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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을 토대로 하여 패밀리 레스토랑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사용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시 홈페이지를 사전에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즐거움과 효율성, 실용성과 거래편리성이 용이성

과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태도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연구분석 결과, 효율성은 용이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즐거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용성과 거래편리성은 모두 유용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용이성은 유용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태도에 대하여 유용성

은 긍정적 영향을, 용이성은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는 사용의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연구 모델 및 가설 설계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을 토대로 하여 패

밀리 레스토랑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사용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시 홈페이지를 사전에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모형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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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모형

* 본 연구는 2010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 2010-330-B00116)

가설1. 즐거움과 효율성은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실용성과 거래편리성은 유용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용이성은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4. 용이성과 유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5. 태도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 연구 방법 및 실증 분석

2.1 사전 조사
본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IT 전문가, 관광학 분야 교수 및 대학

강사, 외식사업 전공분야 교수 및 전문가 8인을 대

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 작업을 포함한 사전설

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의도하는 바가 설문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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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각 변수에 관련

된 특성들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을 사전검증을 실시

한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에 대

한 표현을 조정했으며, 전반적으로 의도한 바의 내

용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2 본 조사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패밀리 레

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소비자들을 연

구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6

월 수도권에 소재한 3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16부 배부하였으나 이 중 인터넷을 통하여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한 검색한 대학생 소비자들이 응답한

2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약

50%의 대학생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해

당 레스토랑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60부의 설문지 중에 응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후 173

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패밀리 레스토랑 웹사이트의 사용 의도

를 측정하기 위해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의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

다’를 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

용하여 각 항목을 측정하였다.

3. 가설 검정 및 연구 결과

3.1 가설 검정
가설 검정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

및 타당도(validity)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성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검증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은 없고, Chi‐square 통계량(CMIN)이 관찰 변

수의 분포나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몇 개의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Etezadi‐Amoli & Farhoomand, 1996], 최근

에는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

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및 RMSEA 지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홍세

희, 2000]. 일반적으로 TLI지수와 CFI지수 값은 0과

1.0사이인데 대략 0.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 RMSEA 값은 RMSEA<.05이면 좋은 적

합도,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

이면 보통 적합도,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Hu & Bentler, 1998]. 본 연구모형의 적

합도 검증결과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어

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충족시키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CMIN/DF=2.301,

p<.000;CFI=.901;TLI=.886;RMSEA=.077).

Model Fit Summary

CMIN

 

Baseline Comparisons

RMSEA

 
Regression Weights: (Group number 1 -

Default model)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의 분석결과를 보면, 먼

저 효율성은 용이성에 매우 유의한 영향(β=.888,

p<.001)을 미쳤으나, 즐거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부분 채

택되었다. 그러나 실용성(β=.071, p<.05)과 거래편리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863 -

성(β=.087, p<.05)은 모두 유용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나 가설2는 지

지되었다. 한편, 용이성은 유용성에 매우 유의한 영

향(β=.986, p<.001)을 미쳤으며, 용이성과 유용성 모

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유용성은 긍정적 영향(β=2.782, p<.01)을, 용이성

은 태도에 부정적인 유의한 영향(β=-1.98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지지되었

으나, 가설4는 용이성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다. 태도는 사용의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β=.89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

는 지지되었다.

3.2 연구의 결과
이상에서 논의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연구모형의

가설 검정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 )안의 t값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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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결과

다음은 연구의 결과에 따른 가설 채택 및 기각표

이다.

[표 1] 연구의 가설 채택 및 기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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