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사용한
무인점포의 특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안 수 영

2022년 8월



- ii -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사용한
무인점포의 특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격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  이 유 재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안 수 영

안수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 월

위 원 장 김 상 훈 (인)

부위원장 김 병 도 (인)

위 원 이 유 재 (인)



- i -

국문 초록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첨단 IT 기술의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점포

의 무인화가 가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포 특성상 판매원이 존재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인점포는

IOT와 키오스크 같은 최신기술이 접목되어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부터

결제까지 진행해야 한다. 무인점포의 증가로 인해 점포 간 경쟁력은 강

화하기 위해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 결제 편리성, 사용 유용성 그리고

점포 내부의 공간적 기능성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본 연구는 무인점포 중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 되는 무인스터디카페의

환경적 특성을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키오스크사용 용이성, 결제 편리

성, 공간 기능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지속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무인스터디카페 사용자가 가

지고 있는 성격 요인이 변수 사이에서 어느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

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무인점포 중 무인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296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

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점포의 키오스크사용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격 요인 중 외향성과 성실성은 사용 유용성과 지속사용 의도

간의 조절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무인점포의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쩨, 성격 요인 중 외향성은 공간기능성과 지속사용의도 사이를 감소

하는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개방성은 증가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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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반 셀프서비스와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

느 정도의 유용성을 느끼고 또한 무인점포가 가지고 있는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과 공간 기능성의 조절 효과도

검증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점포의 특성

과 소비자 성격을 파악 후 차별화된 무인점포 운영전략이 가능하도록 마

케팅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기술수용모델, 기술기반셀프서비스, 성격 요인, 무인점포, 무

인스터디카페

학 번 : 2020-2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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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I의 발전과 O2O(online to offline service)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기반셀프서비스 TBSS(Technology-Based Self Service)를 앞장세워

여러 기업이 무인점포를 확대해 나가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가파른 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물류회사인 아마존(Amazon)은 ‘아마존

고(Amazon go)’라는 무인 편의점을 만들었으며 중국은 빙고박스(Bingo

box)라는 무인 편의점을 만들어 기술기반셀프서비스를 접목해 크게 성

장하였다(전이슬, 2019).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무인 시스템을 활

용하여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 스터디카페, 의류 판매점, 편의점 등 여

러 점포를 무인화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과 생산 활동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

자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양희진, 2008). 이러한 업종 중 기술기반셀프서비스와 무인점

포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 중 하나는 무인스터디카페이다.

기존의 독서실이 고객에게 매달 결제를 요구하며 종업원이 항상 독서실

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면 기술기반셀프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층 더 진화해 독서실에서 무인스터디카페로 탈바꿈

을 하고 있다. 이렇게 IOT와 최신 IT 기술인 키오스크 같은 기술이 사

용되고 있는 산업에 관련된 소비자 관련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아,

이유재(2019)의 연구에서는 옴니채널환경과 고객 경험 차원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Lee(2015)의 연구에서는 셀프서비스 기술과 고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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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옥경, 박철(2019)의 연구에서는 무

인점포의 시스템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유인카페 및 독

서실과 고객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에도 많이 진행되었지만, 무인스

터디카페와 고객 경험 간의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며 고객의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 또한 미비하다. 많은 무인점포는 소

비자들이 점포에 새롭게 도입된 기술을 얼마나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무인점포 내의 공간 기능성에 대하여 만족하

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특히 무인점포의 경우 결제과정에

서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상황인 무인점포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 혹은 성격에 따라 점포 경험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Wu et al., 2019).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과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무인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점포 내 고객 경험

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인적요인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옥경, 박철, 2019).

최근 인건비의 증가에 따라 많은 기업이 종업원을 줄이고 무인점포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경험은 서비스 분야

에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어왔다. 소비자들이 상품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가치를 얻기 위해 서비스를 구매한다. 고

객들의 서비스 사용 경험을 만족으로 끌어내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무인

점포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

인점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무인점포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성격 요인

이 미래에 지속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 키오스크의 사용유용성과 결제 편리성

및 공간 기능성에 관계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조절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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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인점포중

키오스크사용이 빈번하게 사용되고있는 무인스터디카페를 선정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무인점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무인스터디카페라는

개념은 국내에만 존재하며, 중국과 일본 아시아권 내에서는 조금씩 무인

스터디카페의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무인스터디카페는 소비자들

이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매 방식 또한 고객

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무인스터디카페의 환경적

특성과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이 점포에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의 환경적인 특성인 키오스크사용 유용

성, 키오스크사용 용이성,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자 하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성격 요인

이 이러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으로 무인점포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나아가 무인점포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무인 스터디카페에 있어 고객의

환경적 특성과 성격 요인이 지속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무인점포 설립 시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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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인 키오스크사용 용이성, 키오스크사

용 유용성,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개념과 성격 요인들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하였다. 먼

저, 무인점포의 특성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요인을 정리한 후, 무인

점포 중 무인스터디카페의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및 성인 35명을 대상

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하였다. 이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에게 무인

점포특성들을 제시하면서 무인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데, 가장 비중이 높

은 특성에 질문을 맞추고 설문을 진행한 결과, 무인스터디카페를 이용하

는 데 있어 중요 요인으로 키오스크사용 유용성, 키오스크사용 용이성,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인점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 특성과

지속사용 의도 간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인스터디카페 경험이 있는 소비자 293명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 이용유무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

실 응답 및 이상치 등을 확인하고 최종 261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

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인 키오스크 사용 용이

성,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

으며 소비자의 성격 요인과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도 검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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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을 제시하기 위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을 같이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설 설

정을 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인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 키오스크사용 유용성 결제 편리성, 공간적 기능, 성격 요인에 대

한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응답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신뢰도 분석을 정리하고,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의 적합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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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술기반셀프서비스의 정의

1. 키오스크 정의

기술기반셀프서비스는(Technology-Based Self-Service:TBSS)에 대한

연구는 Dalbholkar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고, 기술기반셀프서비스 중

서비스의 제공자는 기술이 고객이 스스로 서비스를 수행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Dabholkar, 1996). B2B 환경에서 기

술기반셀프서비스를 고객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셀프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온라인뱅킹, 인터넷 쇼핑 등이 있

고 다음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ATM, 키오스크

등과 같은 기술기반셀프서비스를 받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Pujari,

2004).

본 연구에서는 기술기반셀프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 중 온라인보다는

고객이 직접 찾아가는 두 번째 유형에 집중할 것이며 두 번째 유형 중에

서도 키오스크의 사용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키오스크는 기술기반셀프서비스 유형 중 하나이다. 키오스크의 본 의

미는 터키와 페르시아에서 유래하였으며, 신문, 음료 잡화 등을 파는 매

점이라는 뜻으로 최근에는 정보통신을 사용한 정보 안내와 무인화 및 공

공장소에 설치되어있는 무인 단말 기계이다. 키오스크는 소비자가 직접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주무하는 셀프서비스 기계이

며,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주문결제시스템이다(김재전, 2013).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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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주 사용되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와 시간을 단축하여 업체는 소비자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며, 종업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처

음 키오스크의 등장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자였지만 최근

에는 대부분의 무인점포에서 사용되며 카드 리더기까지 있어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키오스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인

건비 절감과 마케팅 효과로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가 결제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면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근 무인점포가 급격히 늘

어남에 따라 키오스크는 무인점포의 두뇌의 역할을 하기에 키오스크가

없이는 무인점포를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무인점포 중 키

오스크가 매장 내부 혹은 매장 외부에 있는데 대부분의 무인 식당이나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지만, 입장권 발급 같은 내부시설

을 이용하기 위한 키오스크는 매장 외부에 있다. 그 대표적인 무인점포

중 하나가 무인 스터디카페이다. 셀프서비스 기반의 키오스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표2-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 셀프서비스 기반의 키오스크 관련 연구

연구자 선행연구

Langeard(1981)
셀프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 통제성과 시간 절약

같은 요인 증명

Bateson(1985)
셀프서비스의 선호도를 소요시간, 지각된 통제성, 지

각된 노력으로 구분

이옥주(2019)
키오스크의 혜택 중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검증

박진형(2019)
키오스크의 특성 중 지각된 가치, 만족이 행동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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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 편리성

Berry et al.(2002)에 의하면 서비스 편의성은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

하는데 요구되는 소비자들의 지각된 시간과 노력으로 정의되며, 서비스

편의성의 중요한 개념인 시간과 노력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수반되는 비금전적 비용이다(Berry et al., 2002). 하지만 초기 마케팅 연

구회에서 사용된 편리성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구매, 서비스 획득하고 소비까지

필요한 시간과 노력으로 정의하였다(Holbrook, 199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습득, 소비 그리고 처분하는 데 필요

한 상대적인 시간과 노력 비용을 포함해 개념적 정의를 규정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Holbrook, 1999). 이 같은 맥락으로 결제 편리성을 정의하자

면 어떠한 작업을 빠르고 편안하고 쉽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성철

외, 2018). 기술기반셀프서비스에서의 편리성은 종업원의 유무에 상관없

이 고객 스스로가 구매할 때 걸리는 시간 및 노력이 줄어들어야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결제 편리성의 개념을 무인 스터디카페에서의 구매방

법과 구매과정의 마지막 결제 부분에 중심을 두고 무인스터디카페와 개

인의 요구에 맞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 정도로 정의하였다. 결제 편리성

관련한 선행연구를 <표2-2>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 결제 편리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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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행연구

Holbrook(1999)
편리성은 노력, 시간을 단축해 개인 목표 달성시켜주는

행동
Berry (2002) 서비스 편의성은 소비자의 지각된 시간과 노력으로 정의

강성철(2018)
소비자가 개인의 요구에 맞게 무인점포 편리하게 사용하

는 정도

3. 공간 기능성

이유재(2001)는 서비스란 무형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고객

들은 흔히 서비스 구매 전 서비스를 평가할 때 혹은 구매 후 만족을 평

가하는데 눈에 직접 보이는 물리적 환경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서비스케

이프는 서비스와 이스케이프의 합성 용어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서

비스케이프는 서비스라는 무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자 기업과 소비자 사

이에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을 뜻한다(Bitner, 1992; Rosenbaum &

Massiah, 2011).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들에게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을 제공할 때 생기는 서비스를 서비스케이프라고 할 수 있다(Bitner,

1992; Daunt & Harris., 20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ilboa & Rafaeli(2003)의 연구에서는 점포특성을

조명, 공간성, 인테리어, 분위기, 음악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는 생산

과 동시에 일어난다. 서비스는 무형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환경은 눈에 보이는 서비스이다. 특히 무인점포 및 무

인스터디카페처럼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경우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점포 안에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

부터 결제 완료까지 진행해야 하는 무인점포는 서비스케이프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정옥경, 박철, 2020). 서비스케이프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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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 참여 및 고객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연식, 2020). 이유

재, 김우철(1998)의 물리적 환경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는 17개의 요인으로 백화점과 레스토랑을 비교하였으며 공간접근성, 미

적매력성, 시설물의 청결성 및 편의성으로 4가지 요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없는 무인스터디카페의 서비스 환경에 맞

추어 Lockwood & Pyun(2019), 정휘, 김영규(2015), 신수민 외(2020)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서비스케이프를 동선의 편리성, 공간의 여유, 휴게

공간의 유무, 청결성 및 소독 방역의 철저성, 화장실의 내부 유무로 설정

하였다. 공간 기능성 관련한 선행연구를 <표2-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 공간 기능성 관련 연구

연구자 선행연구

Bitner(1992)
서비스케이프의 정의 제공 공간배치 기능성,

점포 내부의 분위기 및 물리적 환경 등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함.

Grewal et al.(2003)
분위기 및 음악 등의 물리적 환경이 재방문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이유재, 김우철(1998)
물리적 환경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Wilson et al.(2012)
서비스케이프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침

정옥경, 박철 (2020)
무인점포의 서비스케이프가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침

Lockwood &Pyun(2019) 서비스케이프가 가지고 있는 요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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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수용모델(TAM)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Davis(1989)가

처음 개발한 모형으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와 사용

자의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모형이다(Davis et al.

1989). 기술수용모델은 Ajzen & Fishbein(1980)에 개발된 개인의 행동을

수행할 때 행동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되었다.

기술수용모델(TAM)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 설명을 위해 아래<그림2-1>

의 모형을 첨부하였다.

<그림2-1> 기술수용모델

출처 : Davis,F.D.(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그림1-1은 Davis의 기술수용모델을 모형화한 것으로 기술수용에 있어

서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

성(Perceived ease of Use)가 사용자의 태도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

고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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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용모델(TAM)은 혁신적인 신기술 및 기기의 도입 및 채택과 사

용하는 소비자의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에서의 두 가지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

성이 사용자 태도와 행동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실제

사용 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Venkatesh et al.,

2000).

4.1. 지각된 유용성

1.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PU: Perceived Usefulness)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사

용자에게 있어서 어느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향상된 효능을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임정원, 2021). 기술수용모델의 변수 중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 태도에 영향을 주며, 사용 태도는 사용 의도 혹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 의도 혹은 구매 의도는 실제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이경탁, 노미진, 2011). 즉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 지각된 유용성이 높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Rogers, 2003). Davis는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자들에게 기

존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고 미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결정요소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Igbaria et al.(1995) & Adamsetal.(1992)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이 새로운 정보 기술사용에 긍정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검

증한 연구도 있다. 즉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사용자가 어느

시스템을 사용할 때 편리하게 느끼게 되면 그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올라가 시스템 자체의 이용률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Davi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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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각된 용이성

2.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용이성은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

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사용 용이성은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기존의 있던

기술보다 노력이 덜 들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된다(Davis et al.,

1989). 즉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의 노력이

전보다 감소하는 것이다(Davis, 1989). 선행연구들은 신기술에 대한 소비

자의 사용 용이성이 유용성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고(Venkatesh, 2000), 사용 용이성이 증대되면 소

비자의 시간 및 노력의 비용이 감소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가 향상

된다고 하였다(차성수, 박소윤,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스터디

카페의 키오스크를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키

오스크의 사용 용이성과 사용 유용성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술수용

모델 유용성과 용이성의 선행연구를 <표2-4>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4> 기술수용모델 유용성,용이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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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행연구

Davis(1989)
기술수용모델의 사용자 신념 태도 행

동 간의 인과 관계연구

Dabholkar & Bagoozzi

(2002)

기술기반셀프서비스의 결정요인으로

사용 용이성을 제시

Venkatesh(2000)
기술수용모델의 TAM 개념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 제시
양희진, 이수영, 문선정(2010) 사용용이성은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키고 고객가치를 창출

이경탁, 노미진(2011)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 태도에 영

향을 미치며, 사용 태도는 실제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

구 제시

서상우(2018)
지각된 기술사용 용이성은 기술 혁신

성의 영향을 받고 지각된 유용성에도

유의한 영향 미침

임정원(2021)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각된 유용

성 향상된 효능 제공

5. 지속사용의도

지속사용 의도는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 서비스를 다음에 또 이

용할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생각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행위적 의도를 의미한다(지윤호, 변정우, 2011).

지속사용 의도는 소비자의 행동에 예측이 가능한 척도로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Fishbein & Ajzen, 1975). 또한, 고객 충성도, 고객 유지로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 지속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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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지 및 재방문은 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송연숙,

2008) Aaker(1997)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신념과 태도가 미래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라고 하였다. 과거의 구매내역 및 방문내역

을 통해 고객이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방문 및 사용하는 의도로 고객 유

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Cronin & Taylor, 1992). 또한, 고객 만족연

구에 관하여 고객 만족이 높을수록 지속사용 의도 및 재방문 의도가 높

은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장재훈(2011)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

자 특성, 가격, 물리적 서비스 환경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서비스특성과 물리적 서비스 환경이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검증을 하였다. 성

분란, 임채관(2019)은 패선 멀티브랜드 스토어의 서비스케이프와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이 운영하는 특정 점포를 이용할 때 미래 지속사용에 계속해 사용할

정도로 정의했다. 지속사용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표2-5>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5> 지속사용의도 관련 연구

연구자 선행연구

Cronin & Taylor(1992)
재방문 의도를 소비자의 과거 패턴 기반으로

다음에도 계속 방문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의도

송연숙(2008) 고객 충성도와 고객 유지와 재방문의 영향연구

장재훈(2011)
서비스 제공자 특성과 물리적 환경이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침

성분란, 임채관(2019)
서비스케이프 와 브랜드 이미지 만족도가 지속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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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격 요인

성격(personality)이란 개인의 행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

성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독특성 성향을 말한다(김동일,

2015; Ozer & Benet-Martinez, 2006; Randolph & Dahling, 2013). 성격

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사고, 감정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Greenberg & Baron, 1999) 그러한 성격들이 어떠한 구성을 하고 있으

며,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몇 개의 성격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Goldberg, 1990). 성격 5 요인은 자연 발생

언어 형용사 연구 때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Tupe & Christal, 1961).

성격 5 요인은 크게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향성, 친화성, 성

실성, 신경성, 개방성이며, 다섯 가지 요인의 각 명칭은 학자 혹은 논문

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모두 유사하다.

(1) 외향성(extroversion)

첫 번째 요인인 ‘외향성(Extroversion)'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활

동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활발하고 사회적 교류 활동을 즐기며,

자극 및 흥분을 즐기기도 한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하고 수

줍은 경향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John, 1990;

최지연, 2015). 외향성(extroversion)은 따듯함(warmth), 사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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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ariousness), 주장성(assertiveness), 활동성(activity), 흥분추구

(excitement seeking) 그리고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s)의 6가지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Costa & McCrae, 1992). 외향성을 가진 사람

들의 특징은 말하기를 좋아하며, 타인과 어울리기를 선호하는 사람일수

록 외향성이 높다(McCrae & Costa, 2003).

(2) 신경성(neuroticism)

두 번째 요인인 신경성은 신경증 혹은 신경성으로도 번역되기도 하며

주로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신경성은

(neuroticism) 불안(anxiety), 적대감(angry hostility), 자의식(self

consciousness), 충동(impulsivity) 그리고 심약(vulneralility)의 6가지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Costa & McCrae, 1992). 신경성(neuroticism)

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나타나는 부정적 신호에 대해 민감성이

높기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더 민감하고 고통스럽게

반응하고 좋지 않은 기분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Bardi &

Ryff, 2007).

(3) 친화성(aggreeableness),

세 번째 요인인 친화성은 우호적인 성격 혹은 적응을 빠르고 쉽게 할수

록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의미하며,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잘 도와주며 양보심

이 많다. 우호성은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순응성, 겸손함 그리고 온유

함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Costa & McCrae, 1992).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상대방을 먼저 챙기는 이타적인 성격이며 반

대로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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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가 많고, 남에 관한 무관심도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Costa et al.,

1991; 우현희 2014).

(4) 성실성(conscientiousness),

네 번째 요인인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사회적 규범, 사회적 원칙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적 요인 중 하나이다. 또

한, 성실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 맡은 것을 성취하는 성

향을 의미하며, 목표 지향적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기 부여

하는 정도로 측정된다(Costa & McCrae, 1992).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은 유능성(competence), 정연성(order), 충실성

(dutifulness), 성취추구(achievement striving), 자기절제(self discipline)

그리고 신중성(deliberation)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Costa &

McCrae, 1992). 성실성 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따라 과제 조직

력과 성취욕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John et al., 2008). 반면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과제나 일 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산만하며

분명한 목표가 없어 나태한 삶을 살 수 있다(박기인, 2019).

(5)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다섯째 요인인 개방성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과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요인이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대하여 열린 마음

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성격이다(Costa & McCrae, 1992; McCrae &

Costa, 1987; McCrae & Costa, 1991).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상상력(fantasy), 심미성(aesthetics), 감정 개방성(feeling), 사고 개방성

(ideas), 행동 개방성(actions) 그리고 가치 개방성(values)의 6가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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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구성되어 있다(Costa & McCrae, 1992).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적고, 새로운 상상을 경험

하는 것을 선호하고, 다른 성격보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McCrae & Costa, 1991; Ziegler et al., 2012). 성격 요인과 관련

되 선행연구를 <표 2-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6> 성격 요인 관련 연구

연구자 선행연구

Goldberg(1990)

5가지 요인을 성격의 차원으로 파악한 후, 성격 관

련 대표적인 구조적 모델로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 친화성을 구성요인으로 연구 제시
Costa &

McCrae(1992)

인성 심리학적 이론에서 MBTI, MMPI, CPI 등을 이

용하여 결합요인분석 연구를 제시
Goldberg(1999) 성격은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친화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Judge et al.(2009)

성격은 연구자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여러 가지 형태

로 제시

장은지·최은실(2017)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특성이론 제시

후 그러한 대표적인 성격 특성이 Big 5 성격 요인이

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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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설 설정

제1절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무인점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 환경적 특성과 지속사용 의도 간 관계에서 성격 요인이 조

절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기반셀프서비스와 기

술수용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하위변수로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

성, 키오스크의 사용 유용성, 키오스크의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을 선

정하였다. 조절변수로 성격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

는 각각의 성격으로서 외향성, 신경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으로 분류

하였다. 종속변수는 지속사용 의도로 설정하였으며 개념적 연구모델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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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가설 설정

1.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 사용유용성과 지속사용의도 관계

선행연구 사례들을 보면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은, 기간과 목적 등 연

구자에 따라 변화하였다. 무인점포의 핵심기술인 키오스크를 연구 대상

에 포함했고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과 사용 유용성이 첫 번째 중요한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은주, 김승인(2019)의 연구에서는 무인점포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인점포 특성 중 구매과정이 쉽고, 간편하며, 접근성도

높고, 결제 수단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

옥경, 박철(2020)의 연구에서는 무인점포특성이 고객 경험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한 결과 무인점포의 특성 중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인적요

인 세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각의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

다.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은 사용자가 어느 시스템을 이용할 때 필요

한 노력이 덜 필요하다는 믿음(Davis et al., 1989)으로 무인점포를 사용

하는 데에 있어서 소비자의 노력이 덜 필요하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

다. 즉 기술기반 셀프서비스인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과 사용 유용성이

미래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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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키오스크의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키오스크의 결제 편리성과 지속사용의도와의 관계

결제의 편리성은 서비스의 편리성 중 하나이기도 하다. Berry et

al.(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의 편리성 요인 중 거래 편리성과 결제

편리성을 설정하였다. 서비스 편리성에서 시간과 노력이 줄어드는 것이

서비스 편리성의 정의이며, 서비스 편리성 중 결제 편리성이 줄어들어야

구매 의도 및 지속사용의도가 높아진다(Seiders et al., 2007). 또한

Kaura(2013)은 서비스 편리성이 높을수록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Yang(2014)는 편리성 요인 중 결제 편리성이 구매 의

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키오스크의 결제 편리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공간기능성과 지속사용의도와의 관계

Robert & John(1982)의 연구에서는 점포의 물리적 환경과 점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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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포의 이용 금액과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itner(1992) 연구에서는 셀프서비스 환경에서는 공간 기능성이 더 중요

한 요인인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재회(1996) 연구에서는 만족 고객은

재방문 가능성이 크고 만족도와 WOM은 신규고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Tantanatewin & Inkarojrit(2018)의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환경요소가 고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무인점포의 공간 기능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성격 요인이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과 지속사용의도간의 조절 효과

Mowen & Speras(1999)은 외향성 가진 소비자는 충동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소

비자는 지식을 공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제시하였다(Wang,

2007). 신경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복잡하고 사람 많은 환

경에서의 쇼핑보다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운 쇼핑을 선호한다(Faber et

al., 1995). 김형석, 하성일(2010) 골프클럽 소비자와 성격 요인 연구에서

신경성과 외향성은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애착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했다. 이영순(2001)은 소비자가 가

지고 있는 성격은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성격 요인에 따라 소

비자의 선호도나 구매 행동 간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김영미

(200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성격 요인에 따라 긍정집단과 부정집단을



- 24 -

분류하고 구매 의도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긍정집단이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인우(2020)의 건강식품 연구에서는 성

격 요인이 영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신경성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

러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성격 요인은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과 지속사용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 구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개념

을 기반으로 무인점포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 후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 중 키오스크의 사용 유용성, 키오

스크의 사용 용이성, 키오스크의 결제 편리성, 무인점포의 공간 기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속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

가 지속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

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요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아래 표<3-1>와 같이 각 변수의 조작적 정

의 및 선행연구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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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각 변수간 선행연구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9개의 잠재변수, 37개의 관측변수로 구성되었다. 무인점포 중 무인스터디

카페를 사용해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무인점포의 키오스

크 사용 용이성에 대한 항목이 4문항 무인점포의 키오스크사용 유용성 5

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키오스크사용 용이성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소비자의 노력이 적

게 들 것이라는 믿음

Davis, Bagozzi

& Warshaw

(1989)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

는 정도

Davis, Bagozzi

& Warshaw

(1989)

키오스크 결제 편리성

구매과정 중 기술기반셀

프서비스 개념 사용 개

인에게 얼마나 노력과

시간이 덜 필요한지에

대한 정도

Holbrook(1999);

강성철 외. (2018)

공간 기능성
점포가 가지고 있는 물

리적 특성 간의 공간적

관계와 기능

Bitner(1992);

wu & Liang

(2009);

Zeithamal et al.

(2013)

성격 요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5가

지의 성격 요인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Goldberg(1990)

지속사용의도
고객이 지속해서 사용

할 가능성

Fang Lyu el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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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무인점포의 키오스크 결제 편리성 4문항, 무인점포의 공간 기능성

7문항, 무인점포의 지속사용의도 5문항, 성격 요인의 외향성 3문항, 신경

성 4문항, 친절성 3문항, 성실성 4문항, 개방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무인점포의 실제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질문하였으

며, 각 개념의 출처 및 설문 내용은 <표3-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3-2> 설문 문항

설문 항목 측정항목 문항

사용 용이성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4문항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혼란스럽지 않다

사용 유용성

키오스크의 결제방식은 시간이 절약된다..

5문항

키오스크의 사용은 가격이 저렴하다.
키오스크의 사용은 직원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보다 유
용하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내 학업에 도움이 된다.
키오스크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쉽게 스터디카페를 이
용할 수 있다

결제 편리성

무인 스터디카페 결제시스템은 사용 절차가 간단하다.

4문항

무인 스터디카페 결제시스템은
사용이 편리하다.
무인 스터디카페 결제시스템을 사용
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
무인 스터디카페 결제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
는다

공간 기능성

무인 스터디카페는 동선이 편리하다.

7문항

무인 스터디카페는 공간이 여유롭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좌석이 많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휴게공간 및 음식 섭취공간이 있어
편리하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청결하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소독 및 방역이 철저하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서 편리하다

외향성
나는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다.

3문항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신경성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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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쉽게 슬프고, 무력감에 빠지는 편이다
나는 쉽게 불안해하는 편이다.
나는 쉽게 긴장을 하는 편이다.

친절성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 편이다.

3문항
나는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
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이 많다.

성실성

나는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4문항
나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나는 주어진 일을 확실하게 처리한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한다.

개방성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4문항
나는 창의적인 일을 좋아한다.
나는 모험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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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 및 변수의 특성

4.1 설문 조사 개발 및 표본추출 방법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키오스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인스터디카페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설문지에 무인스터디카페의 이용에 관하여, 월평균, 이용횟수, 1회 이

용 시 평균 시간 일반적 질문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등과 같은 질문들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제시되어있는 변수인 키오스크사용 용이

성, 키오스크사용 유용성,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 결제 편리성, 성격

요인인 외향성, 신경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설

문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추출의 경우 본 연구 모집단으로 최근 무

인스터디카페 이용해본 고객으로 선정하였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편의와 주관적 판단 때문에 표출하는

편의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4주간 무인스터디카페의 사

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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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3명(51.0%), 여성 128명(49.0)으로 나타났으

며, 나이는 20대 54명(20.7%), 30대 80명(30.7%), 40대 72명(27.6%), 50대

55명(21.1%)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22명(8.4%), 전문대학 재

학·졸업 24명(9.2%), 대학교 재학·졸업 192명(73.6%), 대학원 재학·졸업

23명(8.8%)이며, 일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 122명(46.2%), 4시간 105명

(40.2%), 6시간 26명(10.0%), 10시간 6명(2.3%), 12시간 2명(0.8%) 순으로

나타났고, 주 사용횟수는 1~2회 129명(49.4%), 1회 미만 94명(36.0%),

3~4회 31명(11.9%), 5회 이상 7명(2.7%) 순으로 나타났다.

<표4-1> 빈도분석

n: 261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3 51.0

여성 128 49.0

나이

20대 54 20.7

30대 80 30.7

40대 72 27.6

50대 55 21.1

학력

고졸 이하 22 8.4

전문대학 재학·졸업 24 9.2

대학교 재학·졸업 192 73.6

대학원 재학·졸업 23 8.8

일 사용시간

2시간 이내 122 46.7

4시간 105 40.2

6시간 26 10.0

10시간 6 2.3

12시간 2 0.8

주 사용횟수

주 1회 미만 94 36.0

주 1-2회 129 49.4

주 3-4회 31 11.9

주 5회 이상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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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키오스크사용 용이성,

키오스크사용 유용성,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 지속사용의도, 성격 요

인(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사전 조사에 대해 자료 분석을 통해, 평균, 표

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4-2>와 같다.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왜도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2보다 크게 되면

정규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특정변수의 분포 모양이 얼마나

첨예한지를 나타내는 첨도는 4보다 크면 정규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다(Hong et al, 2003). 정규분포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 값

을 살펴본 결과 |왜도|<2, |첨도|<4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확인되었

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 계수 값을 사용

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 1에 가

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으며, 신뢰성의 측정 기준 수치는 .6∼.7 이상으로

수용하고 있다(Kline, 2015). 측정변수의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키오스크사용 용이성은 .853, 키오스크사용 유용성은 .823, 결제 편리성은

.836, 공간 기능성은 .792로 나타났다. 지속사용의도는 .852, 외향성은

.844, 신경증은 .886, 친화성은 .776, 성실성은 .743, 개방성은 .851로 나타

나 모두 .7 이상을 만족하여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

과는 <표4-2>와 같다.



- 31 -

<표4-2>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제2절 측정 모델적합도 및 타당도

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델적합도가 확보돼야 하며, 보통 모델적합도 확인

n: 26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Cronbach’

s α

(독립)

환경적

특성

키오스크사용

용이성
4.00 .68 -.83 1.24 .853

키오스크사용

유용성
3.79 .68 -.51 .28 .823

결제 편리성 4.00 .65 -.86 1.46 .836

공간 기능성 3.83 .54 -.21 -.25 .792

(종속) 지속사용의도 3.92 .65 -.87 .93 .852

(조절)

성격

요인

외향성 3.49 .81 -.25 -.40 .844

신경증 2.82 .97 .28 -.70 .886

친화성 3.78 .61 -.24 -.46 .776

성실성 4.09 .54 -.70 1.35 .743

개방성 3.51 .83 -.14 -.81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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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적합도 지수는 x2(CMIN/DF), GFI, TLI, CFI, RMR, RMSEA

등이 사용된다. x2(CMIN/DF)은 3 이하면 수용할 만하며 2 이하면 좋다

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7). GFI, NFI, TLI, CFI는 적합도 정도를 의미

하고, .9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모형, .8 이상이면 우수한 모형, .7 수준이

면 보통이라고 평가하며, RMSEA는 .05 이하면 매우 좋은 모형, .08 이

하면 양호하고, 1 이하면 보통인 모형이라고 판단한다(김원표,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간기능성 4번, 7번 항목은 표준화 계수 값이 0.5 미만, 모

델적합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고 확

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변수 제거 후 모델적합도는 x²/df=2.098,

RMR=.044, TLI=.846, CFI=.862, RMSEA=.065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

모형은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4-3>과 같이

변수의 경로는 C.R.값이 1.965를 충족하고 계수의 t값도 유의수준 .001에

전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3> 확인적 요인분석

구분 Estimate
S.E. C.R.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독립)

무인점포

특성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1 1 .719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2 1.186 .813 .097 12.189***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3 1.193 .794 .1 11.932***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4 1.178 .755 .104 11.381***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1 1 .689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2 1.041 .598 .117 8.88***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3 1.147 .689 .113 1.13***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4 .993 .774 .088 11.254***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5 1.172 .761 .106 11.077***

결제 편리성1 1 .725

결제 편리성2 1.095 .763 .093 11.78***

결제 편리성3 1.148 .764 .097 11.799***

결제 편리성4 1.097 .743 .096 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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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도 분석

측정모델 분석을 시행하여 측정 가능한 모델적합도를 도출한 후 측정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집중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공간 기능성1 1 .567

공간 기능성2 1.176 .629 .152 7.738***

공간 기능성3 1.008 .557 .142 7.108***

공간 기능성5 1.409 .701 .17 8.293***

공간 기능성6 1.484 .727 .175 8.475***

(종속)

지속사용의도1 1 .724

지속사용의도2 1.099 .746 .095 11.571***

지속사용의도3 1.208 .773 .101 11.984***

지속사용의도4 .96 .686 .09 1.62***

지속사용의도5 .958 .732 .084 11.347***

(조절)

성격

요인

외향성1 1 .821

외향성2 1.01 .791 .075 13.528***

외향성3 1.132 .803 .082 13.743***

신경증1 1 .721

신경증2 1.343 .866 .101 13.293***

신경증3 1.351 .887 .1 13.532***

신경증4 1.02 .783 .084 12.095***

친화성1 1 .682

친화성2 1.33 .743 .129 1.273***

친화성3 1.346 .78 .126 1.656***

성실성1 1 .685

성실성2 1.016 .63 .117 8.653***

성실성3 1.098 .716 .114 9.595***

성실성4 .772 .563 .098 7.839***

개방성1 1 .744

개방성2 1.142 .816 .091 12.543***

개방성3 1.216 .756 .104 11.668***

개방성4 .961 .781 .08 12.04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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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송지준, 2016). 집중타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4-4>와

같고, 집중타당도 검증 방법은 Estimates에서 표준화요인 부하량과 평균

분산추출(AVE)이 >.5가 되어야 하고, 개념 신뢰도(C.R.)는 >.7이 되어야

한다(최창호, 2018).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은 .5 이

상으로 확인되었으며, AVE 값은 .530~.695 범위로 나타나 .5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C.R. 값도 .848~.897 범위로 .7 이상으로 확인되어 집중타당

성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은 하나의 잠재변수가 실제로는 다른 잠재변수와 얼마만큼

다른가를 나타낸다. 만일,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으면 두 변수 개념

간 차별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판별타당성 검증은 변수 간의 평균분산추출

(AVE) 값이 상관계수(ρ)의 제곱 값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우종필,

2017).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721인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과 지속

사용의도 관계이다. 이를 제곱하면 .520이 되며,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과

지속사용의도의 AVE 값은 .553과 .636으로 AVE 값이 상관계수(ρ)의 제

곱 값보다 커야 함을 만족하여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4-4>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1 2 3 4 5 6 7 8 9 10

1
.686

(.897)
　 　 　 　 　 　 　 　 　

2
.584***

.341

.553

(.860)　

　 　 　 　 　 　 　 　

　 　 　 　 　 　 　 　

3
.700***

.490

.697***

.486

.671

(.891)　

　 　 　 　 　 　 　

　 　 　 　 　 　 　

4 .455*** .560*** .592***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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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1. 무인점포의 기술수용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무인점포의 기술수용 요인으로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였다.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고, 성별, 나이, 학력, 일 사용시간, 주 이용횟수를 통제변수로 투입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5>와 같다.

회귀모형 1단계(F=3.321, p<.01), 2단계(F=41.211, p<.001)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은 1단계에서 4.3%(R2변화량은 .061), 2단계

.207 .314 .350 (.848)　 　 　 　 　 　 　

5
.470***

.221

.721***

.520

.610***

.372

.703***

.494

.636

(.897)　

　 　 　 　 　

　 　 　 　 　

6
.328***

.108

.349***

.122

.358***

.128

.314***

.099

.307***

.094

.680

(.865)　

　 　 　 　

　 　 　 　

7
-.044

.002

.050

.003

-.054

.003

.001

.000

.050

.002

.073

.005

.624

(.868)　

　 　 　

　 　 　

8
.233***

.054

.353***

.125

.304***

.092

.395***

.156

.421***

.177

.542***

.294

.120

.014

.695

(.872)　

　 　

　 　

9
.296***

.088

.340***

.116

.361***

.130

.458***

.210

.434***

.188

.324***

.105

-.098

.010

.610***

.372

.588

(.850)　

　

　

10
.154*

.024

.261***

.068

.254***

.065

.266***

.071

.270***

.073

.576***

.332

.220***

.048

.406***

.165

.257***

.066

.599

(.856)　

*p<.05, **p<.01, ***p<.001

*표 내의 수치는 상관계수(상관계수 제곱)이며, 음영은 평균분산추출(개념신뢰도)임

1.키오스크 사용 용이성 2.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3.결제 편리성 4..공간 기능성 5.지속사용의도

6.외향성 7.신경증 8.친화성 9.성실성 1.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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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2%(R2변화량은 .472)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2,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 통제변수(성별, 나이, 학력,

일 사용시간, 주 이용횟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2단계에서 1단계와 같이 통제변수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키오

스크 사용 유용성(β=.654, p<.001)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이용횟수가 높아질수록 지속사용의

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4-1>로 표현

하였다.

<표4-5> 기술수용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β t/p VIF β t/p VIF

(상수) -.892 -1.834 -.308 -.878

성별 .042 .326 1.11 .042 .461 1.12

나이 .075 1.230 1.10 .043 .977 1.16

학력 .049 .547 1.07 -.031 -.490 1.08

일 사용시간 -.142 -1.613 1.36 -.024 -.383 1.41

주 이용횟수 .371 3.930*** 1.34 .124 1.806 1.41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 .084 1.530 1.63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654 12.021*** 1.60

F 3.321(p<.01) 41.211(p<.001)

수정된 R2 .043 .520

R2 변화량 .061 .472

Durbin-Watson 2.2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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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기술수용모델 결과

2. 무인점포의 확장된 기술수용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성별, 나이, 학력, 일 사용시간, 주 이용횟수) 및 무인점포 특

성(키오스크 사용 용이성,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결제 편리성, 공간 기

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4-6>와

같다.

회귀모형 1단계(F=3.321, p<.05), 2단계(F=53.033, p<.001)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은 1단계에서 4.3%(R2변화량은 .061), 2단계

에서 64.3%(R2변화량은 .594)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99,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 주 이용횟수(β=.276, p<.001)

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 이용횟수가 높아질수록 지속사

용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성별, 나이,

학력, 일 사용시간, 주 이용횟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β=.440, p<.001) 및 공간 기능성(β=.4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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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및 공간 기능성이 높아질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그

림4-2>로 표현하였다

<표4-6> 확장된 기술수용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β t/p VIF β t/p VIF

(상수) 　 -1.834 　 　 -1.009 　

성별 .021 .326 1.106 .008 .200 1.121

나이 .078 1.230 1.097 .043 1.066 1.159

학력 .034 .547 1.072 .007 .183 1.088

일 사용시간 -.114 -1.613 1.356 -.011 -.259 1.414

주 이용횟수 .276 3.930*** 1.338 .056 1.231 1.480

키오스크 사용 용이성 -.034 -.623 2.171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440 7.897*** 2.261

결제 편리성 .082 1.278 2.968

공간 기능성 .413 8.491*** 1.723

F 3.321(p<.05) 53.033(p<.001)

수정된 R2 .043 .643

R2 변화량 .061 .594

Durbin-Watson 2.09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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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확장된 기술수용모델 결과

2. 성격 요인의 조절효과

1)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과 지속사용의도 간 성격 요인의 조절 효과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성격

요인(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7>과 같다.

회귀모형 1단계(F=28.334, p<.001), 2단계(F=55.859, p<.001), 3단계

(F=34.323,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은 1단계에서

51.8%(R2 변화량은 .520), 2단계에서 55.9%(R2 변화량은 .049) 3단계에서

58.5%(R2 변화량은 .034)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26,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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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 키오스크사용 유용성(β

=.721, p<.001)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성실성(β

=.159, p<.01)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외향성, 신경증, 친화

성, 개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단계에서는 키오스크 사용유용성과 외향성(β=-.157, p<.05) 및 성

실성(β=-.121, p<.05) 간 상호작용 변수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즉, 무인스터디 카페 사용자의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성격 중 외향성, 성실성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키오스크 사용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

을 외향성, 성실성이 감소시키는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7> 성격 요인의 조절 효과1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β t/p VIF β t/p VIF β t/p VIF

(상수) 　 .000 　 　 .000 　 　 1.536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
.721 16.743*** 1.00 .634 13.864*** 1.23 .599 12.495*** 1.44

외향성
-.0

51
-.910 1.87

-.0

70
-1.216 2.05

신경증 .014 .325 1.12 .052 1.156 1.27

친화성 .107 1.786 2.12 .097 1.640 2.21

성실성 .159 2.938** 1.74 .146 2.619** 1.95

개방성 .046 .883 1.61 .109 1.999 1.86

키오스크

사용유용성x외향

성

-.1

57
-2.540* 2.39

키오스크

사용유용성x신경

증

-.0

53
-1.062 1.56

키오스크 .003 .04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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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기능성과 지속사용의도 간 성격 요인의 조절 효과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성격 요인(외향

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7>과 같다.

회귀모형 1단계(F=253.607, p<.001), 2단계(F=46.663, p<.001), 3단계

(F=31.268,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은 1단계에서

49.3%(R2변화량은 .495), 2단계에서 51.3%(R2변화량은 .030) 3단계에서

56.2%(R2변화량은 .056)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1, 분

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 공간 기능성(β=.703,

p<.001)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외향성, 신경

증,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공간 기능성과 외향성(β=-.265,

p<.001) 간 상호작용 변수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공간 기

사용유용성x친화

성
키오스크

사용유용성x성실

성

-.1

21
-2.127* 2.02

키오스크

사용유용성x개방

성

.070 1.322 1.74

F 28.334(p<.001) 55.859(p<.001) 34.323(p<.001)

수정된 R2 .518 .559 .585

R2 변화량 .520 .049 .034

Durbin-Watson 2.12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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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개방성(β=.164, p<.01) 간 상호작용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무인스터디카페 사용자가 인식 하는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격 중 외향성과 개방성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

한다. 외향성은 공간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 관

계에서 외향성은 감소시키는 조절 역할을 하며, 개방성은 증가시키는 조

절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요인의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그림

4-3>으로 표현하였다.

<표4-8> 성격 요인의 조절 효과2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β t/p
VI

F
β t/p

VI

F
β t/p VIF

(상수) 　 0.000 　 　 .000 　 　 1.731

공간 기능성 .703 15.925*** 1.00 .613 12.265*** 1.33 .568 11.472*** 1.45

외향성 .012 0.197 1.84
-.00

6
-0.096 2.00

신경증 .038 0.822 1.12 .099 2.114* 1.30

친화성 .107 1.691 2.13 .063 1.044 2.18

성실성 .082 1.395 1.84 .109 1.906 1.94

개방성 .028 0.502 1.61 .098 1.789 1.76

공간 기능성x외향성
-.26

5
-4.252*** 2.30

공간 기능성x신경증
-.05

6
-1.109 1.51

공간 기능성x친화성 .017 0.239 2.96

공간 기능성x성실성
-.11

6
-1.784 2.51

공간 기능성x개방성 .164 2.957** 1.82

F 253.607(p<.001) 46.663(p<.001) 31.268(p<.001)

수정된 R2 .493 .513 .562

R2 변화량 .495 .030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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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성격요인 조절효과

Durbin-Watson 1.9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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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인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 키오스

크의 사용 유용성,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무인점포와 지속사용의도 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요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점포의 환경적 특성인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 키오스크의

사용 유용성, 키오스크의 결제 편리성, 무인스터디카페의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키오스크의 사용유용성과

공간 기능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키오스크의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사용하였을 때 무인이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부탁할 때보다, 시간 절약이 가능하며, 상품의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유용하며, 키오스크의 사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공간기능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동선의 편리성, 휴게공간의 유무와

화장실이 매장 내에 있고, 코로나 시대에 방역의 중요성 때문에 소독과

방역이 잘 되어있는 특성들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과 결제 편리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변수의 공통점으로서 이

미 키오스크가 소비자에게 있어서 신기술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소비자에

게 있어서 익숙한 기술이라고 추측된다. 사용하기 편하고, 결제할 때 어

느 정도의 편리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측된다.

셋째 위 결과와 같이 키오스크 사용유용성과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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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들 간 관계에서 성격 요인의 조절 효

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키오스크 사용유용성과 지속사용의도 간에 외향

성과 성실성은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키오스크의 사용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줄 때 외향성과 성실성을 가진 사용자들이 감소시키는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사용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이용자의 외향성에 따라 달라 졌다. 사용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사용자의 외향성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 외향

성을 가진 이용자의 성격 특성이 친화력이 높은 사람, 다른 이용자와 대

화를 좋아하는사람, 활동적인 사람이 포함된다. 무인점포의 특성상 이용

자 혼자 들어가서 결제까지 완료해야 하는 무인점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보다는 종업원이 존재하는 유인점포가 어울릴 수 있다고 예측된다. 즉

무인점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결정에 있어서 내향적인 사용자들이 사

용 유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이용자의 성실성에

따라 달라졌다. 사용 유용성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사용자의 성실성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 성실성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이, 질서를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어진 일을 확실하게 처리

하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성격특성상 키오스크

사용 유용성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성실성이 높을수

록 감소하는 조절효과를 확인할수 있었다. 즉 성실성이 낮은 사용자들이

사용 유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간기능성과 지속사용의도 간에 외향성과 개방성이 조절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향성은 감소시키는 조절 효과를 가지며,

개방성은 증가시키는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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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사람 특성이 친화력이 높고,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

하며, 활동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특성상 무인점포

가 가지고 있는 공간 기능성 중 답답하고 오래 앉아있으며, 정숙을 요구

하는 무인점포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는 조절 효과를 가

진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즉 무인점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결정에

있어서 내향적인 사용자들이 공간기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개방성의 성격을 가진 사용자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일을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무인점포

의 공간 기능성 중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증가의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

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 실무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는 무인점포의 특성인, 키오스크의 사용 용이성, 키오스크의

사용 유용성, 키오스크의 결제 편리성,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대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인스터디카페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인점포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의 사용은 영화관부터 대기업까지 활

용되고 증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키오스크사용에 있어서 경

쟁력을 가지기 위해 지속사용의도를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

에서 검증하였듯이 키오스크의 사용유용성과 공간 기능성은 지속사용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외향성과 성실성의 성격을 가진 소비

자들은 키오스크 및 무인 매장과는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

향성의 성격 사용자는 답답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무인스터디카페의 공간

기능성과 맞지 않으며, 개방성의 성격 사용자는 반대로 증가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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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지속사용의도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무인점포 혹은 키

오스크사용 매장의 지속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매장 전략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제2절 한계점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과 기술기반 셀프서비스를 사용하여 무인점포

고객들의 키오스크사용 유용성, 키오스크사용 용이성, 결제편리성, 공간

기능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키오스크

를 주로 사용하는 무인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20대에서 50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무인 스터디카페 사용자 특성상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표본으로

진행하는 연구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둘째, 이번 표본 조사는 키오스크가 주로 있는 도심에서의 조사가 이루

어져 진행되었다. 만약 키오스크가 보급되어있지 않은 곳을 포함시켜 진

행하였다면, 키오스크사용 용이성과 결제편리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의 결과 값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무인점포의 특성중 네 개의 변수로 측정하였지만, 제시

된 변수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기술수용모델에서 지각된 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을 사용하였지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각된 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 이외의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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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연구들도 있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사용해

무인점포의 특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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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long with advanced IT

technology, self-serve stores are proliferating. Traditionally, stores had

salespersons and/or managers to help customers and handle issues that may

arise on site, and such manpower was considered a necessity for typical

brick-and-mortar stores. Self-serve stores, however, equipped with latest

technologies such as IoT and kiosks, require customers to not only shop by

themselves, but also, make payments on their own without any assistance of

manpower. These self-serve stor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user-friendly

and practicality of kiosks, convenience of the payment system, and efficient

use of space are becoming vital for self-serve stores to maintain its edge

over traditional stores with manpower.

This study sets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elf-serve study-cafes

and examines how different variables affect customers’ inclination for

continued use and visit of self-serve study-cafes; such variables are,

practicality of kiosks, user-friendly UI/UX of kiosks, convenience of the

payment system, and efficient use of spac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ity

factors of customers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in this study.

In this study,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296 people who have

had previous experience of self-serve study-caf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as conducted on empirical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acticality of kiosks of self-serve study-cafes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s’ inclination for continued visit.

Second, extro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of the personality factors reduced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practicality and inclination for continued

visit.

Third, efficient use of space of self-serve study-cafes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s’ inclination for continued visit.

Fourth, out of the personality factors, extroversion reduced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efficient use of space and inclination for continued visit,

but on the contrary, open-mindedness increas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redictor and the outcome.

In this study, variables such as, the practicality of kiosks and efficient use

of space showed positive effect on customers’ inclination for continued visi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ustomers’ personality factors have also

been verified. Finally, by present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elf-serve

stores and by examining various variables, and how these variables affect

one another,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potential strategies that

self-serve stores can implement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Key words: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echnology-based self-service,

personality factor, unmanned store, unmanned study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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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무인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거나, 유사한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2. 다음은 무인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거나, 유사한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키오스크의 결제방식은 시간이 절약된다 ① ② ③ ④ ⑤

2. 키오스크의 사용은 가격이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키오스크의 사용은 직원에게 직접 부탁하는것보다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키오스크를 이용함으로서 좀 더 쉽게 스터디카페를 이용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4.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혼란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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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무인 스터디카페의 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

나, 유사한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4. 다음은 무인 스터디카페의 공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

나, 유사한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 무인 스터디카페는 동선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무인 스터디카페는 공간이 여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무인 스터디카페 결제시스템은 사용 절차가 간단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무인 스터디카페 결제시스템은 사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무인 스터디카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인 스터디카페 결제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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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무인 스터디카페의 재방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거나, 유사한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6. 다음은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곳에 표

시 해주십시오.

3. 이 무인 스터디카페는 좌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무인 스터디카페는 휴게공간 및 음식 섭취공간이 있어 편리
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무인 스터디카페는 청결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이 무인 스터디카페는 소독 및 방역이 철저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이 무인 스터디카페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서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무인스터디카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무인스터디카페 서비스를 내 생활에 더욱 많이 활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무인스터디카페 서비스를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인스터디카페 서비스는 나의 생활능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
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주변인들에게 무인스터디카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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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곳에 표

시 해주십시오.

8. 다음은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곳에 표

시 해주십시오.

9. 다음은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곳에 표

시 해주십시오.

2.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사람에게 배려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쉽게 슬프고, 무력감에 빠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쉽게 불안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쉽게 긴장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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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곳에 표

시 해주십시오.

11.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어진일을 확실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일을할때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창의적인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모험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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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학 재학/졸업 ③ 대학교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

/졸업

4) 귀하께서 무인 스터디카페 일 사용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2시간 이내 ② 4시간 ③ 6시간 ④ 10시간 ⑤ 12시간

5) 귀하의 1주일 간 무인 스터디카페 서비스 이용 회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주1회 미만 ② 주1~2회 ③ 주3~4회 ④ 주 5회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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