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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relation of the external variables of the RFID for 

eco-agricultural products, that of the external variables on TAM approachableness and usefulness, that of 

TAM approachableness on usefulness, that of TAM as approachableness and usefulness on trust and behavior 

intention, and the effect of trust on the behavior intention. The subjects of the actual analysis are the ordinary 

consumers aged 20 and over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have the experience of purchasing 

eco-agricultural products. Total 300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for 14 days from September 24, 

2012 until October 7, 2012, and total 278(92.7%) copies of survey materials were used for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data except some found too strong unequal distribution of the response value or the value unknown 

at present.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external variables of the RFID 

for eco-agricultural products on TAM’s accessibility and usefulness and ver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AM’s accessibility and consumers’ trust and behavioral intent, this study has a sufficient value as 

an initial study on the RFID for eco-agricultural products. Thus, the results of this in-depth study show that 

producers and distributors maintaining and providing with safer eco-agricultural products food directly 

influence service companies’visible achievements.

Key words: eco-agricultural products, RFID traceability system, TAM(ease, usefulness), reliability, 

behavior intention

Ⅰ. 서  론

과거 식량의 부족 시기와 달리 경제 으로 

여유가 생기고 생활수 이 향상됨에 따라 고품질

의 농산물에 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안 한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요구와 유기농 

식품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기농

업 생산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정

재익 2012). 즉, 친환경 유기농업은 건 한 농업

환경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복원  보 ,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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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한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신뢰  농가

소득 증 , 농가의 소득 보장으로 인한 농 의 활

성화를 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실

이다(김일환 2010).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에 한 

정부지원이 확 되면서 생산농가가 증하 고 

민간인증기 과 유기농 식품매장, 국산 유기농

산물 수입 증 등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에 

한 정체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건강과 환경을 요시하면서 친환경농산

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 식품 

구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을 이용하는 주

된 이유로 체 응답자의 75%가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반 으로 건

강과 련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식품의약품안 청 2011). 한, 건강에 

한 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 인 유기농

경작물이나 자연 발효식품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음식물을 안 하게 섭취하기 해서는 천연재료

를 이용하고, 가공을 최소화하며, 되도록 게 먹

는 것이 최선이기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이 천연재료,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선택

하는 것이다(Jeong HK 2012). 그러나 친환경농산

물의 공 확 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공 자 

심에서 소비자 심으로 이동하면서 안 성에 

한 신뢰 등이 두되고 있다. 

농산물의 안 성이나 양 등에 한 품질속성

은 소비자가 정확히 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

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리에 한 필

요성이 높아가고 있다(Lee JY 2008).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

의 오염을 차단하고 나아가 체 과정의 정보를 

축 하여 제공하는 추 리가  더 강조되어

지고 있다(김 수 2009). 

인터넷을 통해 방 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물리

인 흐름의 속도보다 정보의 흐름 속도가 매우 

향상되었다(Kang BJㆍKang JJ 2009). 이러한 커

다란 변화의 심에 무선인식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한 비즈니스 도입 

 용에 한 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식품

산업에 한 도입과 용을 한 활발한 시범사

업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심으로 본격 인 시

스템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Yoo 

NH et al. 2009). RFID 시스템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면 역방향으로 추 하여 문제 을 해결하

는 방식으로써, 재고 악 시간단축, 노동력감소, 

도난 방개선, 상품 진 성, 원활한 통제를 가능

하게 한다(Alfaro JAㆍRabade LA 2009). Hossain 

MMㆍPrybutok VR(2008)의 연구에서는 식품의 

이력추 시스템을 신확산 과정으로 보고 TAM

모델을 용한 이력추 시스템 이용의도에 미치

는 연구에서도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이력추 시스템 수용여부에 계

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Kim TSㆍJin 

YH 2012; Kang BJㆍKang JJ 2009). 따라서 새로

운 기술수용을 도입할 때 기술을 극 수용하지 

않는 다면 신은 어려워 질 것이며 친환경농산

물 이력추 시스템의 기술수용을 해서 생산자

와 소비자가 공동 참여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

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이력추 시스템과 련되어서 선

행연구들은 축산물, 쇠고기, 한우, 농산물, , 식

품, 인삼, Cold-Chain, 친환경농산물 등(백승일 

2012; 정해  2011; 이정화 2010; 최인  2009; 

Lee GS et al. 2007; 민경록 2006), 이력추 시스

템과 확장된 TAM 모델을 용하여 유용성과 용

이성에 향을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은 쇠고기, 

식품 등의 선행연구들 뿐(김태순 2012; 함동철 

2010; 강 재 2008), 친환경농산물에 한 이력추

시스템과 확장된 TAM 모델과의 인과 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

(RFID)의 특성에 한 선행연구  기술수용모델

을 용한 이론을 바탕으로 매개요인들을 통해서 

그 특성들을 구성하는 요인을 체계화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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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들이 소비자들의 신뢰와 행동의도에 미

치는 향 계를 악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에 

한 이력추 시스템을 구 하여 생산업자, 가공

업자, 유통업자 등 모든 참여자가 함께 안 한 농

산물을 생산하고 올바른 유통체계를 이루어 정직

하게 이력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안

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RFID)의 외부변수는 기술수용모델

(TAM)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향 계,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은 유용성의 계, 

기술수용모델(TAM)인 용이성과 유용성은 신뢰 

 행동의도의 계, 신뢰는 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

템(RFID)을 이용하여 안 한 식생활을 하기 

해 생산자, 가공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최종

으로 식품 매자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이력추 시스템의 활성화를 한 마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친환경농산물

농업 생산 환경의 오염, 자연 생태계의 괴를 

극복하고 안 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형태의 농

업이 친환경농업이다. 즉, 친환경농업이란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은 농업

이며, 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친환경농

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

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 하고, 환경을 보

하면서 농산물의 안 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이다(Chun TG 2001). 

황창주(2009)는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

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 한 농산물을 공 하

기 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이런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 자재 등에 따라 2010

년  농약 농산물제도의 폐지로 우리나라 친환

경농산물제도에는 유기농산물과 무 농약 농산물 

두 종류만 존재한다.

Nam SM(2004)은 농산물의 친환경성은 상

인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고자하는 농

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

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 다. 윤지연

(200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에 

해 반 으로 정 인 태도가 형성되었으며, 

조제억(2008)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식품의 

생산가공에 한 검증을 강화하고 철 한 사후

리를 통해 각종 표시에 한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어 생산자만이 아닌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식품

에 한 보다 극 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시

하 다. 김일환(2010)의 연구에서는 건강 심도

가 높을수록 친환경농산물을 애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ark JKㆍPark HS(1997)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생산기술, 규모 회원의 활

용방안, 수입 해외농산물 뿐 아니라 기존의 일반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효율

인 유통조직 등이 필요함을 제시 하 다.

2. 이력추 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RFID 시스템은 라디오 주 수를 이용해서 무

선으로 태그에 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즉, 제품에 태그(tag)를 붙여 

생산, 유통, 매 등에 한 이력정보를 자체 안테

나를 갖추고 있는 리더기(reader)로 하여  정보

를 인식하고 인공 성이나 이동통신, 인터넷 망

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되는 일

련의 과정을 말한다(Hillier Dㆍ Shears P 2005; 

Kim HJ 2007). Twist DC(2005)의 연구에서는 

RFID를 바코드와 유사한 것으로 제품에 한 정

보를 식별하기 한 태그라고 하 고, 1990년  

부터 무선주 수인식기 기술은 생산 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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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고 리 등 차 다른 산업으로 확 되기 

시작하 으며 재는 물류 공  망 리, 국방, 의

료, 교통, 환경, 동물 리, 식품 리, 농ㆍ축산 

생산 리, 쇠고기 리 등 다양한 산업에 용되

어 사용되고 있다(Kim MH et al. 2009). 유승화

(2006)는 제조부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면 배송 

 물류에 도움이 되며, RFID를 축산물 리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축의 생산이력  유통과정

을 추 할 수 있다.

Chin WWㆍTodd PA(1995)의 연구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 요인 에 하나로 시스템의 품질을 요 요

인으로 지  하 으며, 이를 측정하는 하부요소

로 시스템의 안 성, 속도 등을 제시하 다. 

Agarwal RㆍKarahanna E(2000)에서는 TAM 간편 

모델을 용, 재미와 개인의 신성은 인지  몰

두 형성에 정 인 향을 주며, 다시 자아 효율

성지각과 인지  몰두는 사용편의성지각과 용이

성지각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 효율성 지각과 인지  몰입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웹 사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

친다고 하 다(Koo DM 2003). Roger EM(2008)

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로서 수용자가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 빠르게 수용하는가와 련, 수용자 

신성이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여부와 수용 속도

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분

야에서의 개인 신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보려는 개인의 자발  의지를 의미한다(Agarwal 

RㆍPrasad J 1998). 

3.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

TAM은 이성  행 이론과 기존 연구에 의해

서 제안된 기 변수들을 이용하여 기술 이용자의 

채택의도를 설명하려는 모형으로, 인지된 유용성

과 인지된 용이성 개념을 도입하여 이성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의 에서 설

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Davis FD 1989). TAM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과의 인과

계를 검증하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

성을 그 치에 놓고 신확산이론의 외부변수를 

용하여 변수들 간의 계를 검증하는 도구로 

확장된 연구모델인 확장된 TAM모델을 이용해서 

연구하 다(Venkatesh VㆍDavis FD 2000; Moore 

GCㆍBenbasat I 1991). TAM의 이론은 Rogers 

EM(1893)의 개 확산이론에서 제시한 채택 변인

을 발 시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이라는 요인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요인을 기술수용에 한 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 Karahanna EㆍStrabu 

DW(1999)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앞설 때 유용성이 높게 측정되며, 시

장에서 빠르게 수용된다. 인지된 용이성은 특정 

기술에 한 이용이 특별한 물리 , 정신 인 노

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이력추 시스템(RFID)과 용이성  유용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양사를 상으로 한 

이력추 시스템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 연구에서 이력추 시스템의 정보 근성, 업

무 련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직 인 향을 미

치며,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Kang BJ

ㆍKang JJ 2009). Gu JC et al.(2006)의 연구에서

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변량

에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행 에 향을 미침을 발

견 하 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신

기술 수용에서 이용자 행동의 결정인자와 같은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모든 조건이 동일

할 때 이용하기 쉬운 기술이 더 유용하므로 지각

된 유용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받는 경향

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Davis FD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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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성

Lippert SK(2001)는 기술신뢰를 측가능성, 

신뢰성, 유용성에 한 기 에 근거하여 그 기술

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라고 정

의하고, 기술신뢰는 그 기술을 신뢰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Martin M(2007)은 RFID 기술수용과 련 있는 

기술  사회  향요인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한 신뢰를 고려하 으며, Lee HT et al.(2007)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성실, 호의 등에 한 소비

자들의 인식이 서비스 제공자에 한 신뢰 형성

에 있어서 매우 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 소비자와 거래처, 련기 에 신

속하고 정확한 상품의 정보 제공할 수 있으며, 식

별 리 제품과 라벨의 비교확인을 통해 표시된 

정보를 입증함으로써 표시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한 허  표시와 정보에 한 

소비자와 거래처의 잘못된 인식을 방지함은 물론

이거니와 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게 된다(농 진

흥청 2004). RFID를 이용한 이력추  서비스는 

단순하게 해당 농산물의 이동 경로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지의 재배지에서 부터 

간 유통  가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Yoo NH et al. 2009). 소비자는 신뢰가 떨

어지는 생산이력정보에는 험을 지각하고, 정확

한 정보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해 인

식한다고 하 다(Lee GS et al. 2007). Yang Gㆍ

Jarvenpaa LSS(2005) 험, 불확실성, 상호간의 의

존성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신뢰는 요한 요소

가 된다고 지 하 는데, 특히 아직 정착되지 않

아 많은 험이 인지되고 있고 거래 상호간의 의

존성이 요구되는 RFID의 도입에 있어서 신뢰는 

아주 요한 향을 미칠 것이다.

신뢰성이 사용 용이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으로 검증하 다(Pavlou PA 2003; 

Chircu AM et al. 2000). King JL et al(1994)은 정

보기술의 확산에서의 제도  요소들을 검토한 결

과 정부와 같은 외부기 의 역할을 정보기술 활

용에서 필수 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Martin M(2007)은 RFID 기술수용과 

련 있는 기술  사회  향요인으로 서비스 제

공자에 한 신뢰를 고려하 다. 따라서 신뢰성

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서 

향을 직  는 간 으로도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며, 제품의 품질, 가격, 시간 등이 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이며 정보시 의 신뢰는 가장 

요한 요인이다(Vijayasarathy LR 2004; Gu JC et 

al. 2006). Thiesse F(2006)은 RFID에 한 신뢰를 

제도 신뢰, 인  신뢰, 기술신뢰로 구분하고 신뢰

가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5.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소비자의 행동을 측하기 한 요

인으로서 계마 의 핵심요소로 제시되고 있

다(Lee JH 2007). 우호 인 행동의도는 정 인 

구 , 다른 사람에게 추천, 애호도 증진, 다른 사

람과 동반하여 재이용, 리미엄 가격에도 지불

의사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Zeithaml VA et 

al. 1996). 고객들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행 

결과를 취한 후 그 정보를 구 을 통하여 다른 사

람들의 기 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들의 차후 기 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사용한다

(Oliver RL 1997). 행동의도란 행동을 측하기 

한 요인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행동 측을 

한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Engel JE et al. 

1995). 행동의도는 서비스 측면에서 재방문의도

로 해석되고, 구매행동의  단계로 실제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천의도는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는 등의 구  의향을 보이는 정

도를 의미한다(Fridgen JD 1991). Chau PY(1996)

는 장기 인 유용성지각과 단기 인 유용성지각

이 포함된 TAM 확장모델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

시한 결과, 단기 인 유용성지각이 기술을 사용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으며 장기 인 유용성지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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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시 정 인 향을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국선(2003)의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의 

용이 합리 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 다(Luaran PㆍLin HH 

2005; Gefen DE et al. 2003). 즉 재의 사용행동

이나 미래 사용의도에 유의 인 향을 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 주고 있다. 

Davis FD(1989)는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

용성이 사용자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밝

냈으며, 이후 많은 실증연구에서 정보기술 수

용의 요한 결정요인임을 입증하 다. 한, 지

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

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고 느끼는 인지 정도를 말한다. Chau 

PY(1996)는 장기 인 유용성지각과 단기 인 유

용성지각이 포함된 TAM 확장모델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기 인 유용성지각이 기

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가장 큰 향 

을 미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으며 장기 인 유

용성지각 역시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avis FD et al(1989)의 연구에서

는 실증연구의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소비자의 

사용정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신뢰성과 행동의도에 한 연구를 살펴

보면 특정기업에 한 신뢰는 정 인 구매의도

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고

(Jung HS et al 2009; Doney PM et al 1998; Gefen 

D 2000), Jung HS et al(2009)의 연구에서 랜차

이즈형 한식당에 한 인지된 서비스품질과 행동

의도의 인과 계에 있어서 신뢰가 부분 인 매개

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 시스템을 신확산 과

정으로 보고 TAM모델을 용한 이력추 시스템

이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진

(Kim TSㆍJin YH 2012; Kang BJㆍKang JJ 2009; 

Hossain MMㆍPrybutok VR 2008)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

수들이 체계 으로 확립이 선행되어진다면 확장

된 기술수용모델과 유기 인 인과 계를 밝힘으

로써 소비자들의 행동의도는 높아질 것으로 단

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 이력추 시스템(RFID)의 외부변수는 TAM

모델의 용이성ㆍ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1-1 : 이력추 시스템(RFID)의 외부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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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모델의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이력추 시스템(RFID)의 외부변수는 

TAM모델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은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은 신뢰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은 행동의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 기술수용모델(TAM)의 유용성은 신뢰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 신뢰성은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1) 이력추 시스템(RFID)

Arkley PㆍRiddle S(2005)는 식품의 안 상 문

제가 발생되면 상품에 한 정확한 치 악으로 

짧은 시간에 회수가 가능하고 단계별 정보를 

리하여 유통경로를 정확히 악되며, Shih DH et 

al(2008)은 운  효율성, 생산 효율성, 공 망 효

율성, 조직특성, 투자비용, 시장 환경, 기술특성 

등이 RFID 도입에 향을 미치며, Goldsmith RE

ㆍHofacker CF(1991)는 부분의 소비자 련 행

동이 상황 특정 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성

도 특정 제품과 련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Rogers EM(2008)는 RFID 도입은 기술 신

이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이나 구 에 한 연구

들이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채택 행 를 

측하기 한 것이라고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Rogers EM 

2008; Shih DH et al 2008; Arkley PㆍRiddle S 

2005; Goldsmith REㆍHofacker CF 1991)를 바탕

으로 이력추 시스템(RFID)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이력추 시스템(RFID)의 측정

항목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RF1), 신속하게 

회수(RF2), 리가 편리(RF3), 피해 최소화(RF4), 

재고 리(RF5), 식별 번호 리(RF6), 정보의 

리(RF7), 품질 리(RF8), 새로운 정보 기술사용

(RF9), 신 인 제품에 심(RF10), 새로운 정보

기술 이용(RF11), 새로운 정보기술 이해(RF12) 

등 총 12개의 항목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그 지 않다”와 “매우 그 다”를 양극으로 하

는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2) 기술수용모델(TAM) 용이성과 유용성

Davis FD(1986)는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말하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신체 , 정신  수고가 게 들것 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Venkatesh VㆍDavis 

FD(2000)는 지각된 유용성이 요하다고 보고 지

각된 유용성에 향을 주는 외생변수를 연구하여 

확장된 정보수용모델(TAM2)을 제안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의 용이성

은 테스트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과 함께 보수

성을 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소 트웨어의 

품질 특성의 하나라고 정의, 유용성은 이용가치

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 인 필요보다는 

모두에게 객 으로 쓸모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앞선 선행연구(Venkatesh VㆍDavis FD 2000; 

Davis FD et al 1989; Davis FD 1986; Rogers EM 

1983)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 다. 기술

수용모델의 측정항목은 학습이 용이(ES1), 이용

의 효익(ES2), 숙달성이 용이(ES3), 용이한 정보 

획득(ES4) 등의 용이성은 총 4개의 항목, 업무 성

과(SA1), 품질은 우 (SA2), 기  효과(SA3) 등 

유용성은 총 3개의 항목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

여“  그 지 않다”와 “매우 그 다”를 양극으

로 하는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3) 신뢰성

신뢰란 안정 , 사회  계를 유지하는데 필

요한 것이며 상호간에 법이행이 원활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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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Venkatesh V et al.1987). 신뢰는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서 향을 직

 는 간 으로도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며, 

제품의 품질, 가격, 시간 등이 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이며 정보시 의 신뢰는 가장 요한 요인이

다(Vijayasarathy LR 2004; Gu JC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은 소비자들에게  수 있는 믿

음‘이라고 정의하고, 앞선 선행연구(Vijayasarathy 

LR 2004; Gu JC et al 2006)를 바탕으로 평가항목

을 도출하 다. 신뢰성의 측정항목에 하여 업

체신뢰(TS1), 기술신뢰(TS2), 거래신뢰(TS3), 유

통경로신뢰(TS4) 등 총 4개의 항목으로 설문문항

을 구성하여“  그 지 않다”와 “매우 그 다”

를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4)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서비스 측면에서 재방문의도로 해

석되고, 구매행동의  단계로 실제 구매를 유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천의도는 주변 사람

에게 추천하는 등의 구  의향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Fridgen JD 1991). 즉, 고객들은 어떤 상

품이나 서비스의 수행 결과를 취한 후 그 정보를 

구 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 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차후 기 를 구체화

하는 데에도 사용한다(Oliver RL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행동의도는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에 한 최종 평가 후 나타나는 미래 행동

에 한 의지와 신념으로 구 의도, 재 구매의도

를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앞선 선행연구

(Oliver RL 1997; Fridgen JD 1991)의 연구를 바탕

으로 측정항목을 도출하 다. 행동의도의 측정항

목은 재 구매(BI1), 우선  구매(BI2), 추천(BI3) 

등 3개의 항목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그

지 않다”와 “매우 그 다”를 양극으로 하는 리

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3. 조사설계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 인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

템(RFID)의 외부변수, 기술수용모델(TAM)의 용

이성과 유용성, 신뢰성  행동의도의 계를 규

명하기 하여 실증분석 상자는 서울ㆍ경기 지

역에 거주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모집

단을 설정하여 1차 설문지를 완성해서 2012년 9

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사 조사(Pilot tests)

를 실기하기 해 비 설문지 50부를 배포하여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이

해도가 낮은 난해한 문장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0월 7일까지 14일

간 본 조사를 하여 설문지 총 300부를 배포하여 

결과 응답치의 편 성향이 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78부

(92.7%)의 설문자료를 최종 통계 분석 자료로 사

용하 다. 

서울ㆍ경기지역의 백화 , 형마트와 친환경

농산물 문매장 등에서 이용한 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을 받기  설문 

상자인 소비자에게 설문내용의 뜻이 정확히 

달하기 해서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에 

한 과정을 그림으로 재구성하 고, 한 어려

운 문용어의 이해를 돕기 해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 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 평가를 해 탐색  요인분석과 각 요인

별 신뢰도 분석을 우선 실시하 으며 확인  요

인분석, 합성신뢰도, 표  분산 추출값으로 타당

성을 검토하 고, 본 연구의 가설을 토 로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검증을 실

시하 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 통계학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조사 상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에 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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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8)

Characteristic N %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70 61

Origin mark
Yes 165 59

Female 108 39 No 111 41

Age

20~29 89 32

Education

High School 11 4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 & graduate
196 7130~39 151 54

40~49 32 12 Graduate school

student & graduate
69 24

50~59 6 2 Others 2 1

Occupation

Housewife 61 22

Place of

Purchase

Supermarket 121 43

Employee 164 59 Speciality Shop 56 20

Self-employed 10 4 Internet 32 12

Student 26 9 Department Store 67 24

Others 17 6 Others 2 1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Under 200 66 24

Reason for 

purchasing

Healthy 186 67

201~300 107 38 Taste 21 7

301~400 47 17 Nutrition 38 14

401~500 31 11 Environpolitics 24 9

501~600 27 10 Others 9 3

Monthly Purchase 

Cost

(ten thousand won)

Under 10 52 19

Purchase 

Period

Under 1 year 32 12

1~2 93 3311~20 126 45
2~3 67 24

21~30 69 25
3~4 45 16

31~40 18 6 4~5 32 12

Upper 41 13 5 Upper 5 years 9 3

과 같이 요약되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은 170

명(61%)과 108명(39%)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이

력을 확인이 165명(59%), 미확인 111명(41%)이

었다. 연령 별로는 30~39세가 151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29세가 89명

(32%)의 순이었으며, 직업은 직장인이 164명

(59%)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학력은 문 학ㆍ

학교 졸업이 196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201~300만원이 107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장소로는 

형마트 121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건강이 186명(67%)

으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시

기로는 1~2년 정도가 93명(33%)으로 가장 많았

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월 평균 구입하는 액으

로는 11~20만원 정도가 126명(45%)으로 가장 많

았다.

2. 측정 항목의 타당성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측정하기에 

앞서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을 

해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통한 직각회

의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Eigen value 가 1.0

보다 큰 것을 요인화 하 고, 그 결과 총 5요인으

로 차원화 되었다. 이 게 분석된 결과들을 토

로 추출된 요인들은 변수들의 개념  련성과 

선행연구들의 요인 명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수, 기술수용모델의 용

이성과 유용성, 신뢰성, 행동의도 등으로 명명하

다. 한편, 내  일 성 검증을 한 신뢰도 재검

증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요인의 Cronbach's α 값

은 이력추 시스템은 .861, 용이성은 .835, 유용성

은 .787, 신뢰성은 .878, 행동의도는 .824로 모두 

.70 이상이었으며, 설명력은 73.911%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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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the items

Items Estimate
Standard 

estimate
S.E t-value CCR AVE

RFID

Traceability 

System

RF12 1.000 .739 .080 fixed

.740 .553

RF10 .923 .729 .082 13.652
***

RF11 .939 .806 .068 13.775
***

RF9 1.130 .793 .090 14.336
***

RF8 1.717 .708 .121 15.129
***

RF7 1.831 .749 .095 15.220
***

RF6 1.875 .756 .079 15.235
***

RF5 1.749 .702 .068 15.115
***

RF4 1.021 .713 .086 15.341
***

RF3 1.150 .733 .112 15.373
***

RF2 1.243 .751 .093 15.401
***

RF1 1.089 .701 .087 15.319
***

Ease

ES1 1.000 .756 .103 fixed

.773 .603
ES2 1.067 .745 .102 10.352

***

ES3 1.138 .798 .104 10.887
***

ES4 1.238 .793 .114 10.839
***

Usefulness

SA1 1.000 .782 .079 fixed

.743 .558SA2 1.080 .718 .077 10.729
***

SA3 1.141 .730 .074 10.842
***

Reliability

TS1 1.000 .750 .094 fixed

.767 .594
TS2 1.066 .735 .098 10.160

***

TS3 1.107 .833 .106 11.075
***

TS4 .984 .751 .106 10.333
***

Behavior

Intention

BI1 1.000 .752 .094 fixed

.769 .596BI2 0.997 .811 .093 11.726
***

BI3 1.002 .745 .091 11.182
***

x
2
=176.325(p<.001) df=123, RMR=.047, GFI=.932, NFI=.917, CFI=.958, AGFI=.908

***

p<.001

되어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모두 합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  일 성을 조사한 다음, 본 연구가 설정한 

이론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각 잠재요인별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

다. 연구가설을 토 로 모형에 한 검증 결과 

x2=176.325(df=123), RMR=.047, GFI=.932, NFI= 

.917, CFI=.958, AGFI=.908 등으로 나타났다. GFI

와 NFI가 0.90 이상이면 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Kim JH 2011). 그리고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를 알 수 있는 잠재요인 타당성 검

증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표 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

균으로 그 크기가 .5 이상, 합성요인신뢰도(Con-

struct Reliability; CCR)의 값은 표 화 요인 부하

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그 값이 .7 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데, 본 연구의 

잠재요인 타당성 검증 결과 평균분산추출값의 크

기가 모두 .553~.603이고, 합성요인신뢰도 값이 

.743~.769으로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명되

었다. 그리고 각 잠재요인의 AVE의 값이 요인들 

간 상 계수(R2)보다 크면 요인들 간 별타당도

가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이학식ㆍ임지훈 

2009), 이 한 본 연구에서 잠재요인들 간 상

계수의 값(R2)이 .129~.283로 나타나 앞서 제시한 

조건들이 만족시킨 것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구

성개념 간에 개념타당도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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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traceability system, TAM model, reliability and behavior intention

Items M±SD
a)

1 2 3 4 5

1. Traceability System 4.98±.81 1.000
a)

2. Ease 5.25±.82 .328
**

1.000 

3. Usefulness 5.20±.83 .374
**

.529
**

1.000 

4. Reliability 5.12±.73 .608
**

.384
**

 .347
**

1.000 

5. Behavior Intention 5.33±.64 .254
**

.498
**

.362
**

.216
**

1.000

a) All items were measured on a 7-point Likert scale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b)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1

<Table 5> Results of test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Hypothesized relationship
Standard 
estimate

S.E t-value Results

H1-1 Traceability System → Ease .501 .118 4.092
***

Accepted

H1-2 Traceability System → Usefulness .478 .140 5.219
***

Accepted

H2 Ease → Usefulness .838 .110 6.420
***

Accepted

H3 Ease → Reliability .445 .093 4.246
***

Accepted

H4 Ease → Behavior Intention .616 .091 4.501
***

Accepted

H5 Usefulness → Reliability .134 .176    1.362 Reject

H6 Reliability → Behavior Intention .307 .069 6.704
***

Accepted

x
2
=163.458(p<.001) df=111, RMR=.044, GFI=.934, NFI=.920, CFI=.972, AGFI=.910

***

p<.001

<Table 3> AVE and correlation square of the items

Items 1 2 3 4 5

Traceability System .553
1)

.129
3)

.150 .176 .225

Ease .2472) .603 .205 .204 .283

Usefulness .476 .387 .558 .208 .228

Reliability .307 .362 .469 .594 .254

Behavior Intention .380 .376 .374 .412 .596

1) AVE  2) R  3) R²

3. 상 계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각 요인들

에 한 상 성  방향성을 악하기 해서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요인 간의 상 계수의 값은 p<.01 수

에서 모두 유의하 다.

4. 연구 가설의 검정결과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기 제안 모형의 합도를 향

상시키기 하여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Chi-square 

값을 낮추고, 합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변

수를 삭제하 고, 수정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

택하 다. 수정 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최

종 이론 모형의 합도 지수는 x2=163.458(df=111), 

RMR=.044, GFI=.934, NFI=.920, CFI=.972, 

AGFI=.910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본 연구는 우선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

의 외부변수는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으며,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

수는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

가 .501(t=4.092, p<.001),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

변수는 유용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478(t=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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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

p<.001.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parameter estimation

p<.001)로 분석되어 가설 1(가설 1-1, 1-2)은 모두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설 2, 3, 4는 기술수용모형

의 용이성은 유용성, 신뢰성  행동의도에 정(+)

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 고, 용이성

은 유용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838(t=6.420, 

p<.001), 용이성은 신뢰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

가 .445(t=4.246, p<.001), 용이성은 행동의도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616(t=4.501, p<.001)로 분

석되어 가설 2, 3, 4도 채택되었으며, 가설 5는 기

술수용모형의 유용성은 신뢰성에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 고, 유용성과 신뢰

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134(t=1.362)로 유의

하지 않게 분석되어 가설 5는 기각되었으며, 마지

막으로, 가설 6은 신뢰성과 행동의도는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 고, 신뢰성과 

행동의도로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307(t=6.704, 

p<.001)로 분석되어 가설 6도 채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

의 외부변수들이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

성, 신뢰성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수들

이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신뢰성  

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

수는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SE=.501), 유용성

(SE=.478)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은 기술수용

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

이는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Roger EM(2008)의 연구에서는 소비

자로서 수용자가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 빠르

게 수용하는가와 련, 수용자 신성이 소비자

의 신제품 수용여부와 수용 속도에 요한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개인 

신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보려는 개인의 

자발  의지를 의미한다(Agarwal RㆍPrasad J 

1998). Tornatzky LGㆍKlein K(1982)의 연구에서

는 새로운 시스템을 신 으로 채택할지의 여부

는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

서 생산자와 친환경 도ㆍ소매업체가 이력추  

련 정보를 입력하고 소비자는 이력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추 리시스템

과 련 웹사이트의 구축  운 이 되어져야 한

다고 단된다(Hong SJ 2009).

둘째,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은 유용성(SE=.838)

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결과를 통해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은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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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TAM을 구성하는 주요개념인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간의 계에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침을 제시하 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

의 선행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Venkatesh Vㆍ

Davis FD 2000).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은 서로 다른 개념의 변수이지만 상호 한 

계가 있는 요소이다. 지각된 용이성은 개인이 어

떤 특정 기술을 사용함으로 노력으로 부터 자유

로워진다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Davis FD 

1989).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용하기 

쉬운 기술이 더 유용하므로 지각된 유용성은 지

각된 용이성에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의 연구(Davis FD et al 1989)를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 다. 

셋째,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은 신뢰성(SE=.445), 

행동의도(SE=.615)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술수용모

형의 용이성으로 인해 기인된 정 인 용이성은 

소비자들의 신뢰성,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각된 용이성은 신기술 수용

에서 이용자 행동의 결정인자와 같은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력추 시스템을 소비

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용이성이 개선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자와 유통경로, 제품에 

한 신뢰와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기술수용모형의 유용성은 신뢰성에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 지만,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Chircu AM et al 

2000; Thiesse F 2006)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친

환경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자체에 한 

품질을 더욱 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력추

시스템에 한 품질, 성과 등을 나타내는 유용성

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한 신뢰성은 행

동의도(SE=.307)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들의 정 인 신뢰성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뢰는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서 향을 직

 는 간 으로도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며, 

제품의 품질, 가격, 시간 등이 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이며 정보시 의 신뢰는 가장 요한 요인이

다(Vijayasarathy LR 2004; Gu JC et al 2006). 

Martin M(2007)은 RFID 기술수용과 련 있는 

기술  사회  향요인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한 신뢰를 고려하 다. 따라서 신뢰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서 향을 직

 는 간 으로도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며, 

제품의 품질, 가격, 시간 등이 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이며 정보시 의 신뢰는 가장 요한 요인으

로 단된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

추 시스템의 외부변수는 기술수용모형의 용이

성과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주고, 기술수용모

형의 용이성은 소비자의 신뢰성  행동의도에 

향을 주며, 신뢰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

을 다는 것을 고찰하 다. 재까지는 선행연

구 된 이력추 시스템에 련된 연구들은 부분 

식품, 쇠고기, 농ㆍ수산물, 인삼, , 축산물 등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과 소비자들의 인과 계를 상

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

템의 외부변수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

성에 미치는 정도를 고찰하고,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 소비자들의 신뢰성과 행동의도와의 인과

계를 검증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

스템과 련된 기 인 연구로 활용될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단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 유통업자들은 

보다 안 한 친환경농산물을 유지하고, 제공하는 

것이 외식 기업의 가시 인 성과 도출에 직

인 향을 다는 사실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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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 은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자

로 한정하여 표성의 문제가 의심될 수 있으며, 

고객이 직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체류하는 

동안 설문조사가 이 지지 않았으므로, 설문 문

항에 한 정확한 응답이 이 지지 않았을 가능

성이 존재하는 이 한계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은 

다른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차용된 변수로써, 발

생 가능성이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일

럿 테스트를 통해 변수 수정 작업을 거치기는 하

으나,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 인 성향을 반 하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작

용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

여 보다 객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록

본 연구 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

(RFID)의 외부변수가 기술수용모델(TAM)의 용

이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향 계, 기술수용모델

(TAM)의 용이성은 유용성의 계, 기술수용모델

(TAM)인 용이성과 유용성은 신뢰  행동의도의 

계, 신뢰는 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상자는 서울ㆍ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를 상으

로 모집단을 설정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

년 10월 7일까지 14일간 본 조사를 하여 설문

지 총 300부를 배포하여 결과 응답치의 편 성향

이 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문지

를 제외하고, 총 278부(92.7%)의 설문자료를 최

종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

부변수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미

치는 정도를 고찰하고,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 

소비자들의 신뢰성과 행동의도와의 인과 계를 

검증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과 

련된 기 인 연구로 활용될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단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 유통업자들은 보다 

안 한 친환경농산물을 유지하고, 제공하는 것이 

외식 기업의 가시 인 성과 도출에 직 인 

향을 다는 사실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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