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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녹아들면서, 모바일 환경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였으며,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인 O2O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배달, 숙박 등의 다양한 O2O 서비스가 급성장

하였고, 커피전문점의 스마트폰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그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는 앱을 통하여 먼저

주문을 하고, 주문 제품을 픽업대에서 가지고 감으로서 줄을 서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기술수용 모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서비스 품질 및 O2O 서비스 품질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수용의도에 대해 살표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 모바일 앱 중 가장 먼저 시행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타벅스의 모바일앱을 대상으로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의 수용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소인 서비스 유형성, 서비

스 신뢰성, 서비스 응답성, 서비스 확신성, 서비스 공감성을 추출하였고,

O2O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소로 Customization, Contact Interactivity, 

Cultivation, Care, Choice, Character,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를 추출하였다. 해당 요인들이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기술수용모델에 영향을 줌으로서,

모바일 앱의 미래 구매의 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커피전문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52부를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품질요소인 서비스 응답성, 서비스 확신성, 서비스

공감성은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O2O 서비스 품질에 대

한 요소인 Customization, Contact Interactivity, Cultivation, Care, 

Choice, Character,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역시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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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기각되었으나,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태

도는 미래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수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실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여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어 : 서비스품질, O2O서비스품질, 자기효능감, 기술수용모델(TAM)

학   번 : 2015-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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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0% 이상을 보이며, 기존의 PC를 사용하

여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

하게 활용이 가능해졌다. 2019년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에서의 금액은 이미 온라인 쇼핑의 금액을 뛰어 넘었으며, 이를 통

해 PC에서 모바일로 소비자의 생활 습관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통

계청, 2019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이렇듯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은 온

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

하는 O2O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O2O(Online to Offline)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계하여 제공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정보통신기술 특히 IO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O2O서비스가 다양한 산업에 등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온라인 상의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유인한다는 확장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총칭한다(이상훈, 2015).

특히 위치정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점주에게 제공하면, 점주는 이 온라인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이강원 & 손호웅 2016).

최근 정보통신 기술과 근거리 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O2O 

방식이 일상생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O2O는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모바일(스마트폰)을 활용한 유동성, 편리성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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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2O 서비스의 특징

O2O는 위 <그림1-1>에서 보듯 모바일에 최적화 돼있으며, O2O 

시장은 성장세가 빠르고 호황을 이루고 있어 국내∙외 기업들이 활발하게

공략하고 있다. O2O 는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 매장 데이터 관리와

기업 홍보가 용이하다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습득한 정보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며 할인과 적립 같은 보다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장점을

제공한다.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O2O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추후에

더욱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KT 경제 연구소 2015).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이용률 또한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은 고정 PC를 기반으로 한

초기의 전자상거래가 온라인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해내며 O2O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O2O는 기업에게는 소비자 및 매장 데이터를 DB화 시켜 고객 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게 해주며 소비자들에게는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O2O중 Online to Offline 서비스는 사전 등록한 가입자에게 SMS 등

다양한 온라인 기능을 활용해서 이벤트 정보,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방문

및 구매 유도하거나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즐겨 찾는 브랜드

매장의 상품 정보, 할인 쿠폰을 온라인(스마트폰 등)으로 바로 전송하여

구매 유도하는 것이며, Offline to Online은 스마트폰 앱, QR 코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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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유도 하거나 실 점포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포인트 통합을 들 수 있다. Offline to Online의 가장 대표적인 앱은

배달의 민족이나, 스타벅스의 앱의 사이렌 오더와 같은 서비스를 들 수

있다(김대건, 2015).

이런 O2O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주요 관련 기술로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와 비콘(Beacon)이 있다. 우선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도 불리며 전자태그(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중의 하나이다.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기술로 10cm 이내의 아주 가까운 거리의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기술이다. NFC는 짧은 통신 거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우수하며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여 결제 기능

뿐 아니라 잠금 장치와 같은 보안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O2O 서비스에 있어서 NFC는 주로 결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고, NFC 결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출시됨에 따라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다음으로 비콘은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며 위치정보를 전달하는

기기를 칭하는데, IT 영역에서는 위치 인식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를 말한다. 

블루투스 4.0을 기반으로 하는 비콘은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만 통신

가능한 NFC에 비해 넓은 반경인 5~70m 범위에 정보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게다가 GPS보다 정교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저전력이라는 장점도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은 특정 장소에

소비자가 접근하면 할인 정보나 쿠폰, 상품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여 스팸이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김대건 2015).

2.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스타벅스의 모바일 앱을 통하여 미리 주문 및 결재를 하여, 줄을

서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며, 다른 커피전문점도 역시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측면에서 모바일앱을

수용하고, 재사용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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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SERVQUAL의 서비스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변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져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요인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서비스 품질과 모바일 결재에 관련한 연구(석재완 & 

문석환, 2010), 배달앱에 있어서의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연구(조미나,

2020)등 이 있지만, O2O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모바일앱에 대한 연구로 확장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용을 연구한 Hernández, et al.(2010). 

에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술수용모델에서의 다른 변수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하여 커피전문점 모바일 앱의 수용에

있어서, 전통적 서비스 품질이 아닌 O2O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 및

해당 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서비스 품질 차원이

커피전문점 모바일 앱의 수용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O2O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서비스 품질

요인을 정의하여, 해당 요인들이 커피전문점의 모바일 앱 수용에

있어서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현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차원에서의 특성은 서비스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O2O 차원에서는

Customization, Contact interactivity, Cultivation, Care, Choice, 

Character의 변수와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Satisfa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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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commerce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술수용모델에 의한 재구매

의사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술수용모델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해당 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정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앞에서 언급된 주요

변인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의

구성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통해

연구모형을 평가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론적,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구성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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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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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서비스품질 정의와 구성요소

1.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표 1>와 같이 여러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

이 다양하게 해석 및 정의하고 있다. 우선, 1960년 미국마케팅협회는 판

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연계되어져 제공되는 행위로 서비스를 정의하였다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60). 또한 Kotler(1997)는 본질

적으로 무형적이며 소유권의 변동 없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

공해 줄 수 있는 활동이나 효익으로 정의하였다. Rathmell(1976)은 서

비스에 대하여 만질 수 있으며, 눈으로 확인 가능한 유형재인 재화와 반

대되는 개념이라 하였다. 또한 Regan(1963)은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만족을 주는 유형, 무형의 것 또는 제품 구입시 복합적으로 만족을 주는

무형의 것이라 하였다. 

Lush & Nambisan(2015) 은 서비스 혁신에 대하여 주어진 맥락에

서 어떤 주체들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자원을 창조하는 다양한 자원의

재조합으로 이는 고객을 포함한 주체의 네트워크를 항상 포함한다고 규

정하였다. 즉, 서비스란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과정들로 다양한 종

류의 자원이 고객과 직접적 상호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문제에 대

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Grönroos, 2000) .

Vargo & lush(2004)는 서비스를 특화된 능력(지식과 기술)을 다른

주체나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 및 그 과정 결과를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하며, 서비스에서의 가치 창조는 고객과 함께 창출되는

과정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서비스 지배 논리라고 주장하며, 

이는 기존의 서비스가 제품의 가치 창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

의 입장이 아닌 서비스가 제품과는 별도로 모든 교환에 있어 공통 분모

이며, 고객을 가치를 같이 생산하는 주요 생산자로 간주하였다. (Vargo 

and Lush, 2004).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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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정의

AMA(1960)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연계되어져 제공되는

행위

Kotler(1997) 본질적으로 무형적이며 소유권의 변동 없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활동이나 효익

Rathmell(1976) 눈으로 확인 가능한 유형재인 재화와 반대되는

개념

Regan(1963) 직접 만족을 주는 유형, 무형의 것 또는 제품

구입시 복합적으로 만족을 주는 무형의 것

Lush & 

Nambisan(2015)

어떤 주체들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자원을 창

조하는 다양한 자원의 재조합, 고객을 포함한

주체의 네트워크 포함함

Grönroos(2000)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과정들로 다양한 종

류의 자원이 고객과 직접적 상호작용하고, 결과

적으로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

Vargo & 

lush(2004)

특화된 능력(지식과 기술)을 다른 주체나 자신

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 및 그 과정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

<표 2-1> 서비스에 관한 정의

2.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

서비스 품질은 무형성과 같은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정의하기 더

욱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ap theory나 품질의 5가지 차원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정의하거나 측정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품질은

1980년대 이후, 보다 좋은 제품을 (효과적)보다 싼 가격에(효율적) 제

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경영 혁신기업들에 이어 기업

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품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인 속성이 아닌 기

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경쟁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

조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 또한 서비스의 정의와 유

사하게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표 2> 참조).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Gronroos(1984)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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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제공된 서비스를 비교하여 그 차이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는 서

비스 품질 모델을 제시하며 과정적 품질과 기술적 품질을 통하여 설명하

였다. 과정적 품질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즉 서비스 전달 과

정에 있어서의 상효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뜻한다. 기술적 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즉 기업의 서비스 활동의 결과물을

뜻한다. 이 중 서비스 품질이 기술적, 과정적 품질의 합이며,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 특히 과정적 품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Lewis and booms(1983)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된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치에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척도로 정의하며, 서비스 품질관

리를 고객의 기대치에 맞는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였다.

Garvin(1984)은 서비스 품질을 접근법에 따라서 정의하였다. 첫째, 

선험적 접근법은 철학적 관점이 있어 경험을 통해 지각할 수 있지만, 분

석하기는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제품중심적 접근법은 품질

의 차이를 상품의 고유한 속성의 차이로 보고, 이 속성 등급에 따라 측

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사용자 중심적 접근법은 품질이 얼마나 고

객을 만족시켜주는지 여부에 따라 품질의 등급을 측정하고 결정한다. 넷

째, 제조 중심적 접근법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 초점을 둔 것이며, 

제품의 제작 및 설계가 제품과 일치할수록 고객 만족이 커진다고 본다. 

다섯째, 가치 중심적 접근법은 품질을 가격 및 가치로 정의하며 양질의

상품은 곧 고객이 만족하는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이라 정의하였다. 그

중 사용자 중심적 접근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품질의 연구 방식으로 인

식되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

는 품질이라고 하여 지각된 서비스 품질(Perceived service quality) 로

정의하였다.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는 지각된 서비스 품질로

의 개념으로 ‘서비스 우수성과 관련된 서비스 소비자의 전반적인 판단

이나 태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SERVQUAL 모형을 제

안하였으며, 품질평가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Cronin and Taylor(19992)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며 전체

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로 개념화하고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의 선행 조건으로 보았다. Taylor and 

Baker(1994)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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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 연구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 <표 2-

2>와 같다.

서비스 품질

Gronroos(1984) 서비스 품질이 기술적, 과정적 품질의 합이

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특히 과정적 품

질이 중요

Lewis and

booms(1983)

서비스 품질을 제공된 서비스가 고객의 기

대치에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척도로

정의

Garvin(1984)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품질이라고 하여 지각된 서비스

품질(Perceived service quality) 로 정의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

서비스 우수성과 관련된 서비스 소비자의

전반적인 판단이나 태도

Cronin and

Taylor(19992)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며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로 개념화하고 측정될

수 있는 것

Taylor and 

Baker(1994)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평

가

<표 2-2>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

3.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와 측정요인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5)는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

는 10가지로 제시하고, 이 기준들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결

정요소로 칭하였다. 이 10가지 차원은 각각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능

력, 접근성, 예절, 의사소통, 신용성, 안정성, 고객이해의 10가지 차원으

로 설정하였다. 이 서비스 품질의 측정은 해당 요소의 설문 문항으로 측

정이 되며, 이 측정도구 모델을 SERVQUAL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한 결과물의 기대한 서비스가 지각된 서비스가 높은 경우에는 불만

족, 반대의 경우에는 만족되는 이상 적 서비스 품질이 되는 것이다.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는 다음 연구에서 기존

10가지 차원을 5가지 요인으로 축소하여 ’신뢰성(reliability)’, ’응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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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확신성(assurance)’, ’유형성

(tangibles)’의 5가지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신뢰성은 믿을 수 있고 정확

한 임무수행을 하는가에 관한 차원이며, 응답성은 반응이 즉각적이고 자

발적인가에 관한 차원, 공감성은 접근이 용이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고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차원, 확신성은 능력, 공손

함, 믿음직함, 안전성 등에 관한 차원, 유형성은 물적요소의 외형에 대한

차원이다. 이 5개의 차원은 신뢰성 > 확신성 > 응답성 > 유형성 > 공감

성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난다.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의 서비스 품질 모델이 어떻게

변형되었는 가는 아래 <표 2-3>에 나타나 있다. 

PZB(1985) 내용 PZB(1984) 내용

유형성 서비스 평가를 위

한 외형적 단서

유형성 물적요소의 외형에

대한 차원

신뢰성 서비스와 고객 믿

음과의 일관성

신뢰성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임무수행

응답성 신속한 대응능력 응답성 반응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가

능력 서비스 수행하는

기술과 지식

확신성 능력, 공손함, 믿음

직함, 안전성

예의 담당직원의 접객

태도

신용성 고객이 인식하는

신뢰도, 평판 정직

성 신용 등

안정성 유형적 안정성, 비

밀 보장 등

의사소통 고객의 이해를 높

일 수 있는 의사소

통 능력

접근성 접근 가능성과 접

촉 용이성

공감성 접근이 용이하고, 의

사소통이 원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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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해 고객의 욕구를 이

행하고자 하는 노

력

고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표 2-3> PZB서비스 품질 모델

다만, 이러한 차원은 업종별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고, 적용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일괄적인 적용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5)에서는 은행, 신용카드

회사, 심부름센터 및 수리업에서 10가지 차원으로 측정한 결과가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중복에 따라 명확하게 식별이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

서는 (1998) 수선 및 영선, 은행과 장거리 전화, 증권 중개업 및 신용

카드회사를 통하여 5개의 차원으로 줄였으나, 업체별로 상호 중요성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n and lamb(1991) 역시 소매점

에서 SERVQUAL을 적용 제안된 5개 차원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없다

고 하였으며, Cronin and Taylor(1992) 패스트푸드에서 Servqual의 5

개 척도로 측정하였지만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단일차원으로 평

가하였다. 

Carman(1990) 또한 대학취업준비실, 치과, 병원 응급실, 타이어 점

에에 측정하였을 때 항목들의 견고성은 인정되지만 품질 구성요인의 상

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수행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적용될 때는 각 기

능마다 독립적인 측정도구가 이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단순히 지각

서비스와 기대 서비스의 차이에 의한 서비스평가는 오류를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5)는 수정된 SERVQUAL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이렇듯

SERVQUAL 모형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비스 품

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모형임에는 간과할 수 없다. 

SERVQUAL에 나오는 대표적인 차원들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 품질

의 차원에 관한 연구로는 Rust(1994)는 서비스 품질차원을 서비스 품

질(service quality), 서비스 제품(service product), 서비스 전달

(service delivery), 서비스 환경(service environment)로 차원을 구분

하여 설명하였고, 이 모형은 실증이 되지않고,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으

며, Brady와 Cronin(2001)은 이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통하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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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상호작용 품질(interaction quality), 물리적 환경품질(physical 

environment quality), 결과품질(outcome quality)인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Brady and Cronin(2001)의 품질차원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아래 <표 2-4>에 있다.

차원 하위차원 문항

상호작용품

질

(Interaction 

quality)

서비스가 제

공되는 동한

발생하는 사

람간의 상호

작용

태도

(Attitude)

친절한 종업원

고객을 기꺼이 도우려는 자세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는 자세

행동

(Behavior)

고객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행동을 취함

고객 요구에 빠르게 답함

고객 요구를 이해함

전문성

(Expertise)

직무를 아는 종업원

고객 질문에 빠르게 답함

고객의 요구 충족은 종업원의 지식에 달려

있음을 이해한 종업원

물리적 환경

품질

(Interaction 

Quality)

‘ 건축적인

환경이 고객

의 서비스

평가에 미치

는 영항

주변조건

(Ambient 

Condition)

좋은 분위기

내가 찾는 주위 환경

고객에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해

디자인

(Design)

깊은 인상을 주는 설계

고객의 목적에 맞는 설계

고객에게 시설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해

사회적 상황

(Social 

factor)

다른 고객들이 좋은 인상을 유지하도록 방

해하지 않음

다른 고객들이 좋은 서비스의 제공 능력을

방해 하지 않음

고객의 서비스 지각에 다른 고객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

결과품질

(Outcome 

Quality)

대기시간

(Waiting 

time)

예상 가능한 대기 시간

고객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

고객에게 대기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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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이

끝났을때 고

객이 지니고

있는 것

해

유형적 증거

(Tangible)

만족스러운 결과

고객이 원하는 상품 구비

고객이 찾고 있는 종류의 상품을 알고 있

음

호감성

(Valence)

떠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느껴지는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다고 믿는가

고객이 원하는 종류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믿는가

<표 2-4> Brady & Cronin(2001)의 서비스 품질 모형

제 2 절 O2O서비스의 정의와 구성요소

1. O2O 서비스의 정의

Nielson(2013)에 의하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쇼핑을 이용하는 비율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비율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스

마트폰을 통해서 가격비교, 구매 등 모바일쇼핑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쇼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과 중국으로 각각 이용률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빈도는 더 가속화 되었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달하였으며, 전자상거

래 중 모바일 비중은 64.5%에 달하였다.(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주목할 점은 소비자들이 이동 중에도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하는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쇼핑만을 하는 것이 아닌, 쇼루밍(Showrooming, 

리버스 쇼루밍(Reverse-Showrooming)과 같은 다양한 쇼핑활동을 하

고 있다. 이러한 쇼루밍, 리버스 쇼루밍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온라인

상거래와 오프라인 상거래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점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지어 상거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

로 최근 모바일 상거래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O2O를 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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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Online-To-Offline). O2O란 ICT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

해 고객을 유치하여 오프라인으로 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근거리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기술이나 위치기반(LB: 

location based)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주변의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발송하여 잠재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유치한 고객들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적인 마케

팅 방법도 도출할 수 있다. 방문고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교한 고객관리도 구현 가능해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대건, 

2014)(데이터넷, 2014. 10. 14).

O2O 서비스 관점에는 온ㆍ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 관점, 플랫폼 비

즈니스 관점, 기술융합 관점의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온ㆍ

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 관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방향에서 판매제

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 통합 비즈니스이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교보문고 바로드림 등이 있다. 기술융

합 관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수의 융합에 기초하여 출현한 비즈니스

이며, 온라인의 빅데이터, 간편결제 기술과 오프라인의 NFC, 블루투스

등이 이에 융합되는 기술들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관점은 오프라인 사업

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요기요,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앱, 카카오 택시 등이 이에 해당 한다.(이종용, 2017)

Paulin et al(2014)는 O2O 서비스에 대하여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

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O2O 서비스에 적극적

으로 관여하는 고객과 상호작용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 할 수 있다고

하였다. Tsai, Tse-Ming, et al(2015) 는 O2O 상거래에 대하여 온라인

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 정의 하였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연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끊김 없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모바일 상거래, 위치기반서비스(LBS), 소셜 커머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였다. Hsieh, Jung-Kuei(2017) 기업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한 다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O2O라고 하였다.

Chan(2013)은 O2O서비스에 대하여 온라인(가상)과 오프라인(현실

공간)을 결합하여 비즈니스 및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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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이 조화를 이루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하였다. Chi(2016)은 O2O

서비스를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단말기를 이용

하여 온라인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를 통하여 O2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로서, 고객이 직접 주문에 참여하여 가치를 창조하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위의 두 이론에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O2O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모바일 매체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Kanan(2001)은 모바일 서비스의 특징에 대하여 개인성

(Personality), 접근성(Reachability), 즉시연결성(Instant connectivity)

세가지를 이야기하였다. 개인성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맞춰진 개별화된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접근성은

미디어의 종류 및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즉시 연결성은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컨텐츠와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Suprenant and Salmon(1987) 개인화(Personalization)에 대하여

옵션, 프로그램, 맞춤형 개인화라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옵

션개인화란 옵션 개인화는 고객에게 어느 정도 의사결정적 통제와 제공

되는 조건 중 적어도 일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

그램 개인화는 규칙화가 잘되어 있는 질문이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고

객을 개인화 하는 반면, 맞춤형은 개개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진 질문과

프로세스를 통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인화에 대해서 제품적 측면에 있어서 접근은, 제품을 구매

한 개별 소비자의 개인 정보, 선호도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제품이나

제품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Chellapa et al 2005). 인

터넷의 측면에 있어서 Cingili et at(2000)은 웹에서 개별 사용자의 욕구

및 필요에 반응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2. O2O 서비스의 구성요소

1) Customization

Scharge(1999)는 customization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이미 웹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따라 고객에 대한 맞춤화

가 이루어 지는 정도에 따라서 웹의 가치가 결정되는 단계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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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다고 언급 하면서, 맞춤화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갔음을 이야

기 하였고, 많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이러한 고객에 대한 맞춤

화를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맞춤화

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는 여러

개 있다.

Shostak(1987)에 따르면 사이트를 탐색하면서 자신이 원하

는 상품을 못찾을 때 고객의 83%가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맞춤화를 통하여 고객이 사고 싶은 물건

을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고객의 좌절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맞춤화를 통하여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빠르

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인식을 제공

할 수 있다. 

Ostrom & lacabucci(1995)에 의하면 개별 소비자는 맞춤화

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를 완료 할 수 있다. 또한 소비

자와 공급자 간에 높음 품질의 신호를 주고 받으며, 고객과 제품

의 실제 매칭이 더 쉽게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Srinivasan et al.(2002)는 맞춤화를 공급자가가 개별 고객에

게 제품, 서비스, 거래 환경을 맞춤화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맞춤

화는 전자상거래상의 웹 사이트가 고객을 인식한 후 고객을 위

한 제품, 서비스 및 쇼핑 경험의 선택을 자신에 맞게 맞추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개별 고객을 위해 정확하

게 맞춤화하거나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

을 정확히 찾기 위해 전체 제품 구색을 살피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은 앞으로 고객들이 다시 그 공금자를 찾

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홍성태 et al(2013)는 개인 맞춤성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

에 맞게 맞춤화된 서비스 및 정보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으며, 중국 소비자의 스마트폰의 모바일 환경에 대한 연구

에서 개인 맞춤성이 지각된 편리성에 영향을 줌으로서, 사용확산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김병만 et al(2004)는 이러한 개인의 맞춤화를 위한 추천 시

스템에 대한 분류 기법을 내용기반 필터링(Contents-based 

filtering)과 협업기반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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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내용기반 필터링은 사용자가 관심을 보냈던 정보나

상품의 내용을 분석하여 성향을 학습함으로서, 사용자 프로파일

을 구축하고, 유사한 정보와 상품을 추천한다. 협업 기반 필터링

은 수집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특정 상품에 대한 의견이 유

사한 다른 사용자를 찾고, 과거 구매 정보나 상품을 찾아서 교차

로 추천한다. 이는 스타벅스 앱에서 고객의 성향과 주문 시간대

에 알맞은 음료 메뉴를 추천하는 스타벅스 개인화 추천 서비스

가 이러한 맞춤화 추천 시스템을 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Contact interactivity

상호작용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고객 사이트 사이에 발생하는

동적인 성격의 계약의 일종으로, 전자 상거래에서 고객 충성도에

대해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중시되어 왔다. 상호 작용의

결여가 되는 것은 많은 전자 상거래 업체에서 문제가 되어 왔으

며, 이러한 문제의 종류는 하루나 이틀이 지연된 이후에 진행되

는 이메일 답변, 불충부한 제품 정보 제공, 지연되는 검색 등이

있다. (Deighton, 1996)

Srinivasan et al.(2002) 은 상호작용에 대하여, 고객 지원

도구로서의 유용성과 효과성 및 고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의 촉진 정도로 정의 하였으며, 고객 충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는 상호작용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찾는 검색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극적으로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 Lombard & Synder-Duch(2001)는 상호작용성

에 대하여 인간이 주어진 어떤 환경 내에서 사물이나 사람들 간

에 행하는 모든 행위와, 행위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매체를 의

미하였다. Hofman and Novak(1996)은 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소비자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컨텐츠와 상호작용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하여 다른 소비자와도 상호 작용 할 수 있음을 논

의 하였으며, 전자를 기계적 상호작용성, 후자를 인간적 상호작

용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Steuer(1992)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실시간(real time)의 개

념을 중요시하며,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매체환경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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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이에 미치는 영

향을 3가지 요소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첫째는 매개 환경이 소

비자의 조작에 의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속도 요

소이다. 둘째는 소비자의 행위가 매개환경에 변화를 미치게 되는

시간적 순서, 공간적 구성 등 각 속성에서 일으킨 변화의 크기를

뜻하는 범위 요소다. 셋째는 소비자의 행위가 매개 환경에서 자

연스럽게 연결되고,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 매

핑 요소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이 세가지 요소를 통하여 상호작

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지를 평가하였다. 

이태민(2003)은 선행 연구들이 매체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

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며 상호작용성을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수단으로 조망해야 한다고 하였다. 디

지털 환경의 도래에 따라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Cultivation

Berger(1998)는 기업들이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하기 위해

서는 효과적으로 그들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업이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업자가 고객을 알아보는 것과, 이메일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고

객에게 접근하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비교적 저렴하다

고 하였다.

Srinivasan et al.(2002)은 관계구축을 전자상거래 업자가 고

객에게 구매 이후 관련 정보와 정보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것이며, 정보의

제공 빈도 및 전자상거래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cross 

selling 의 제안으로 정의하였다. 기업은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

로 cross selling 함으로써,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예로 고객들에게 그들의 과거 구매와 관련된 책들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는 기존에 구매한 상품과 비슷한 의류 품목

의 할인 판매가 있을 때마다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업데이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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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폴 프레드릭의 예를 들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과 반응은 고객에 대한 판매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고객이 처음부터 그러한

자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쌓아야 하는 다른 판매자에게 이

동하려는 동기가 감소한다는 이점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4) Care

Srinivasan et al.(2002)은 Care가 전자상거래업체가 즉각적

인 거래와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모두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모

든 구매 전/후 고객 접점 활동에서 주의를 요하는 활동을 의미

한고 정의 하며,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의 이용 가능성과 주문 현

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는 정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자의 노력이라 하였

다. 또한 고객 관리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

래업자가 세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항과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데 나타나는 관심을 모두 반영한다.

이러한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은 이미

poleretzky(1999)는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은 5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인터넷을 통한다면 5천 명

의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온라인 고객들은 즉

시 경쟁업체의 상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로의 전

환이 쉽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업체는 고객의 적절한 관리를 보

장할 필요가 있고 하였다.

Forbes et al(2005)는 인터넷 쇼핑 시 발생되는 서비스실패

는 보다 더 인터넷환경 특유의 상황을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접속속도나 고객정보

요청 등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 시 온

라인이나 신용카드 및 사이버머니 등 결재 확인단계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배송의 경우 및 고객관리 및 판매

후 서비스에서 불만처리 태도나 고객과의 약속불이행 등에서도

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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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oice

Srinivasan et al.(2002)은 기존 소매업체와 비교했을 때, 전

자상거래업체가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한 제품 종류와 특정 카테

고리 내에서 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프라

인 상점은 사용 가능성과 비용에 의해 제약을 받는 반면, 전자상

거래업체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 큰 선

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가상 공급자들과 제휴를 맺어 더 다

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Benjamin & wigard(1995)는 온라인 쇼핑의 특징 중 하나로, 

전통적인 유통경로와 다르게, 시장접근에 폐쇄적이지 않기 때문

에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품에게 자유로이 접

근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특징은 원하는 상품을 제

품의 검색을 통하여 쉽게 찾고, 즉석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문 할

수 있는 one-stop 쇼핑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

다.

김선숙과 이은영(1999) 인터넷 패션 쇼핑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특징으로, 제품 찾기의 용이성을

들었는데, 이는 다양하고 희귀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미숙․김소영(2001)은 소비자특성에 따른 인터넷 패션쇼핑

몰 이용행 동에 대해 연구에서 인터넷 패션쇼핑몰 선택 시 쇼핑

몰 선택요인으로 고 객관리, 제품정보 정확성 및 종류, 편리성, 

운영방식, 제품특성 및 다양성, 쇼핑몰 업체의 명성등의 요소가

나왔으며, 연구결과 다양한 제품의 종류가 있고, 그 정보가 정확

할수록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 Character

창의적인 웹사이트 디자인은 전자 소매업자가 소비자들의 마

음속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평판과 특성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사이트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통

신보다 잠재적으로 훨씬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매체를 나타낸

다.(버드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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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스타일, 그래픽, 색상, 로고, 

슬로건이나 테마 등의 입력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소매업자가 소

비자에게 투영하는 전체적인 이미지나 성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성은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웹사이트는 재래식 벽돌과

사투리 시장에 퍼지는 개인 대 개인 교류가 없을 때 대처하기에

다소 비인격적이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표시와 이미지를 넘어, 웹사이트는 사이트 인식과

리콜을 강화하기 위해 독특한 캐릭터나 개성을 사용할 수 있다.

Henderson & Cote(1998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래픽

기호(예: 로고)는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쇼핑객 태도를 만들기

위해 공유된 연관성이나 의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코드화된 자극은 고객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rshenson & Haber, 1965).

예를 들어, 유명한 보석 소매업체인 티파니는 자사의 웹사이

트에 있는 모든 보석 이미지가 고품질 그래픽을 사용하여 제시

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영상 기술에 실질적으로 투자했다.

이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영향은 티파니의 명성 있는 고품질

의 소매업자로서의 명성을 강화시킨다. (닐, 1998)

7)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새로운 기술 수용에 대한 연구, 즉 모바일 쇼핑의 수용에 대

한 연구 역시 대부분 기술수용모델(TAM)에 Gordon & 

Anand(2005)는 기술수용모델에 외부변인을 더하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디바이스를 이

용하는 즐거움 은 지각된 유용성보다 이용자 태도에 더 많은 영

향을 준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이용하는 즐거움에 대해 중요성을

보여준 것과 같다고 하였다. Wu & Wang(2005)의 연구에서는

구매 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위험성, 유용 성, 적합성, 

사용 용이성을 제시하였는데, 모바일 커머스 이용에는 적합성이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Kenneth(2005)에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의 외부변인으로

관련 지식, 구매경험, 기술 집단, 혁신정도, 교육, 성별, 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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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인이 유용성과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에서 혁신정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Bruner et al(2005)는 모바일 기기(PDA 포함)이 유용성과, 즐

거움, 사용 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모바일 쇼

핑의 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8)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Hunt(1997)는 만족에 대하여 '소비경험이 기대되었던 것보

다는 좋았다는 평가' 라고 정의하였다. (Oliver, 1989)는 만족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를 주관적으로 지

각하고 난 후 느끼는 감정의 결과로서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채

워졌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고객의 반응’이라고 하였다. 제품

에 대한 고객의 평가(Westbrook, 1994)라는 측면에서 고객만

족은 고객들이 사용,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 내

린 좋고 나쁜 정도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만족

이란 ‘모바일 쇼핑을 사용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반적으

로 만족한다는 생각되는 느낌’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의 지속적

인 이용과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

후 평가 즉, 만족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수 있으며, 이용과정

상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은 기존의 정보기술이 아닌 대체기술

또는 새로운 사이트로의 이용을 고려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만족과 온라인, 모바일 쇼핑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Jiang & Rosenbloom(2003)은 온라인 쇼핑과정에서의 사용자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Wang & 

Head(2007)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지각된 전환비용과

만족, 신뢰가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Chi et al(2018)은 모바일 쇼핑에서의 성공이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속도, 브랜드 인지도, 정보의 질 등이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줘서 모바일 쇼핑을 계속적으로 사용의도를 올린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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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erceived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사회적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기초한 개념으로, 개인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및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

음으로 정의하였다(Bandura, 1982). 모든상황에서 개인의 행동

이 자기효능판단과, 결과기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고

자기효능판단이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

를 얼마나 쉽게 완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며, 결과기대는

그 행위가 성공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가치있는 결

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확신하는 정도이다. 

결국 자기 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

동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며, 개인의 성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어

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Compuaretal.(1999)은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IT기계를 사용

할 때 자신의 작업수행에 기술을 도입하려는 개인의 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했다.

최근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은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대

한 개인의 수용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으며, Eastin & 

Larose(2000)는 이를 인터넷 자기효능감(Internet self-

efficacy)이라고 하였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인터넷 사용에 대

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며, 낮은 인터넷 자기효능감

을 가지면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며, 인터넷 사

용기술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Nahl & Meer(1997)은 넷스케이프와 익스플로어 두가지 인

터넷 브라우저에서 주소 입력 및 자료전송과 같은 과제를 수행

함에 있어서,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

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인터넷

자기효능감이라고 칭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한 개인이 현재, 혹

은 미래에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

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Wang & Wang(2008)는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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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디바이스의 등장을 이야기 하면서 모바일 자기효능감을 이

야기 하였으며, 이를 모바일 디바이스와 관련한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

의하였다.

Hernández et al.(2010)은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전자 상거래

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한번의 구매가 아니라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

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며, TAM 모델에서의 사용 편의성과 유

용성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효과는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제 3 절 기술수용모델과 구성요소

1.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 and Fishbein(1975) 이성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행동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을 제시하였

다. 합리적 행동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가

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통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

시하고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현상은 예측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행동 의도는 개

인의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태도는

현상을 판단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이며, 주관

적 규범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타인이 판단하는 것을 자신이 인식하

여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규범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인 규범적 신념과 집단 내의 규칙을 따르려는 순응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아래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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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Ajzen and Fishbei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모형

이러한 합리적 행동요인에 대하여 인간 행동이 상황에 따라 변

화 할 수 있고, 외부적 요인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의도

를 예측하는 모형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따라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라는 연구 모형으로 발전된 이론이 제시되었다

2. 계획적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계획적 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행동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 이론이다. 행동의도의 선행 요인이 되는 요소로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통제감을 설정하였으며, 지

각된 통제감은 행동 의도와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Ajzen, 1991). 계획적 행동이론은 지각된 통제감을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여, 외부의 영향에

의한 행동 변화를 설명 할 수 있으며, 행동예측에 있어서 합리적 행

동이론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을 하였다.(Han et al, 2011). 이

러한 계획적 행동 이론은 아래 <그림2-2>와 같이 도식화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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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Ajzen(1991)의 계획적 행동이론 모형

하지만 계획적 행동이론에 대한 단점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 간의 관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된

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Lam and Hsu, 2004).

3.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은 Ajzen과 Fishbein이 정립한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근거한 것으로, TRA가 인간

의 일반적인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면 TAM은 정보기술 즉

컴퓨터와 같은 혁신기술의 수용행동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술수용

모델은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발전된 계획적 행동이론에서 제시된 행

위에 대한 태도와 행위 의도와의 관계를 정보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파생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새롭게

도입된 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

기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신

념변수를 응용하여 제시한 이론적 모형이다. 기술수용모델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태도, 행동 의도 등 크게 4개 구성 요소로

이뤄진다. 

아래의 그림<2-3>과 같이 외부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지각

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정보기술사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용에 대한 태도는 정보기술사용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결국 행동 의도는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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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용이성과 외부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용태도 뿐 아니라 정보기술 사용의 행동 의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Davis, 1989)

<그림2-3> 기술수용모형

1) 지각된 유용성

먼저 지각된 유용성(PU : Perceived Usefulness)는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직무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정

의 할 수 있다. 정보기술 사용자가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과 관

련해 기존의 기술이 보여줄 수 없었던 특정 기술을 유용하게 이

용하는 것이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 또는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Davis, 1989). 

Venkatesh & Davis(2000)는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정보시

스템을 사용해 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2)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용이성(PEOU : Perceived Ease Of Use)은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즉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의 노력이 감소하는 것이다(Davis, 1989).

Venkatesh & Davis(2000)는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기술을 이용

함에 있어서 얼마나 쉽게 이용하는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지각

된 용이성이 곧 사용자 가 기술이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

에서 정신적인 노력 또는 힘든 정도를 적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3) TAM 관련 주요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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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katesh et al(2000)은 TAM에 다루었던 태도 변수를 연

구 모형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영향 변수인 주관적 규범을 외생

변수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에 TRA를 적

용하였으며, 다양한 행동 상황에서 TAM을 바탕으로 TRA를 활

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a et al(2009)는 e쇼핑(e-shopping)에 대한 소비자의 수

용도를 TAM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TAM의 기본 변인에서

품질, 신뢰, 즐거움을 외생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Liao et 

al(2009)는 컴퓨터를 매개한 통신(스카이프)를 통하여 소비자의

수용도를 연구하였고, 지각된 품질, 지각된 즐거움을 외생변수로

추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hin(2009)은 IPTV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용을 연구하면서 IPTV의 품질과 지각된 즐거움, 

가격, 사회적 압력을 외생변수로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렇듯 TAM이라는 기본 모형에서 다양한 외생 변수를 추가함으

로서, 소비자의 수용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의 모바일앱의 서비스 품질과 O2O속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

며, 커피전문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소비자 수용 정도를

Davis(1989)의 기술수용연구 모델을 토대로 검증하여,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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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연구모형

1. 가설설정

1) 서비스품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서비스품질은 기대한 서비스와 서비스 과정 및 성과에 대하

여 지각된 서비스에 대하여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것이다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5)). Bandura(1993)

는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대하여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 설득,

정서 흥분의 4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이 서비스에 관여할 때 자기효능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분리성으로 인해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여하며, 자기 효능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

였다. (Limayem, Hirt, and Cheung, 2007).

정규엽, 곽강희 and 유승석(2007)의 연구에 따르면 카지노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품질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줌으로서, 긍

정적 정서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서비스 유형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1-2. 서비스 신뢰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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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3. 서비스 응답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1-4. 서비스 확신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1-5. 서비스 공감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O2O 서비스 품질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기효능감은 대안 선택 상황에서 높은

불안수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의 수준에 대하여 높은 자기효능감의 소유자들은 여러 상황에서

자신들의 가진 기술을 잘 활용하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의 소유자

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Murphy(1998)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자신감에도 영

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에

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Kraut et al(1998)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

념을 인터넷 상에서 더 잘 적응시키며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변

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서비스 품질요인들에

대하여 소비자가 접했을 때, 기술수용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

을 줄 것인 지에 대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높은 온라인서비스 품질요인들에 노출되었을 때, 이는 인지

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통

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극복하며, 자신의 생각을 현 상황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기술수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 추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

과 일련의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양기현, 백철호 (2013)의 연구에 따르면 게임을 함에 있어

서 자신에게 맞는 아바타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됨으로서, 몰입의

요인 중에 하나인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플레이

하는 게임에대한 고객 충성도가 상승 한다는 연구를 하였으며,



32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1. Customization 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문성식, 전인오 (2017)는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

하여 소셜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이것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2. Contact interactivity 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황용철, 송영식, and 이혜인(2011) 호텔 서비스에 대한 조사

에서 종업원의 고객 지향성이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에 있어서, 서비스 지향성의 구성 요소 중 인적자원관리

부문이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으며, 서비스

리더십 부문 역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3. Cultivation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H2-4. Care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백진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고객의 인터넷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받아, 온라인 쇼

핑몰 수용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im, Keon (2017)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듈의 제품의 경우는 구매결정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구매결정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

정적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줄여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5. Choice는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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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민(2015)의 연구에 의하면 제품의 광고에 있어서, 광고

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태

도가 결정이 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고객들일수록, 광고 유

형에 따른 메시지들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6. Character는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Hernandez et al,(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에 있

어서,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용성과 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칠것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수용성은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7.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는 Perceived Self-

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2-8.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은 Perceived Self-

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이, 가설1의 하위가설 5가지와 가설2의 하위가설 8

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모델 설정이었다. 

이에 자기효능감은 크게 Perceived ease of use of application과

perceived usefulness of application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3의 하위 가설 2가지가 제시

된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정보기술 사용능력에 대한

개인적 특성요인으로서, 사용자의 행동과 행동의 지속여부에 대

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Venkatesh and

Davis(2000)는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종기 (2005), 

김태문(2006) 역시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혁신성과 마찬가지로

유용성과 용이성을 인지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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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Perceived Self-efficacy 는 Perceived usefulness of 

app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3-2. Perceived Self-efficacy 는 Perceived ease of use of 

ap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Davisetal.(1989)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으며 Venkatesh and Davis(2000), 이지

은& 신민수(2011)도 이용자 특성을 선행변수로 하였을때 지각

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동시에 모바일뱅킹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현용호 & 박영아(2013)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

후기를 선행변수로 하였을때,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

성은 스마트폰 맛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재이용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수용 신념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이 태도 및 재사용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4-1. Perceived usefulness of app 은 앱에 대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H4-2. Perceived ease of use app은 앱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H5. 앱에 대한 태도는 앱을 통한 구매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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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각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해보면,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인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

성, 공감성과, O2O 서비스 품질의 Customization, Contact Interactivity, 

Cultivation, Care, Choice, Character 항목, mobile commerce에 대한

acceptance 와 satisfaction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매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술수용모델(TAM)을 사용하여 독립변수가

Perceived self efficacy를 통하여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려고 하였다. 이는 아래 표 <3-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변수명 내용

서비스

품질

유형성 앱의 상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요

소

신뢰성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실수 없이 제공되는 요소

응답성 고객의 문의 및 요청에 대해서 신

속하게 응대하고 힘쓰려는 자세

확신성 직원이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

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모든

과정에 대해 고객에게 안심과 믿음

을 줌

공감성 직원이 고객에게 편림함과 최대한

의 이익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및 자세

O2O서 Customization 개인의 관심을 반영한 맟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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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품

질

제공

Contact Interactivity, 고객이 원하는 것을 실시간을 찾아

서 제공

Cultivation,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

한 관계구축 활동

Care 고객에게 서비스 전후 장애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

Choice,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매욕구를 충족시킴

Character 앱이 가지고 있는 심미성이 고객을

충족시킴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모바일 쇼핑에 대한 고객들이 받아

들이는 정도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모바일 쇼핑에 대해 대한 만족도

Perceived self-

efficacy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Perceived ease of use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려움이

없는 정도

Perceived usefulness 특정 시스템을 이용할 때 일의 효

율성에 도움을 주는 정도

Attitude 모바일 앱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

하는 xeh

Future Purchase 

Intention

모바일 앱을 사용한 미래 구매 의

도(재사용 의도)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실증하기 위하여 설문

지는 5개 영역, 18개의 문항에 대하여 구성되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항목이 유형성 3문항, 신뢰성 4문항, 응답성 3문항, 확신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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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공감성 5문항이며, O2O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문항이

Customization 5문항, Contact interactivity 4문항, Cultivation 4문

항, Care 4문항, Choice 4문항, Character 4문항,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3문항,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가 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Self-efficacy 3문항, Perceived ease of use 3문항, Perceived 

usefulness 3문항, Attitude 3문항, Future purchase intention이 3

문항으로 설문지 총 6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커피

전문점의 모바일 앱 사용 특성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질

문하였으며, 각 구성개념의 출처 및 설문 내용은 <표3-2>에 요약하

여 제시하였다.

설문항목 측정항목 참고

문헌

문

항

서비스

유형성

스타벅스 앱의 콘텐츠는 간략하고 이해하

기 쉽다.

PZB

(1988)

Knutosn, 

Stevens,

Pattern

(1995)

김미례

강근옥

(2017)

3

스타벅스 앱의 상품/서비스 등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 용어와 조건 등은 고객이 읽

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스타벅스 앱상에서 상품/서비스 등의 내

용들은 신속하게 업데이트 된다.

서비스

신뢰성

카페의 제품은 약속된 시간에 제공 되고

있다

PZB

(1988)

Knutosn, 

Stevens,

Pattern

(1995)

김미례

강근옥

(2017)

4

제공되어 나오는 품질은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다.

주문한 제품을 정확히 서브한다

정확한 고객용 계산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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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응답성

종업원들이 피크타임에도 신속하고 일관

성 있는 품질의 서비스 제공 한다.

PZB

(1988)

Knutosn, 

Stevens,

Pattern

(1995)

김미례

강근옥

(2017)

3

발생하는 실수나 불만사항에 대한 즉각적

인 수정을 해 준다.

특별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각별히 노

력을 한다

서비스

확신성

가게 종업원들은 음료 제조 및 응대에 필

요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PZB

(1988)

Knutosn, 

Stevens,

Pattern

(1995)

김미례

강근옥

(2017)

3

가게 종업원들은 앱을 통한 고객의 다양

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응대가 가능하다.

고객은 앱을 통해서 가게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서비스

공감성

가게 종업원들은 나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PZB

(1988)

Knutosn, 

Stevens,

Pattern

(1995)

김미례

강근옥

(2017)

5

가게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욕구나 요구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

가게 종업원은 나의 개인적인 욕구나 요

구를 미리 안다.

어떤 실수를 하였을 때 종업원들은 호의

적이고, 나를 안심시킨다.

진심으로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

Customi

zation

이 서비스는 나의 관심과 선호도를 반영

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Srinivasan, 

Anderson, 

Ponnavolu, 

(2002).

5

이 서비스의 컨텐츠 구성화면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게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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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 컨텐츠 구성의 나의 관심을 끈

다

이 서비스는 나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나와 연관있는 정보를 제공

한다.

Contact

interactivity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은 내가 상품을 다

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Srinivasan, 

Anderson, 

Ponnavolu, 

(2002).

4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은 내가 제품을 찾

을 수 있게 해주는 검색 도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이 매우 매력적인 앱이라고 느

낀다.

나는 이 모바일 앱이 매우 역동적인 앱이

라고 믿는다.

Cultivation 나는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을 통하여 구

매에 대한 주의사항을 받는다..

Srinivasan, 

Anderson, 

Ponnavolu, 

(2002).

4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은 나의 구매와 관

련된 정보를 나에게 보낸다.

나는 이 모바일앱이 나의 구매에 감사함

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바일 앱은 나와의 관계를 적극적으

로 형성하기위해 노력한다..

Care 나는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을 통하여 구매

한 물건에 대하여 청구된 금액이 문제가

된적이 있다.

Srinivasan, 

Anderson, 

Ponnavolu, 

(2002).

4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이 내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바일앱의 환불 정책은 고객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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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이다.

이 모바일 앱은 고객들을 잘 돌본다고 믿

는다.

Choice 이 모바일 앱은 내 쇼핑을 위한 “one-

stop shop”을 제공한다.

Srinivasan, 

Anderson, 

Ponnavolu, 

(2002).

4

이 모바일 앱은 나의 구매 욕구의 대부분

을 충족시킨다.

이 모바일 앱의 제품 선택은 제한되어 있

지 않다.

이 모바일 앱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

한 제품을 제공한다.

Character 이 모바일 앱은 디자인은 나에게 매력적

이다

Srinivasan, 

Anderson, 

Ponnavolu, 

(2002).

4

이 모바일 앱에서 쇼핑하는 것이 재미 있

다.

이 모바일 앱에서 쇼핑하는 것에 편안함

을 느낀다.

이 모바일 앱은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인

다.

Acceptance 

of the

mobile 

commerce

모바일 쇼핑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견해

는 긍정적이다.

Hernández,

Jiménez,

Martín 

(2010)

Davis

(1989)

3

모바일 쇼핑 이용하는 것은 나에게 쉽다.

모바일 쇼핑은 나에게 유용한 것 같다.

Satisfaction 

with the

mobile 

commerce

모바일 쇼핑을 사용한 나의 경험은 전반

적으로 만족한다.

Hernández,

Jiménez,

Martín 

2

나는 모바일쇼핑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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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해 만족한다. (2010)

Shih(2004)

Perceived

self-

efficacy

나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앱을 사

용할 수 있다고 느낀다.

Compeau

Higgins

(1995)

Limayem

Khalifa

Frini

(2000)

3

나는 앱에서 물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앱을 쉽게

설치 할 수 있다고 느낀다.

Percevied

ease of use

카페 이용을 위해 앱 사용법을 익히는 것

은 쉬웠다.

Davis

(1989)

Talyor

Todd

(1995)

Yu

Ha

Choi

(2005)

3

카페 이용을 위해 앱을 활용하는 것은 쉽

다.

앱을 사용하여 물품(커피)를 구매하는 것

은 정신적인 노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다.

Perceived

usefulness

앱을 사용한 물품구매는 내가 조금 더 효

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Davis

(1989)

Taylor

Todd

(1995)

Karhanna

Straub

(1999)

3

앱을 사용한 물품구매는 내가 조금더 빠

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품구매를 위해 앱을 사용하는 것은 내

구매에 있어서 더 유용하다..

Attitude 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좋

은 생각인 것 같다.

Talyor

Todd

(1995)

Karhanna

Straub

(1999)

3

앱에 대한 나의 일반적인 의견은 긍정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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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

에게 현명한 생각인 것 같다.

Yu

Ha

Choi

(2005)

Future 

purchase

intention

나는 앱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할 것이

다.(가까운 미래에)

Talyor

Todd

(1995)

Limayem

Khalifa

Frini

(2000)

3

앱은 내가 미래에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

어서 사용하는 주요 매체가 될 것이다.

나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앱을 사

용 할 것이다.

<표 3-2> 설문지 구성문항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표본설정 및 자료수집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서비스 품질 및 모바

일 품질이 고객들의 모바일 앱의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표

보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로

는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325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처음 사용해

보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하고, 수거하여 데이터 코딩을 거쳐 통계 처리를 하였다. 통계처리방

법은 STATA를 이용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상

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

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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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352명 중 여성은

180명으로 55% 남성은 145명을 45%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연

령으로는 30~39세가 36%로 가장 높았고, 20~29세 31%, 40~49세

33%를 차지하였다. 직업으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55%, 전문적이

18%, 학생이 9%, 주부가 4%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비중은 대학원

재학/졸업이 12%, 대학교 졸업이 72%, 대학교 재학이 8%, 고등학

교 졸업이 7%, 기타가 1%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29%, 300~400만원 수준이 21%, 200~300만원

수준이 35%, 100~200만원 수준이 10%, 100만원 미만이 9%를 차

지하였다. 결혼 여부로는 미혼이 58%, 기혼이 54%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4-1>로 정

리하였다.

설문내용 빈도 비중(%)

성별

남 145 44.62

여 180 55.38

나이

20~29세 99 30.46

30~39세 118 36.31

40~49세 108 33.23

지역

서울 170 52.31

경기 155 47.69

기혼 여부

미혼 190 58.46

기혼 135 41.54

교육

고등학교 졸업 23 7.08

대학 재학 25 7.69

대학교 졸업 235 72.31

대학원 이상 졸업 40 12.31

기타 2 0.62

수입

100만원 미만 30 9.23

100-200만원 32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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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만원 99 30.46

300-400만원 69 21.23

400만원 이상 95 29.23

직업

경영/관리/전문/자유직 57 17.54

사무관리직/기술직 180 1855.38

자영업 10 3.08

서비스/판매/영업직 14 4.31

농/임/수산업 1 0.31

생산/단순 노무직 5 1.54

주부 16 4.92

학생 30 9.23

무직/기타 12 3.69

합계 352 100

<표4-1>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 사용하는 앱의 일반적인 특성

모바일앱 사용자는 커피 전문점을 제외한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

에 대한 빈도는 지도앱이 88.62%, 배달앱이 85.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숙박앱이 57.85%, 여행앱이 44%, 구인구직

앱이 42.46%, 웹툰앱이 51.48%, 교통정보앱이 61.54%, 게임앱이

64.62%, 부동산앱이 42.15%, 동호회앱이 40.62%의 사용 빈도를

보였으며, 그 중 헬스케어앱이 37.54%, 스포츠앱이 24.9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용 빈도는 나이스디엔알의 모바

일 앱 이용량 변화(2020)에 비추보면, 이는 코로나 19 이후에 일어

난 비대면 소비의 증대에 비추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식 배

달 등을 위하여 지도와, 배달앱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

하고, 집안 활동을 선호 하면서 교통 정보 앱 및 숙박 여행 앱의 비

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스타벅스를 제외한 다른 커피전문점에서의 앱을 사용한 경험은

이디야가 49.85%, 투섬플레이스가 35.69%로 가장 높았으며. 폴바

셋이 20.62%, 커피빈이 22.15%, 할리스가 11.69%의 사용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파스쿠치가 8%, 탐앤탐스가 12.62%로 가장 낮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앱 사용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4-2,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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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빈도 비중(%) 앱 빈도 비중(%)

숙박앱 188 57.85 스포츠앱 81 24.92

여행앱 143 44.00 교통정보

앱

200 61.54

헬스케어

앱

122 37.54 지도앱 288 88.62

커피전문

앱

325 100.00 게임앱 210 64.62

구인구직

앱

138 42.46 부동산앱 137 42.15

배달앱 278 85.54 동호회앱 132 40.62

웹툰앱 167 51.38

<표4-2> 커피전문점 앱 사용자들의 다른 앱 사용 경험

커피전문

점

빈도 비중(%) 커피전문

점

빈도 비중(%)

스타벅스 325 100.00 폴바셋 67 20.62

탐앤탐스 41 12.62 파스쿠찌 26 8.00

이디야 162 49.85 커피빈 72 22.15

투썸플레

이스

116 35.69 기타 15 4.62

할리스 38 11.69

<표4-3> 커피전문점 앱 사용 경험

제 2 절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실증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문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수준과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 실시 후 신뢰도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타당도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독립

변수 및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추출된 요인들이 각각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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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 통계 및 정규성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의 문항 별 응답수준 및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은 설문의 모

든 문항을 실시하였으므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이후 실제

가설 검증 단계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포함된다.

서비스 품질요인에 대한 기술통계에 대한 값은 서비스 유형

성에 대한 답변에 대한 평균은 15.73, 표준편차는 2.86이며, 최

소값은 6, 최대값은 21이며,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평균은

23.24, 표준편차는 3.55, 최소값은 6, 최대값은 28이었다. 서비

스 응답성은 평균 16.61, 표준편차 2.86, 최소값은 5, 최대값은

21 이며, 서비스 확신성은 평균 16.89, 표준편차 2.93, 최소값

은 6, 최대값은 21, 서비스 공감성의 평균은 23.13, 표준편차는

5.51, 최소값은 7, 최대값은 35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 요인

중 신뢰성과 공감성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유형성 요

인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객들은 카페 서비

스가 제공된다는 신뢰성과 고객들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공감성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2O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Customization 문항의 평균은

24.63 표준편차는 5.13, 최소값은 9, 최대값은 35로 나타났으며,

Contact Interactivity의 평균은 19.31, 표준편차는 4.22, 최소값

은 8, 최대값은 28, Cultivation의 평균은 18.65, 표준편차는

4.33, 최소값은 6, 최대값은 28, Care의 평균은 20.5, 표준편차

는 4.01, 최소값은 6, 최대값은 28로 나타났다. Choice의 평균값

은 15.10, 표준편차는 4.79, 최소값은 4, 최대값은 28, 

Character의 평균값은 18.71, 표준편차는 4.19, 최소값은 6, 최

대값은 28으로 나왔다. 020 서비스 품질 요인에서는

Customization이 가장 높은 평균 값을 Care가 가장 낮은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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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에 대한 수용도에 대한 평균은 16.53, 표준편차

는 2.95, 최소값은 6, 최대값은 21이며, 모바일 쇼핑에 대한 만

족도는 평균이 10.92, 표준편차는 2, 최소값은 3, 최대값은 14

로 측정되었고,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평균이 16.71, 표

준편차가 3.07, 최소가 5, 최대가 21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용 용이성의 평균은 16.55, 표준편차는 3.13, 최소

값은 6, 최대값은 21이며, 유용성에 대한 평균은 16.61, 표준편

차는 3.01, 최소값은 6, 최대값은 21로 측정되었다.

모바일 앱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16.87, 표준편차가 3.05, 

최소값이 6, 최대값이 21 이며, 미래 구매 의도는 평균이 17.07, 

표준편차가 3.17, 최소값이 6, 최대값이 2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4-4>로 정리하였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Mn Max

서비스 유형성 15.73 2.86 6 21

서비스 신뢰성 23.24 3.55 6 28

서비스 응답성 16.61 3.00 5 21

서비스 확신성 16.89 2.93 6 21

서비스 공감성 23.13 5.51 7 35

Customization 24.63 5.13 9 35

Contact interactivity 19.31 4.22 8 28

Cultivation 18.65 4.33 6 28

Choice 20.05 4.01 6 28

Care 15.10 4.79 4 28

Character 19.71 4.19 6 28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16.53 2.95 6 21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10.92 2.00 3 14

Self-efficacy 16.71 3.07 5 21

Ease of use 16.55 3.13 6 21

Usefulness 16.61 3.01 5 21

Attitude 16.87 3.05 6 21

Intention 17.07 3.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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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2) 타당도 및 신뢰성 분석

이론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이 해당 이론 변수의 의미

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Churchill 1979).

리커트 7점척도를 사용한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해야 한다. 신뢰도란 측정 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일관성 지표이며, 타당도는 측정 도

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가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의 내적 일

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계수를 사용하였다.

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하여 유형성은 0.8219, 신뢰성

0.8946, 응답성 0.8385, 확신성 0.8758, 공감성 0.9111으로 나

타났다. O2O 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해서 Customization은

0.9068, Contact interactivity은 0.8710, Cultivation이 0.8631, 

Care가 0.7603, Character는 0.8874 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모바일 커머스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0.8987, 모바일 커머스

의 만족도는 0.8746, 자기 수용도에 대해서는 0.9025으로 나타

났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0.9113, 지각된 용이성 0.8857, 태도는

0.9083, 구매의도는 0.9273으로 측정되었다.

아래 <표4-5>는 신뢰도 분석 결과치이다. Nunally(1967)는

Cronbach a 계수가 0.7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면 측정항목들이

신뢰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변수와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일반적인 기준치인 0.7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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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ronbach’s 

Alpha

항목수

서비스 유형성 0.8219 3문항

서비스 신뢰성 0.8946 4문항

서비스 응답성 0.8385 3문항

서비스 확신성 0.8758 3문항

서비스 공감성 0.9111 5문항

Customization 0.9068 5문항

Contact interactivity 0.8710 4문항

Cultivation 0.8631 4문항

Care 0.7603 4문항

Choice 0.8659 4문항

Character 0.8874 4문항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0.8987 3문항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0.8746 2문항

Self-efficacy 0.9025 3문항

Ease of use 0.9113 3문항

Usefulness 0.8857 3문항

Attitude 0.9083 3문항

Intention 0.9273 3문항

<표4-5> 신뢰도 분석결과

Anderson and curbing(1988)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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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 측정 항목간의 판별 타당성

과 수렴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라 주

장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표본이 비교적 크고 모형의 복잡성이 있을

경우 CFI, TLI 등의 지수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권장된

다(Bagozzi and Yi, 1988). CFI(비교적합도지수)는 표본 크기와

관련된 오차항이 적합하기 떄문에 모델 적합도를 측정하는 데 적

절하다(Bentler 19990). TLI 지수는 연구의 연구모델의 적합도

개선 정도를 결정하게 해주고, 모델의 장도를 고려하므로, 모든

표본 크기에 있어 모델 적합도를 양호하게 반영한다(March, 

Bella and Mcdonald, 1988)

Kline(2011)와 MacCallum, Browne, and Sugawara(1996) 

에 의하면 CFA 모형의 타당성 기준은 RMSEA (Root Mean of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8보다 낮아야 하며

CFI(Comparative Fit Index)는 0.90보다 높아야 하고 SRMR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08보다 낮아야 한다. 

판별 타당성이란 서로 다른 변수들 간에는 그 측정치에도 분

명한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는

상관계수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 변수와 다른 변수간의 상관관

계는 낮아야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 문항에 대한 모형의 타당성은 아래와 같이 나타

난다.

서비스 유형성에 대해 RMSEA는 0.000, CFI와 TLI는

1.000, SRMR은 0.000, CD 수치는 0.850을 나타내었다. 서비스

신뢰성에 대해 RMSEA는 0.000, CFI와 TLI 는 1.000, SRMR은

0.001, CD는 0.909이 나왔다. 서비스 응답성에 대해서는

RMSEA가 0.000, CFI와 TLI가 1.000, SRMR은 0.000, CD는

0.859가 나왔다. 서비스 확신성에 대해서는 RMSEA가 0.000, 

CFI 및 TLI는 1.000, SRMR이 0.000, CD가 0.877가 나왔으며, 

서비스 공감성은 RMSEA는 0.029, CFI가 0.999, TLI는 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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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R이 0.009, CD가 0.906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렇듯 서비

스품질 유형들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변수로서 구성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O2O 품질에 대하여 Customization은 RMSEA는 0.076, CFI

는 0.994, TLI이 0.982, SRMR, 0.015, CD가 0.912 이며, 

Contact interactivity는 RMSEA는 0.000, CFI 및, TLI는 1.000, 

SRMR은 0.005, CD가 0.946이다. Cultivation은 RMSEA가

0.000, CFI 및 TLI가 1.000, SRMR이 0.000, CD은 0.920이며, 

Care는 RMSEA 가 0.000, CFI 및 TLI가 1.000, SRMR이

0.001, CD가 0.881이다. Choice 는 RMSEA가 0.051, CFI가

0.997, TLI가 0.992, SRMR 이 0.013, CD가 0.876, Character

는 RMSEA가 0.000, CFI 및  TLI 가 1.000, SRMR은 0.003, 

CD가 0.919로 나왔다. 이렇듯 O2O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인들

역시 적합한 변수로서 구성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든 RMSEA 0.08보다 낮아야 하며 CFI는

0.90보다 높아야 하고 SRMR 0.08보다 낮아야 한다. 이러한 기

준을 근거로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구성개념들의 모형

타당성은 통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검증이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 문항 및 O2O 품질 문항은 구성타당성이 있는 문항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성개념으로서의 각 변수들은 각각 여러 설문 문항들

에 의해 유의미하게 구성이 되는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모든 설문문항이 유의미하게 각각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 문항에서, 서비스 유형성의 경우, 세가지의 설문 문

항이 각각 0.86 0.82 0.66 (p < 0.001)로 유의미하게 변수를 구

성하고 있다. 서비스 신뢰성의 경우도, 설문 문항이 각각 0.73 

0.77, 0.92, 0.85 (p < 0.001) 로 유의미하게 구성되었다. 서비스

응답성의 문항도 0.70, 0.83, 0.87(p < 0.001) 으로 유의미하며,

서비스 확신성도 0.85, 0.82, 0.85(p < 0.001), 서비스 공감성

0.84, 0.80, 0.85, 0.70, 0.86 (p < 0.001)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다섯가지 문항은 모드 유의미하게 구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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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서비스 품질 중 Customization에 대해서는 0.73, 0.83, 

0.84, 0.83, 0.83 (p < 0.001)로 구성하고 있으며, Contact 

interactivity는 0.79, 0.69, 0.92, 0.83 (p < 0.001)로 유의미하

며, Cultivation 0.85, 0.68, 0.73, 0.86 (p < 0.001)로 구성되었으

며, Care의 경우는 각 문항이 0.46, 0.33, 0.93, 0.73 (p < 0.001) 

으로 나타났다. Choice는 0.76. 0.86, 0.72, 0.81 (p < 0.001)로

구성되었으며, Character은 0.78, 0.79. 0.84, 0.90 (p < 0.001)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O2O 품질요인의 변수들 역시

유의미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결과

는 다음 <표 4-6>과 같다.

문항 계수 표준오차 95% C.I.

Lower Upper

서비스 유형성 1 0.86*** 0.03 0.80 0.92

서비스 유형성 2 0.82*** 0.03 0.76 0.88

서비스 유형성 3 0.66*** 0.04 0.59 0.73

서비스 신뢰성 1 0.73*** 0.03 0.67 0.78

서비스 신뢰성 2 0.77*** 0.03 0.72 0.82

서비스 신뢰성 3 0.92*** 0.02 0.88 0.95

서비스 신뢰성 4 0.85*** 0.02 0.81 0.89

서비스 응답성 1 0.70*** 0.03 0.63 0.77

서비스 응답성 2 0.83*** 0.03 0.77 0.88

서비스 응답성 3 0.87*** 0.03 0.81 0.92

서비스 확신성 1 0.85*** 0.02 0.80 0.89

서비스 확신성 2 0.82*** 0.02 0.77 0.87

서비스 확신성 3 0.85*** 0.02 0.80 0.89

서비스공감성 1 0.84*** 0.02 0.81 0.88

서비스공감성 2 0.80*** 0.02 0.76 0.85

서비스공감성 3 0.85*** 0.02 0.81 0.89

서비스공감성 4 0.70*** 0.03 0.64 0.77

서비스공감성 5 0.86*** 0.02 0.82 0.89

Customization 1 0.73*** 0.03 0.68 0.79

Customization 2 0.83*** 0.02 0.79 0.88

Customization 3 0.84*** 0.02 0.79 0.88

Customization 4 0.83*** 0.02 0.79 0.88

Customization 5 0.83*** 0.03 0.78 0.88

Contact interactivity 1 0.79*** 0.03 0.73 0.86

Contact interactivity 2 0.69*** 0.03 0.62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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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teractivity 3 0.92*** 0.02 0.87 0.97

Contact interactivity 4 0.83*** 0.03 0.78 0.88

Cultivation 1 0.85*** 0.04 0.78 0.92

Cultivation 2 0.68*** 0.04 0.60 0.75

Cultivation 3 0.73*** 0.04 0.66 0.81

Cultivation 4 0.86*** 0.05 0.78 0.95

Care 1 0.46*** 0.05 0.36 0.56

Care 2 0.33*** 0.05 0.23 0.44

Care 3 0.93*** 0.05 0.83 1.03

Care 4 0.73*** 0.05 0.64 0.82

Choice 1 0.76*** 0.03 0.71 0.82

Choice 2 0.86*** 0.02 0.81 0.90

Choice 3 0.72*** 0.03 0.66 0.79

Choice 4 0.81*** 0.03 0.76 0.86

Character 1 0.78*** 0.03 0.73 0.84

Character 2 0.79*** 0.02 0.74 0.83

Character 3 0.84*** 0.02 0.79 0.88

Character 4 0.90*** 0.02 0.87 0.93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1

0.80*** 0.02 0.76 0.85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2

0.90*** 0.02 0.86 0.93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3

0.89*** 0.02 0.86 0.93

Self-efficacy 1 0.83*** 0.02 0.80 0.88

Self-efficacy 2 0.87*** 0.02 0.83 0.91

Self-efficacy 3 0.91*** 0.02 0.87 0.94

Perceived ease of use 1 0.87*** 0.02 0.83 0.90

Perceived ease of use 2 0.90*** 0.02 0.87 0.93

Perceived ease of use 3 0.88*** 0.02 0.84 0.91

Perceived usefulness 1 0.86*** 0.02 0.82 0.90

Perceived usefulness 2 0.82*** 0.02 0.78 0.87

Perceived usefulness 3 0.87*** 0.02 0.82 0.91

Attitude 1 0.86*** 0.02 0.82 0.90

Attitude 2 0.92*** 0.02 0.89 0.95

Attitude 3 0.85*** 0.02 0.81 0.89

Future purchase Intention 1 0.85*** 0.02 0.82 0.89

Future purchase Intention 2 0.92*** 0.01 0.89 0.94

Future purchase Intention 3 0.93*** 0.01 0.90 0.95

<표4-6> 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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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에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의 변화

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말한다.

서비스품질요소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 관계는 각 0.53, 0.60, 0.51, 0.52, 0.23 으

로 나타났으며, O2O 서비스 품질들 customization, contact 

interactivity, cultivation, choice, care, character 와 자기효능

감 간의 상관 관계는 각각 0.47, 0.43, 0.38, 055, 0.13, 0.50 으

로 측정 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요소 및 O2O 서비스 품

질 요소 모두 보통수준 이하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상용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4-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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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i
ble

reliabil
ity

respon
se

assura
nce

empat
hy

Custo
mizati
on

contac
t

cultiva
tion choice care

charac
ter

accept
ance

satisfa
ction

efficac
y

easeu
se

useful
ness

attitud
e future

tangibl
e 1.00 
reliabil
ity 0.54 1.00 
respon
se 0.56 0.76 1.00 
assura
nce 0.55 0.77 0.78 1.00 
empat
hy 0.33 0.33 0.57 0.44 1.00 
custo
mizati
on 0.55 0.48 0.56 0.51 0.65 1.00 
Conta
ct 0.48 0.39 0.43 0.44 0.56 0.76 1.00 
Cultiva
tion 0.46 0.35 0.42 0.38 0.63 0.71 0.73 1.00 
Choic
e 0.50 0.51 0.53 0.50 0.49 0.65 0.64 0.59 1.00 
Care 0.16 0.02 0.17 0.10 0.53 0.44 0.50 0.53 0.44 1.00 
Chara
cter 0.54 0.43 0.45 0.44 0.52 0.76 0.75 0.71 0.69 0.46 1.00 
Accept
ance 0.49 0.61 0.47 0.51 0.25 0.49 0.48 0.40 0.60 0.11 0.56 1.00 
Satisfa
ction 0.53 0.59 0.54 0.52 0.35 0.55 0.52 0.48 0.62 0.22 0.57 0.76 1.00 
Selfeff 0.53 0.60 0.51 0.52 0.23 0.47 0.43 0.38 0.55 0.13 0.50 0.79 0.69 1.00 
Easeu
se 0.63 0.58 0.55 0.54 0.31 0.53 0.48 0.43 0.58 0.14 0.53 0.73 0.67 0.76 1.00 
Useful
ness 0.60 0.59 0.57 0.56 0.36 0.55 0.49 0.47 0.56 0.20 0.53 0.72 0.69 0.74 0.76 1.00 
Attitud
e 0.60 0.67 0.59 0.58 0.35 0.55 0.51 0.46 0.60 0.14 0.57 0.70 0.66 0.70 0.75 0.77 1.00 
Future 0.53 0.63 0.53 0.54 0.27 0.51 0.45 0.37 0.53 0.10 0.52 0.66 0.63 0.69 0.70 0.71 0.87 1.00 

<표4-7>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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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검증 및 결과 해석

1. 가설 검증 및 결과 해석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의 모바일앱의 일반적 서비스 품질 및

O2O 서비스 품질 속성이 자각된 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를 기술수용

모델을 통하여 고객의 재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다. 모형적합도 및 신뢰성 타당성이 검증 되었으므로, 구조방정식 분

석을 실시하여 각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의 인과 관계

를 검정한 결과는 아래 <표4-8>와 같다.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P값 채택

여부

H1-1 서비스 유형성 →

지각된 자기효능감

0.6309 *** 채택

H1-2 서비스 신뢰성 →

자기효능감

0.8294 *** 채택

H1-3 서비스 응답성 →

자기효능감

0.8875 *** 채택

H1-4 서비스 확신성

→ 자기효능감

0.8683 *** 채택

H1-5 서비스 공감성

→ 자기효능감

0.5938 *** 채택

H2-1 Customization

→ 자기효능감

0.8741 *** 채택

H2-2 Contact Interactivity 0.8592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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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효능감

H2-3 Cultivation

→ 자기효능감

0.8050 *** 채택

H2-4 Care

→ 자기효능감

0.5037 *** 채택

H2-5 Choice

→ 자기효능감

0.9418 *** 채택

H2-6 Character

→ 자기효능감

0.8711 *** 채택

H2-7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 자기효능감

0.5952 *** 채택

H2-8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 자기효능감

0.6120 *** 채택

H3-1 자기효능감 →

Perceived ease of use

0.9512 *** 채택

H3-2 자기효능감 →

Perceived usefulness

0.9746 *** 채택

H4-1 Perceived ease of use

→ Attitude

0.1050 기각

H4-2 Perceived usefulness

→ Attitude

0.8723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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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Attitude 

→ Future purchase 

intention

09270. *** 채택

<표4-8>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각각의 가설 채택 유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H1-1. ‘서비스 유형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 경로계수는 0.6309 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1-2. ‘서비스 신뢰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8293 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1-3. ‘서비스 응답성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의 경로계수는 0.8875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1-4. ‘서비스 확신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8683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1-5. ‘서비스 공감성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5938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2-1. ‘Customization 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8752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2-2. ‘Contact interactivity 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8592이며 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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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2-3. ‘Cultivation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8050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2-4. ‘Care은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5037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2-5. ‘Choice는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9419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H2-6. ‘Character는 Perceived Self-efficacy 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의 경로계수는 0.8711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2-7.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는 Perceived Self-

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5952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2-8.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은 Perceived Self-

efficacy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6120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3-1. ‘Perceived Self-efficacy 는 Perceived ease of use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9512이며 1% 수준에서 유의

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3-2. ‘Perceived Self-efficacy 는 Perceived usefulness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의 경로계수는 0.9746이며,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4-1. ‘Perceived ease of use 은 앱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1050이며,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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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2. ‘Perceived usefulness은 앱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8723이며,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H5. ‘앱에 대한 태도는 앱을 통한 구매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경로계수는 0.9270이며,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가설 채택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품질 요인들과 O2O 서비스 품질요인

들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가설 H1-

1~5, H2-1~8은 채택되었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자기 효능감은

Perceived ease of use of application 과 Perceived usefulness of 

application에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H3-1, H3-2 가설도 채택되었

다. Perceived ease of use of application 이 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H4-1은 기각되었지만, Perceived usefulness of 

application이 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H4-2는 채택되었다. 이

러한 앱에 대한 태도가 미래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H5 역시

채택되었다. 

<그림4-1>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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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 분석결과의 요약

1) 기초통계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30대 여성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학력의 분포는 대학교 졸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모바일 앱 사용률은 배달 및 지도앱을 가장 많은,

86%, 89%의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타벅스를 제외한

다른 커피숍 모바일 앱 사용률은 이디야와 투썸플레이스 50%, 

36%가 가장 많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의 커피전문점 앱의 이용 빈도는 월 1회

는 4%, 2~5회는 43%, 5~9회는 29%, 10~20회는 18%, 21회

이상은 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모형을 이용하여 커피전문점 고객들의

기술수용의도를 알아보고자 스타벅스어플에 대한 기술수용 모델

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 이론적 틀로 사용한 Davis의 기술수용모델 활용

한 Blanca(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주는 외부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서비스 품질요인,

O2O 품질요인, 모바일쇼핑에 대한 수용도, 만족도를 추가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

를 대상으로 35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자료로 활용하였고, 수

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신뢰성, 타당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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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품질요인인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

감성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설이 채택되었다.

둘째, O2O 서비스품질요인인 customization, contact 

interactivity, cultivation, care, choice, character 역시 자기효

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쇼핑

에 대한 수용도 및 만족도 역시,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설이 채택되었다.

셋째,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각되었지만,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태도는 미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 역시 채택되었다.

제 2 절 연구 시사점

1. 시사점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커피산업은 포화상태이며 낮은 진입장벽으로 많은 프렌차

이즈 가맹점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타 프랜차이즈와 차별

점을 두기 위해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할리스, 이디야 등 많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모바일어

플리케이션을 런칭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과 O2O 서비스 품질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서비스 응답성과 Choice가 가장 큰



63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에서는 고객의 응답성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

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Choice가 고객에게 있어서 중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고객이 원하는 상

품을 한번에 구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커피전문점 고객들의 기술

수용의 의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이 가장 활성화된 스타벅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대표로 연구하였으

며, 이에 따른 연구의 한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0~40대가 대부분

을 이루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체연령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연구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고, 특히 지각된 자기 효능감과 어플

의 용이성 부분에서 결과 값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에는 50대 이상에서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

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층을 다양화하여 연구를 지행한다면 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지역의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수용의도 및 재 사용의도를 알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국적인 표본 수집을 한다면 더욱 대

표성 높은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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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 기술수용모델을 통한 O2O 서비스 속성이 재방문의도

에 미치는 영향 : 스타벅스 앱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자료 수집의 목

적으로 귀하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학술적 목적으로

만 사용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진실성 있는 답변은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지 구성]

<사용실태 관련한 문항>

최근 한 달간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Yes ② No

한달간 모바일 앱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한달동안 평균 (대략) 몇

회 사용하셨습니까?

① 1 회 ② 2~5 회 ③ 5 회~ 9 회 ③ 10 회 ~20 회 ④ 21 회~29 회

⑤ 30 회 이상

지난 한달동안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프

랜차이즈의 모바일 앱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대략 몇회 사용하셨습니까?

① 1 회 ② 2~5 회 ③ 5 회~ 9 회 ③ 10 회 ~20 회 ④ 21 회~29 회

⑤ 30 회 이상

7 point scale 이용

전혀 그

렇지 않

다

완전히

그렇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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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rvice tangible 유형성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서비스 유형성)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스타벅스 앱의 콘텐츠는 간략하

고 이해하기 쉽다.

1 2 3 4 5 6 7

스타벅스 앱의 상품/서비스 등

관련 정보제공과 관련 용어와 조

건 등은 고객이 읽기 쉽고 이해

하기 쉽다..

1 2 3 4 5 6 7

스타벅스 앱상에서 상품/서비스

등의 내용들은 신속하게 업데이

트 된다.

1 2 3 4 5 6 7

2) Service reliability 신뢰성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서비스 신뢰성)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카페의 제품은 약속된 시간에

제공 되고 있다

1 2 3 4 5 6 7

제공되어 나오는 품질은 신뢰

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다.

1 2 3 4 5 6 7

주문한 제품을 정확히 서브한

다

1 2 3 4 5 6 7

정확한 고객용 계산서를 제시

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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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rvice responsiveness 응답성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서비스 응답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서비스 응답성)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종업원들이 피크타임에도 신속하

고 일관성 있는 품질의 서비스

제공 한다.

1 2 3 4 5 6 7

발생하는 실수나 불만사항에 대

한 즉각적인 수정을 해 준다.

1 2 3 4 5 6 7

특별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각

별히 노력을 한다

1 2 3 4 5 6 7

4) Service assurance 서비스 확신성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서비스 ㅎ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

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서비스 확신성)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가게 종업원들은 음료 제조 및 응

대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가게 종업원들은 앱을 통한 고객

의 다양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응

대가 가능하다.

1 2 3 4 5 6 7

고객은 앱을 통해서 가게에서 제

조하고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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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rvice empathy 공감성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질문입니

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서비스 공감성)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가게 종업원들은 나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든

다

1 2 3 4 5 6 7

가게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욕구나 요구에 세심

한 배려를 한다

1 2 3 4 5 6 7

가게 종업원은 나의 개인적인 욕구나 요구를

미리 안다.

1 2 3 4 5 6 7

어떤 실수를 하였을 때 종업원들은 호의적이

고, 나를 안심시킨다.

1 2 3 4 5 6 7

진심으로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

다.

1 2 3 4 5 6 7

6) Customization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개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Customization)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이 서비스는 나의 관심과 선호도를 반영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6 7

이 서비스의 컨텐츠 구성화면은 나에게 필

요한 정보를 찾기 쉽게 배치되어 있다.

1 2 3 4 5 6 7

이 서비스 컨텐츠 구성의 나의 관심을 끈

다

1 2 3 4 5 6 7

이 서비스는 나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

공한다.

1 2 3 4 5 6 7

이 서비스는 나와 연관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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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act Interactivity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상호접속성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Cultivation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관계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

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Contact Interactivity)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은 내가 상

품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1 2 3 4 5 6 7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은 내가 제

품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검색

도구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나는 이것이 매우 매력적인 앱이

라고 느낀다.

1 2 3 4 5 6 7

나는 이 모바일 앱이 매우 역동적

인 앱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7

문항

(Cultivation)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나는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을 통하여

구매에 대한 주의사항을 받는다..
1 2 3 4 5 6 7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은 나의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나에게 보낸다.
1 2 3 4 5 6 7

나는 이 모바일앱이 나의 구매에 감사

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3 4 5 6 7

이 모바일 앱은 나와의 관계를 적극적

으로 형성하기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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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are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

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Choice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선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

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Choice)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이 모바일 앱은 내 쇼핑을 위한

“one-stop shop”을 제공한다.

1 2 3 4 5 6 7

이 모바일 앱은 나의 구매 욕구의

대부분을 충족시킨다.

1 2 3 4 5 6 7

이 모바일 앱의 제품 선택은 제한

되어 있지 않다.

1 2 3 4 5 6 7

이 모바일 앱에서는 선택할 수 있

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1 2 3 4 5 6 7

문항

(Care)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나는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을 통하여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청구된 금액

이 문제가 된적이 있다.

1 2 3 4 5 6 7

이 스타벅스 모바일앱이 내가 직면

하는 어떤 문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

1 2 3 4 5 6 7

나는 이 모바일앱의 환불 정책은 고

객 친화적이다.

1 2 3 4 5 6 7

이 모바일 앱은 고객들을 잘 돌본다

고 믿는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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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haracter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character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

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Character)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이 모바일 앱은 디자인은 나에게

매력적이다

1 2 3 4 5 6 7

이 모바일 앱에서 쇼핑하는 것이

재미 있다.

1 2 3 4 5 6 7

이 모바일 앱에서 쇼핑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6 7

이 모바일 앱은 나에게 매력적으

로 보인다.

1 2 3 4 5 6 7

12)Acceptance of the mobile commerce

지금부터 mobile commerce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Acceptance of the mobile 

commerce)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모바일 쇼핑에 대한 나의 전반적

인 견해는 긍정적이다.

1 2 3 4 5 6 7

모바일 쇼핑 이용하는 것은 나에

게 쉽다.

1 2 3 4 5 6 7

모바일 쇼핑은 나에게 유용한 것

같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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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Satisfaction with the mobile commerce

지금부터 모바일 쇼핑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Satisfaction with the mobile 

commerce)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모바일 쇼핑을 사용한 나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6 7

나는 모바일쇼핑을 통하여 제공되

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14)Perceived self-efficacy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사용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

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Perceived self-efficacy

)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나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나는 앱에서 물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앱을

쉽게 설치 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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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erceived ease of use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대한 질

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Perceived ease of use )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카페 이용을 위해 앱 사용법을 익

히는 것은 쉬웠다.

1 2 3 4 5 6 7

카페 이용을 위해 앱을 활용하는

것은 쉽다.

1 2 3 4 5 6 7

앱을 사용하여 물품(커피)를 구매

하는 것은 정신적인 노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6)Perceived usefulness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질문입니

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Perceived usefulness)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앱을 사용한 물품구매는 내가 조

금더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

록 돕는다.

1 2 3 4 5 6 7

앱을 사용한 물품구매는 내가 조

금더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

는다.

1 2 3 4 5 6 7

물품구매를 위해 앱을 사용하는

것은 내 구매에 있어서 더 유용하

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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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ttitude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Attitude)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통

이다

완

전

히

그

렇

다

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

1 2 3 4 5 6 7

앱에 대한 나의 일반적인 의견은

긍정적이다.

1 2 3 4 5 6 7

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현명한 생각인 것

같다.

1 2 3 4 5 6 7

18) Future purchase intention

지금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미래 구매 의도에 대한 질문입

니다. 해당 항목에 답변(V)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항

(Future purchase intention)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완

전

히

그

렇

다

나는 앱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할

것이다.(가까운 미래에)

1 2 3 4 5 6 7

앱은 내가 미래에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주요 매체가

될 것이다.

1 2 3 4 5 6 7

나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앱을 사용 할 것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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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O2O Service
Properties on the Revisit through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Focused on Starbucks ap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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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martphones have become part of everyday life, the mobile environment 

has arrived, and O2O service, a service provided by connecting online to 

offline, is drawing attention. Various O2O services such as delivery and 

lodging have grown rapidly, and coffee shop’ mobile applications on 

smartphones are among them. Typically, Starbucks' siren order is a service 

that can be used without queuing up by placing an order through the app first 

and taking the order product from the pick-up stand.

Research on the acceptability of mobile applications continues to be 

conducted, but in the research being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acceptability of 

mobile applications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with additional factors 

such as self-efficacy, service quality and O2O service qu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the first to be launched among coffee shop’s 

mobile apps, and it i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mobile apps by utiliz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s for 

Starbucks' mobile apps used by many people.



83

Through prior research, the elements of service quality, service tangible,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were extracted, and the 

elements of O2O service quality Customization, Contact Interactivity, 

Culture, Care, Choice, Character,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and 

Satisfaction of Mobile Commerce were extracted. We wanted to examine 

structurally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future purchase intention of mobile 

apps, as they affect the self-efficacy and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consumers using the coffee shop 

mobile application, and 352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of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s service tangible,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which are service quality factors, have positive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re factors for O2O service quality: Customization, 

Contact Interactivity, Culture, Care, Choice, Character, Acceptance of 

Mobile Commerce, has also has positive effects on Self-efficacy.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effect of perceived ease of use on 

attitudes was rejected, but perceived useful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s and attitudes had a positive effect on future purchasing intentions.

Through this study, we wanted to make suggestions to establish a practical 

marketing strategy by structurally examining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accepting mobile applications. In addition, it is able to enhance 

the value of self-efficacy in accepting mobile services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se of use and usefulness

Keywords : Service quality, O2O Service quality, self-efficacy,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Student Number : 2015-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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