∗
4.1362336∗∗
1.7984161
1.7168996
4.1920604∗∗
1.3854998
0.1741756
3.7153774∗∗

p < 0.01

여러 측정변수들이 얼마나 의미있게 구별되는지를 나타
내는 판별 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 는 측정지표들과
잠재변수 간의 교차 적재량 (cross loadings) 이 기준으로
제시된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대상 잠재변
수에서의 적재량이 다른 잠재변수에서의 교차 적재량보다
현저히 큼을 보여주고 있어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에
따라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잠재변수 (exogenous variable) 로 구분한다. R2 값은 내생
잠재변수에 대한 외생 잠재변수들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수
치로서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라고 한다.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회귀분석과 같이 외생 잠재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R2 의
값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며 명확한 판정 기준은 없으나,

3. MBL 수용 모형에 대한 내부모형 평가
1) 결정계수와 적합도 평가

결정계수값이 클수록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으로
서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서는 내생 잠재변수인 지각된 용이성 (Z1),
지각된 유용성 (Z2), 사용 의도 (Y) 의 R2 값은 각각 0.72,

내부모형 평가에서는 잠재변수들의 인과 관계의 유의성

0.67, 0.47로서 결정계수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지각된

을 평가한다. 잠재변수는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내생 잠재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설명력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사용

변수 (endogenous varibles) 와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외생

의도는 설명력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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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Path coefficients of TAM (∗∗ p < 0.01, t-value > 3.1).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계수로서
GoF(goodness of fit) 값을 구한 결과 0.68의 값을 얻었다.
아직 PLS 모형에 있어서 GoF 기준값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36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적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을 예비물리교사들의 컴퓨터기
반실험 (MBL) 수용에 적용하여 MBL에 대한 지각된 용이
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구성된 모형의 적합성과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PLS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기술수용

2) 경로 분석
잠재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경로 분석 (path
analysis) 은 잠재변수들이 이루는 경로의 유의성을 경로
계수로 평가한다. 경로 계수의 평가는 경로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수준 (p < 0.05 또는 p < 0.01) 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예비물리교사들의 MBL 수용에 대한 기
술수용모형의 경로 계수와 t-value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각 경로 계수들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X1-Z1, X1-Z2,
X3-Z1, Z2-Y 등 총 4개 경로에서 경로 계수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로 계수의 t-value
가 1.96보다 큰 경우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는데,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경우 분석
결과 유의확률 99% 즉, 유의 수준 (p < 0.01, t-value > 3.1)
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외부 변수에 해당하는
잠재변수를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컴퓨터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외부 변수들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경유하여 사용의도로 연결되는 기술수용모형을
구성하였다. 기술수용모형에 대하여 부분최소자승 (PLS)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의 유
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정 계
수와 경로 계수를 구하여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MBL 수용 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용이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준다. 기술수용모형에서 볼 때

3) 구조방정식 모형 해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비물리교사들의 MBL 수용에 대한
기술수용모형의 구조방정식 모델링 결과를 잠재변수들간의
경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Fig. 2와 같다.
즉, 시스템 품질 (X1) 은 지각된 용이성 (Z1) 과 지각된 유
용성 (Z2) 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컴퓨터 자기효능감
(X3) 은 지각된 용이성 (Z1) 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 품질 (X2) 은 어느 것과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 (Z2) 만이 사용 의도
(Y)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용이성 (Z1) 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는 나타났다.

예비물리교사들이 MBL이 유용하고 사용하기 쉽다고 지
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MBL의 시스템
품질이다. 이러한 결과는 MBL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장치의 편의성이나 성능 등에
영향을 나타내는 시스템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예비물
리교사들이 해당 시스템의 유용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예비물리교사들이 MBL을 보다 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만이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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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MBL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MBL
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보다는 MBL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예비물리교사들의 MBL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한 경로를 추적해보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유용성이며,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시스템 품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MBL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BL에 대한 시스템 품질을
높여서 사용자들이 이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해 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기반실험 사용자의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BL의 시스템 품질을 높여야한다.
즉 정보통신기술 도구로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사용
이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험 도구이자 교육 수단으로서 MBL 장비
의 성능과 활용 소프트웨어의 편의성을 높여야한다. 국내에
보급된 MBL 장비는 주로 외국 제품이 많으며 국내 제품도
점차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MBL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으며,
품질 개선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MBL 장비 제작사에 의존
하고 있다. 물리실험교육 도구로서 MBL 사용을 보다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MBL의 시스템 품질에 대한 사용자로서
물리교사 입장에서의 평가와 품질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
한편, 컴퓨터기반실험의 도구인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것이 MBL 사용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
만 이것이 MBL 사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MBL을 쉽게
다루는 것과 잘 사용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MBL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MBL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MBL을 물리실험
교육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MBL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MBL이 물리실
험교육에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BL을 포함하는 실험연수에서 MBL의
유용성과 교육적 의의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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