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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과 사회적 영향이론을 중심으로 자기결정과 사회적 영향 중 어떤 것이 개인

의 웹사이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타인의 추천 및 웹사이트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평가가 긍정적일

수록 구전추천과 태도간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나, 자기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구전추천과 태도간의 관

계는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어 개인의 평가에 있어 타인의 추천이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1.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과 사회적 영향이론을

중심으로 자기결정과 사회적 영향을 중 어떤 것이

개인의 웹사이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

석하였다.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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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모형

* 본 연구는 2010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 2010-330-B00116)

가설1. 다른 사람의 추천은 웹사이트에 대한 나의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웹사이트에 대한 나의 평가는 웹사이트에 대

한 나의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나의 평가는 다른 사람의 추천이 웹사이트에

대한 나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즉,

자기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구전추천과 태도간의 관계

는 강화될 것이나, 자기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구전

추천과 태도간의 관계는 약화될 것이다.

2.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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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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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의도하는 바가 설문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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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소비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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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에

대한 구전추천(4항목), 본인의 유용성 평가(2항목),

및 태도(3항목) 를 측정하기 위해 모두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의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를 사용하여 각 항목을 측정하였다.

3. 분석결과
 
3.1 신뢰도,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통계패키지 19.0

을 사용하여 신뢰도, 타당도,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신뢰도 분석에서는 구전추천, 자기평가 및

태도 등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값이 0.7

를 상회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타당분석에서는 분석에 쓰인 모든 개념에 속

한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가 0.6 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항목들이 각 요인에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Hair, et al., 1998). 또한 모든 개념

에 속한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들이 다른 개념에

속한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cross loading

values)들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각 항목 수준

(item-level)의 판별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Chin,

1998).

[표 1] 신뢰도 타당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관계가 [표 2]에 보고되어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3.2 가설 1과 가설 2의 검정
가설 1과 가설 2의 검정을 위해서 웹사이트 사용자

의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구전효과와 자기평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분

석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양수로 기대된다. 분

석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전효과(β

=0.411, p<0.01)와 자기평가(β=0.393, p<0.01)가 태도

에 매우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1과 2 모두 지지되었다.

[표 3] 가설 1, 가설 2의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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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설 3의 검정 
가설 3을 분석하기 위해 웹사이트 사용에 대한 나

의 평가와 구전추천과의 상호작용이 나의 웹사이트

태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

서 독립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을 추정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형

을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

수 및 조절변수,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변수까

지 모두 포함한 모형을 추정하여 각 단계별로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지 분석하

였다.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나의 평가와 구전추천과의 상호작용항

이 나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β= 0.638, p<0.05)은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 4] 가설 3의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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