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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influence the external variables of the RFID system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reliability, safety, effectiveness and innovation have on ease and 
usefulness, perceived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An empi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to the general 
consumers over the age of 20 years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 areas having experience of buying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department stores, supermarkets and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specialty stores from November 10 to November 23, 2012, A total of 350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for this research and, excluding partial ones that were too concentrated on one side or found 
missing values, a total of 305 copies(87.1%) were used as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data. The result shows 
that such external variables of the RFID system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s liability, safety, 
effectiveness and innovation are useful enough as a theoretical basis for later study on RFID systems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lso, it reveals that, since all the process from production to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can be seen, the products are provided safely for consumers, are objectively and rapidly 
investigated when problems occur, induce a positive attitude with their historical information, and are supplied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such as consumers' rights to know and choose and recall of unfit products. 

Key words: Eco-agricultural products, RFID Traceability System, Reliability, Safety, Effectiveness, 
Innovation, TAM(Ease, Usefulness), Perceived Value, Behavioral Intention.

Ⅰ. 서  론

최근 건강에 한 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 인 유기농경작물이나 자연 발효식품을 선

호하게 되었으며, 음식물을 안 하게 섭취하기 

해서는 천연재료를 이용하고, 가공을 최소화하

며, 되도록 게 먹는 것이 최선이기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천연재료, 유기농산물, 친환

경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다(Jeong HK et al. 
2012).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공 확 는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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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산물 시장이 공 자 심에서 소비자 심으

로 이동하면서 규모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식
품에 한 안 과 안심에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식품 안 성이나 품질에 

한 소비자의 심이 증 되고, 소비자의 식품 선

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식품 안 성 문제 등은 더

욱 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안 한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요구와 유기

농 식품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기

농업 생산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정재익 2012). 즉, 친환경 유기농업은 건 한 농

업환경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복원  보 , 고품

질의 안 한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신뢰  농

가소득 증 , 농가의 소득 보장으로 인한 농 의 

활성화를 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Lee SY et al. 2011).
농산물의 안 성이나 양 등에 한 품질속성

은 소비자가 정확히 악할 수 없는 정보의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리에 한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농산

물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 유럽, 호
주, 미국 등의 선진국과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국제기구에서 이미 1990년 부터 농산물에 

한 생산이력제(traceability) 시스템이 논의, 도
입되고 있다(Lee JY 2008).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의 오염을 

차단하고 나아가 체 과정의 정보를 축 하여 

제공하는 추 리가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

(김 수 2009). 
재의 정보기술의 발 은 커다란 변화의 심

에 무선인식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
fication)에 한 비즈니스 도입  용에 한 

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식품산업에 한 도입

과 용을 한 활발한 시범사업들이 정부와 지

자체를 심으로 본격 인 시스템의 도입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Yoo NH et al. 2009). 
RFID 시스템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면 역방향

으로 추 하여 문제 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재고 악 시간단축, 노동력감소, 도난 방개선, 
상품 진 성, 원활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Alfaro JAㆍRabade LA 2009).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기 한 모델로서 즉 사용하기가 

용이할수록 더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며, 더 유용

한 것으로 인식된 정보기술은 호의 인 태도와 

이용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tern BB et al. 
2008). 식품의 이력추 시스템을 신확산 과정

으로 보고 TAM 모델을 용한 이력추 시스템 

이용의도에 미치는 연구에서도 이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Kim TSㆍJin YH 
2012; Kang BJㆍKang JJ 2009). 따라서 새로운 기

술수용을 도입할 때 기술을 극 수용하지 않는 

다면 신은 어려워 질 것이며, 친환경농산물 이

력추 시스템의 기술수용을 해서 생산자와 소

비자가 공동 참여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 외식업에서의 이력추 시스템과 

련되어서 선행연구들은 축산물, 쇠고기, 한우, 
농산물, , 식품, 인삼, Cold-Chain, 친환경농산물 

등(백승일 2012; 정해  2011; Choi IYㆍJung SK 
2010; Lee JH 2009), 한, 이력추 시스템과 확

장된 TAM 모델을 용하여 유용성과 용이성에 

향을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은 쇠고기, 식품, 
친환경농산물 RFID 시스템이 신뢰  행동의도

에 미치는 향 등의 선행연구들 뿐(Choi WS et 
al. 2013; Kim TSㆍJin YH 2012; Kang BJㆍKang 
JJ 2009; 함동철 2010), 친환경농산물에 한 이력

추 시스템의 외부변수들과 확장된 TAM 모델과

의 인과 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RFID)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 성, 
효율성, 신성은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

과 유용성에 미치는 향 계, 기술수용모델

(TAM)의 용이성은 유용성의 계, 기술수용모델

(TAM)인 용이성과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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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의 계,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어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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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이란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체

에도 유해하지 않은 농업이며, 이를 하는 과

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Chun TG 2001). Hwang CJㆍLee SY 
(2010)는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 하고 소

비자에게 보다 안 한 농산물을 공 하기 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Nam SM(2004)은 농산

물의 친환경성은 상 인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

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인

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

하다고 하 다. Jo JUㆍYoo DK(2009)의 연구에

서는 친환경 유기농식품의 생산가공에 한 검증

을 강화하고 철 한 사후 리를 통해 각종 표시

에 한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어 생산자만이 아

닌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식품에 한 보다 극

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시하 다. Kim JH(2012)
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안  등의 신뢰에 바탕을 둔 특성을 고려하여 친

환경농산물 인증 차나 운 과정에 한 소비자 

교육  홍보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야 함을 제시 하 다. Kim DS(2013)의 연구에서

도 친환경농산물의 신뢰가 높게 나타날수록 소비

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가 높아진다고 제

시 하 다. 박혜 (2005)은 소비자들에게 바른 먹

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함께 유기농산

물에 한 객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식

품 선택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결정에 도

움을 주는 행 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유기농산

물의 철 한 품질 리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

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소비자들에게 확신시키

기 해서는 유기농산물의 이로운 에 한 

극 인 홍보가 필요하고 유기농산물의 생산과정

이나 특성 등에 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하 다.

2. 이력추 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RFID 시스템은 제품에 태그(tag)를 붙여 생산, 
유통, 매 등에 한 이력정보를 자체 안테나를 갖

추고 있는 리더기(reader)로 하여  정보를 인식하

고 인공 성이나 이동통신, 인터넷 망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Hillier DㆍShears P 2005; Kim HJ 2007).
Lee HT et al.(2007)은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 

소비자와 거래처, 련기 에 신속하고 정확한 

상품의 정보 제공할 수 있으며, 식별 리 제품과 

라벨의 비교확인을 통해 표시된 정보를 입증함으

로써 표시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Martin M(2007)은 RFID 기술수용과 련 있는 

기술  사회  향요인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한 신뢰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을 통해서 향을 직  는 간 으로도 사용의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Thiesse F(2006)은 

RFID에 한 신뢰를 제도 신뢰, 인  신뢰, 기술

신뢰로 구분하고 신뢰가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시간과 추가비용을 지불 하더

라도 소비자들은 더 안 하고 확신 있는 소비를 

해서 소비자가 생산이력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

확하고 투명한 생산 이력정보를 원한다고 했다

(Arkley PㆍRiddle S 2005). Chin WWㆍTodd 
PA(1995)의 연구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 요인 에 하

나로 시스템의 품질을 요 요인으로 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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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측정하는 하부요소로 시스템의 안

성 등을 제시하 다. RFID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최  효익으로 공 망과 재고 리의 효율성, 정
확성  보안성 제고를 들고 있다(Goel R 2007). 
Sharma A et al.(2007)은 RFID의 도입에 따른 다

양한 효익 요인들로서 운 비용 감소, 증진된 재

고 리, 도난방지, 오류감소, 고객만족 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Shih DH et al.(2008)은 실증연구

에서 운  효율성, 생산 효율성, 공 망 효율성, 
조직특성, 투자비용, 시장 환경, 기술특성 등이 

RFID 도입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 Roger EM(200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로서 수

용자가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 빠르게 수용하

는가와 련, 수용자 신성이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여부와 수용 속도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Agarwal RㆍPrasad J 1998). Moore GC
ㆍBenbasat I(1991)의 연구에서는 기술 신에서 

가시성요인은 주변인들의 신에 많은 향을 미

치고 있으며, 채택과 기각에 한 계를 가지

고 있다. 사회  향요인에서 신을 인식하는 

것은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과거의 경험과 주변

인이 제공한 정보 는 행동에 향을 많이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력추 시스템(RFID)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
성, 효율성 그리고 신성은 TAM 모델의 용이성

ㆍ유용성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 이력추 시스템(RFID)의 외부변수는 TAM
모델의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이력수 시스템(RFID)의 신뢰성은 TAM
모델의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이력수 시스템(RFID)의 안 성은 TAM
모델의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 이력수 시스템(RFID)의 효율성은 TAM
모델의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4 : 이력수 시스템(RFID)의 신성은 TAM

모델의 용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 이력추 시스템(RFID)의 외부변수는 TAM

모델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이력수 시스템(RFID)의 신뢰성은 TAM

모델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이력수 시스템(RFID)의 안 성은 TAM

모델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 : 이력수 시스템(RFID)의 효율성은 TAM

모델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4 : 이력수 시스템(RFID)의 신성은 TAM

모델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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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hanna EㆍStrabu DW(1999)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앞설 때 유용성이 

높게 측정되며, 시장에서 빠르게 수용된다. 인지

된 용이성은 특정 기술에 한 이용이 특별한 물

리 , 정신 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쉽게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Gu 
JC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용하기 쉬운 기술이 더 유용하므로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

다(Davis FD et al.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TAM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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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성개념 간 계에 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

으로 TAM 모델의 용이성과 유용성간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은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지각된 가치

Ju YH(200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어떠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매 행

와 련하여 지각하는 가치에 한 이해는 상품 

 서비스를 공 하는 기업의 경쟁우 를 하기 

한 략을 도출하는데 필수 이다. 따라서 지

각된 가치에 한 개념은 고객에 따라 다르다는 

,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에서 주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Parasuraman A 1997). 
Kim MGㆍPark JH(2011)은 쾌락  가치가 수용

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보기술에 한 연구에서도 수

용행동과 그 과정을 더 잘 설명하고 측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각된 가치가 TAM에 도입되

고 검증 되었다(Wakefield FLㆍBarnes JH 1996). 
Lee JSㆍJang SY(2003)은 지각된 가치가 신념변

수들과 등한 치에서 사용자의 의도에 향을 

 것으로 기 하 다. 
Rogers EM(2008)의 연구에서는 신제품이 기존

의 제품보다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달해  수 

없었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유용성이 높

게 측정되며 시장에서 빠르게 수용된다는 것이다. 
Hong BSㆍNa YK(2007)의 연구에서는 실용  가

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사 에 구매의도가 있

었던 제품에 하여 실용  가치기 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실용  가치를 가진 소비자가 실용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에 일에 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쉽게 유용성을 지각할 수 

있다(Lee HBㆍLee HW 2003). 배국선(2003)의 연

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의 용이 합리 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

용성이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기

도 하 다(Luaran PㆍLin HH 2005). 즉 재의 사

용행동이나 미래 사용의도에 유의 인 향을 

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 주고 있다. Davis 
FD(1989)는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사

용자의 가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밝

냈으며, 이후 많은 실증연구에서 정보기술 수

용의 요한 결정요인임을 입증하 다.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모델의 용이성ㆍ유용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

의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어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H4 :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은 행동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 기술수용모델(TAM)의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7 : 기술수용모델(TAM)의 유용성은 행동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5. 행동의도

고객들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행 결과를 

취한 후 그 정보를 구 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 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차

후 기 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사용한다(Oliver 
RL 1997). 행동의도는 서비스 측면에서 재방문의

도로 해석되고, 구매행동의  단계로 실제 구매

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천의도는 주

변 사람에게 추천하는 등의 구  의향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Fridgen JD 1991). Lee Mㆍ
Ulgado FM(1997)의 연구에서도 고객은 가치를 

지각하고 단한 후에,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하

며,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Woodruff RB(1997)는 지각된 

가치는 반 인 고객만족에 한 선행변수이며, 
이러한 만족도는 재 구매의도와 추천의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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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Cronin JJ et 
al. 2000). Patterson PGㆍSpreng RA(1997)의 연구

에서 지각된 가치는 추천의사  재방문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H(1999)는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은 고객의 구

매행  형성과정에서 매우 요한 결정요인의 역

할을 하며 재 구매의도와 정 인 구 의도에 

직ㆍ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

다. Parasuraman AㆍGrewal D(2000)은 지각된 가

치는 구매  고객의 선택행동뿐 아니라 구매 후 

만족, 재 구매의도, 추천의도 등에도 향을 다

고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TAM 모델의 유용성은 행동의도와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8 :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

의 외부변수들이 체계 으로 확립이 선행되어진

다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과 유기 인 인과 계

를 밝힘으로써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  행동

의도는 높아질 것으로 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1) 이력추 시스템(RFID)

신뢰는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서 향을 직  는 간 으로도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며, 제품의 품질, 가격, 시간 등이 신

뢰에 향을 주는 요인이며 정보시 의 신뢰는 

가장 요한 요인이다(Vijayasarathy LR 2004). 
Lippert SK(2001)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 품질보증에 한인증, 식품제조 유효기간

에 해서 높은 심을 보 다(Verbeke WㆍWard 
RW 2006). Arkley PㆍRiddle S(2005)은 식품의 

안 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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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조직특성, 투자비용, 시장 환경, 
기술특성 등이 RFID 도입에 향을 미치며, 
Rogers EM(2008)는 RFID 도입은 기술 신이 새

로운 정보기술 도입이나 구 에 한 연구들이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채택 행 를 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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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연구되었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Vijayasarathy LR 2004; 

Lippert SK 2001)를 바탕으로 신뢰성에 한 평가

항목을 도출하여, 이력추 시스템(RFID)의 신뢰

성 측정항목에 하여 업체 신뢰, 기술 신뢰, 거래 

신뢰 등 총 3개의 항목이고, 선행연구(Arkley Pㆍ
Riddle S 2005)를 바탕으로 안 성에 한 평가항

목을 도출 하 으며, 안 성 측정항목은 신속하

고 간편하게 처리, 신속하게 회수, 리가 편리, 
피해 최소화 등 총 4개의 항목이고, 선행연구

(Shih DH et al. 2008)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한 

평가항목을 도출하 으며, 효율성 측정항목은 재

고 리 효율 , 식별번호 리 효율 , 정보의 

리 효율 , 정보 달 효율  등 총 4개의 항목이

며, 선행연구(Rogers EM 2008)를 바탕으로 신

성에 한 평가항목을 도출하 으며, 신성 측

정항목은 새로운 정보 기술사용, 새로운 정보기

술 이용, 새로운 정보기술 이해 등 총 3개의 항목

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그 지 않다”와 

“매우 그 다”를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7  척도

로 측정하 다. 

2) 기술수용모델(TAM) 용이성과 유용성

Rogers EM(2008)은 유용성이란 신제품이 고객

에게 달해주는 가치가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하

다고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신제

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달

해  수 없었던 가치를 제공할 때 유용성이 높게 

측정되며, 고객에게 빠르게 수용될 수 있다. 
Davis FD(1986)는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시

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시

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말하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신체 , 정신  수고가 게 들것 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의 용이

성은 테스트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과 함께 보

수성을 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소 트웨어의 

품질 특성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유용성은 이용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 인 필요보다

는 모두에게 객 으로 쓸모가 있다“라고 정의

하고, 앞선 선행연구(Rogers EM 2008; Davis FD 
1986)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 다. 기술

수용모델의 측정항목은 학습이 용이, 이용의 효

익, 이해하기가 용이 등의 용이성은 총 3개의 항

목, 업무 성과, 품질은 우 , 상  이익 등 유용

성은 총 3개의 항목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그 지 않다”와 “매우 그 다”를 양극으로 하

는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3)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는 일반 으로 고

객에게 달된 가치 ,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제품과 서비스의 반 인 능력에 한 고객 

평가를 의미하며 고객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이

한 주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Parasuraman A 
1997). Woodruff RB(1997)의 지각된 가치란 이용 

상황에 따른 목 과 고객이 욕구에 부응한 제품

과 서비스  그 속성에 한 평가와 이러한 것들

에 한 고객의 지각된 신호로 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이용 상황에 따

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에 

한 반 인 평가로 정의하고, 앞선 선행연구

(Parasuraman A 1997; Woodruff RB 1997)의 연구

를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도출하 다. 지각된 가

치의 측정항목은 살만한 가치, 가치 있는 훌륭한 

구매, 가치 있는 구매 등 총 3개의 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그 지 않다”와 “매우 그

다”를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7  척도로 측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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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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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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으로 정의하고, 앞선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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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측정항목을 도출하 다. 행동의도의 측정항

목은 재 구매, 우선  구매, 추천 등 3개의 항목으

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그 지 않다”와 

“매우 그 다”를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7  척도

로 측정하 다.

3. 조사 설계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목 인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

템(RFID)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 성, 효율성, 
신성, 기술수용모델(TAM)의 용이성과 유용성,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의 계를 규명하기 

한 것이다. 
실증분석 상자는 서울ㆍ경기 지역에 거주하

고, 백화 , 형마트와 친환경농산물 문매장 

등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
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모집단을 설

정하여 설문내용의 뜻이 정확히 달하기 해서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에 한 과정을 그

림으로 재구성 하고, 어려운 문용어 이해를 돕

기 해 문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1차 설문지를 

완성해서 2012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사 조사(Pilot tests)를 50부를 배포하여 실시하

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이해도가 

낮은 난해한 문장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2012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14일간 본 

조사를 하여 설문지 총 350부를 배포하여 결과 

응답치의 편 성향이 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

견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05부(87.1%)의 

설문자료를 최종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론  연

구방법과 실증  연구방법을 병행 하 는데 확장

된 기술수용모형(TAM)을 용한 친환경농산물

의 이력추 시스템(RFID)에 한 개념을 확립하

기 해 국내․외 학술논문, 참고도서 등의 기존 

문헌을 토 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 고, 수
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 다. 즉, 측정 항목의 타당성 평가

를 해 탐색  요인분석과 각 요인별 신뢰도 분

석을 우선 실시하 으며 확인  요인분석, 합성

신뢰도, 표 분산 추출값으로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본 연구의 가설을 토 로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e Equation Model) 검증을 실시하 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 통계학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조사 상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에 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이 요약되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은 163
명(53.4%)과 142명(46.6%)으로 나타났으며, 생산

이력을 확인이 252명(82.6%), 미확인 53명
(17.4%)이었다. 연령 별로는 30~39세가 153명
(50.2%)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가정주부가 127
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학력은 문

학ㆍ 학교 졸업이 238명(78.0%)으로 가장 많았

으며, 월 평균 소득은 201~300만원이 157명
(51.5%)으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하는 장소로는 형마트 168명(5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건

강이 160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

물을 구입하는 시기로는 1~2년 정도가 113명
(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월 

평균 구입하는 액으로는 11~20만원 정도가 139
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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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5)

Characteristic N %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63 53.4

Origin mark
Yes 252 82.6

Female 142 46.6 No 53 17.4

Age

20~29 105 34.4

Education

High School 20 6.6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 & graduate
238 78.030~39 153 50.2

40~49 36 11.8 Graduate school
student & graduate

42 13.8

50~59 11 3.6 Others 5 1.6

Occupation

House wife 127 41.6

Place of
purchase

Super Supermarket 168 55.0
Employee 119 39.0 Speciality Shop 43 14.1

Self-employed 29 9.5 Internet 17 5.6
Student 14 4.6 Department Store 74 24.3
Others 16 5.3 Others 3 1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Under 200 46 15.1

Reason for 
purchase

Healty 160 52.5
201~300 157 51.5 Taste 37 12.1
301~400 54 17.7 Nutrition 54 17.7
401~500 37 12.1 Environpolitics 49 16.1
501~600 11 3.6 Others 5 1.6

Monthly purchase cost
(ten thousand won)

Under 10 78 25.6

Purchase 
period

Under 1 year 66 21.6
1~2 113 37.011~20 139 45.6
2~3 56 18.4

21~30 53 17.4
3~4 38 12.5

31~40 22 7.1 4~5 23 7.5
Upper 41 13 4.3 Upper 5 years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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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변수들인 신뢰성, 안 성, 
효율성, 신성, 기술수용모델의 용이성과 유용

성,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등으로 명명하 다. 
한편, 내  일 성 검증을 한 신뢰도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이

력추 시스템의 외수변수들인 신뢰성 .882, 안
성 .872, 효율성 .878, 신성 .892, 용이성은 .829, 

유용성은 .773, 지각된 가치는 .870, 행동의도는 

.837로 모두 .70 이상으로 조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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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0(df=279), RMR=.059, GFI=.918, 
NFI=.921, CFI=.959, AGFI=.897 등으로 나타났

다. GFI와 NFI가 0.90 이상이면 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Kim JH 2011). 그리고 잠재요인과 측

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를 알 수 있는 잠재요인 

타당성 검증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표 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그 크기가 .5 이상, 합성요인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 CCR)의 값은 표 화 

요인 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그 값이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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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Items Estimate Standard estimate t-value CCR AVE

Reliability
TR1 1.000 .814 fixed

.795 .632TR2 .912 .778 17.315***

TR3 .954 .794 17.679***

Safety

SA1 1.000 .774 fixed

.797 .635SA2 1.076 .854 19.377***

SA3 1.021 .845 19.176***

SA4 .867 .714 15.791***

Effectiveness

EF4 1.000 .779 fixed

.800 .638EF3 1.133 .857 19.327***

EF2 1.071 .827 18.646***

EF1 .961 .735 16.296***

Innovation
RFF3 1.000 .843 fixed

.841 .707RFF2 1.080 .899 21.636***

RFF1 .886 .781 19.136***

Ease
EA1 1.000 .725 fixed

.779 .607EA2 1.166 .864 15.739***

EA3 .993 .747 14.663***

Usefulness
US2 1.000 .790 fixed

.754 .569US1 .850 .687 13.990***

US3 .978 .785 15.620***

Perceived value
PV1 1.000 .782 fixed

.807 .651PV2 1.062 .834 18.164***

PV3 1.005 .804 17.569***

Behavioral
intention

BI1 1.000 .794 fixed
.797 .635BI2 1.018 .843 17.779***

BI3 .925 .755 16.289***

x2=550.000(p<.001) df=279, RMR=.059, GFI=.918, NFI=.921, CFI=.959, AGFI=.897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Items M±SDa) 1 2 3 4 5 6 7 8
1. Reliability 5.22±.75 1.000a)

2. Safety 5.28±.74 .574*** 1.000
3. Effectiveness 5.31±.79 .483*** .534*** 1.000
4. Innovation 5.34±.83 .372*** .300** .320** 1.000
5. Ease 5.16±.78 .388*** .439*** .397*** .311** 1.000
6. Usefulness 5.41±.75 .548*** .500*** .419*** .373*** .575*** 1.000
7. Perceived value 5.35±.76 .539*** .379*** .453*** .423*** .464*** .596*** 1.000
8. Behavioral intention 5.34±.67 .340*** .355*** .306** .385*** .431*** .439***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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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p<.01

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데, 
본 연구의 잠재요인 타당성 검증 결과 평균분산 

추출값의 크기가 모두 .569~.707이고, 합성요인신

뢰도 값이 .754~.841으로 집 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 명되었다.

3. 상 계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각 요인들

에 한 상 성  방향성을 악하기 해서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Table 3>와 같다. 
분석 결과, 요인 간의 상 계수의 값은 p<.01 수

에서 모두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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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Hypothesized relationship Standard estimate t-value Results
H1-1 Reliability → Ease .247 2.007** Accepted
H1-2 Safety → Ease .262 2.025** Accepted
H1-3 Effectiveness → Ease .194 1.794** Accepted
H1-4 Innovation → Ease .196 2.414** Accepted
H2-1 Reliability → Usefulness .297 2.340** Accepted
H2-2 Safety → Usefulness .270 2.522** Accepted
H2-3 Effectiveness → Usefulness .041 .654 Reject
H2-4 Innovation → Usefulness .196 2.714** Accepted
H3 Ease → Usefulness .362 4.534*** Accepted
H4 Ease → Perceived value .255 2.967** Accepted
H5 Ease → Behavioral intention .397 5.735*** Accepted
H6 Usefulness → Perceived value .486 9.171*** Accepted
H7 Usefulness → Behavioral intention .030 .397 Reject
H8 Perceived value → Behavioral intention .447 5.484*** Accepted

x2=489.160(p<.001) df=271, RMR=.045, GFI=.927, NFI=.930, CFI=.967, AGFI=.906
***p<.001, **p<.05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p<.001, **p<.05.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paramete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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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를 삭제하 고, 수정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 다. 수정 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최종 이론 모형의 합도 지수는 x2=489.169 
(df=271), RMR=.045, GFI=.927, NFI=.930, 

CFI=.967, AGFI=.906 등으로 나타났다<Table 4>.
본 연구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우선 친환경농

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신뢰성은 기술수용모형

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설정하 으며,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이력

추 시스템의 신뢰성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

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247(t=2.007, p<.05), 
이력추 시스템의 신뢰성은 유용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297(t=2.340, p<.05)로 분석되어 



한국조리학회지 제 19권 제 2호(2013)160

가설 1-1, 2-1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안 성은 기

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으며, 그 결과 친환경농

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안 성은 기술수용모형

의 용이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262 
(t=2.025, p<.05), 이력추 시스템의 안 성은 유

용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270(t=2.522, 
p<.05)로 분석되어 가설 1-2, 2-2은 모두 채택 되

었고, 효율성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으며,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효율성

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

가 SE=.194(t=1.794, p<.05)로 분석되어 가설 1-3
은 채택 되었지만, 이력추 시스템의 효율성은 

유용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041(t=.654)
로 분석되어 가설 2-3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으

며, 신성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으며,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신성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196(t=2.414, p<.05), 이력추 시스템의 신

성은 유용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196 
(t=2.714, p<.05)로 분석되어 가설 1-4, 2-4는 모두 

채택 되었다. 그리고 가설 3, 4, 5는 기술수용모형

의 용이성은 유용성,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에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 고, 용
이성은 유용성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362 
(t=4.534, p<.001), 용이성은 지각된 가치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255(t=2.967, p<.05), 용이성

은 행동의도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397 
(t=5.735, p<.001)로 분석되어 가설 3, 4, 5도 채택

되었으며, 가설 6은 기술수용모형의 유용성은 지

각된 가치에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설

정하 고, 유용성과 지각된 가치의 표 화된 경

로계수가 SE=.486(t=9.171, p<.001)로 분석되어 

가설 6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7은 기술수용모형

의 유용성은 행동의도에 정(+)의 향 계가 있

는 것으로 설정하 고, 유용성과 행동의도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030(t=397)로 분석되어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어 가설 7은 기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가설 8은 지각된 가치와 행동 의도는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 고, 지
각된 가치와 행동의도로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SE=.447(t=5.484, p<.001)로 분석되어 가설 8은 

채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

의 외부변수들인 신뢰성, 안 성, 효율성과 신

성,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지각된 가

치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친환

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수들이 기술

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지각된 가치  행

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

수인 신뢰성(SE=.247), 안 성(SE=.262), 효율성

(SE=.194)과 신성(SE=.196)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수인 신

뢰성(SE=.297), 안 성(SE=.270), 신성(SE=.196)
은 기술수용모형의 유용성에 정(+)의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

스템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의 새로

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Martin M(2007)은 

RFID 기술수용과 련 있는 기술  사회  향

요인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한 신뢰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서 향을 직

 는 간 으로도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Vijayasarathy LR 2004), Chin WWㆍ
Todd PA(1995)의 연구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사

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 요인 

에 하나로 시스템의 품질을 요 요인으로 지

 하 으며, 이를 측정하는 하부요소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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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성 등을 제시하 으며, Shih DH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운  효율성, 생산 효율성, 
공 망 효율성 등이 RFID 도입에 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Roger EM(2008)의 연

구에서는 소비자로서 수용자가 새로운 것을 얼마

나 쉽게, 빠르게 수용하는가와 련, 수용자 신

성이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여부와 수용 속도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

와 친환경 도ㆍ소매업체가 이력추  련 정보를 

입력하고, 소비자는 이력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추 리시스템과 련 웹

사이트의 구축  운 이 되어져야 한다고 단

된다(Hong SJ 2009). 하지만, 기술수용모형의 효

율성은 유용성에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

로 설정하 지만,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이
는 선행연구(Chow HKH et al. 2006)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이 제

품자체에 한 품질을 더욱 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력추 시스템에 한 품질, 성과 등을 

나타내는 유용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은 유용성(SE=.362)

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결과를 통해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은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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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용하기 쉬운 기술이 더 유용하므로 지각된 유

용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향을 받는 경향이 있

다는 기존의 연구(Davis FD et al. 1989)를 지지하

는 결과를 확인하 다. 
셋째,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은 지각된 가치

(SE=.255), 행동의도(SE=.397),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SE=.486)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으로 인해 기인된 정 인 기술수용모형

의 용이성과 유용성은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신기술 수용에서 이용

자 행동의 결정인자와 같은 개념으로 많이 활용

되고 있으므로 이력추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사

용하는데 있어서 용이성과 유용성이 개선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자와 유통경로, 제품에 

한 신뢰와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Wakefield FLㆍBarnes JH(1996)은 정보기

술에 한 연구에서도 수용행동과 그 과정을 더 

잘 설명하고, 측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각

된 가치가 TAM에 도입되고 검증 되었으며, 배국

선(2003)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이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 다

(Luaran PㆍLin HH 2005). 즉 재의 사용행동이

나 미래 사용의도에 유의 인 향을 다는 것

을 실증 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Davis 
FD(1989)는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사

용자의 가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밝

냈으며, 이후 많은 실증연구에서 정보기술 수

용의 요한 결정요인임을 입증하 다. 하지만, 
기술수용모형의 유용성은 행동의도(SE=.030)에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 지만,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Luaran PㆍLin HH 2005)와는 상반된 결과이지

만, 본 연구는 다른 분야의 선행연구를 차용했기 

때문에 기술수용모형의 유용성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한 지각된 가치

는 행동의도(SE=.447)에 정(+)의 향을 주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친환경농

산물에 한 소비자들의 정 인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Lee 
MㆍUlgado FM(1997)도 고객은 가치를 지각하고 

단한 후에,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하며,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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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oodruff RB(1997)는 지각된 가치는 반

인 고객만족에 한 선행변수이며, 이러한 만

족도는 재 구매의도와 추천의사와 같은 행동의도

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Cronin JJ et al. 2000). 
따라서 Oh H(1999)는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은 

고객의 구매행  형성과정에서 매우 요한 결정

요인의 역할을 하며 재 구매의도와 정 인 구

의도에 직ㆍ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 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

추 시스템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 성, 효율

성과 신성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에 유의한 향을 주고,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

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에 향을 

주며, 기술수용모형의 유용성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향을 주며,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다는 것을 고찰하 다. 재까

지는 선행연구 된 이력추 시스템에 련된 연구

들은 부분 식품, 쇠고기, 농ㆍ수산물, 인삼, , 
축산물 등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과 소비자들의 인

과 계를 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

력추 시스템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 성, 효
율성과 신성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

성에 미치는 정도를 고찰하고,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 유용성이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와 행

동의도와의 인과 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친환

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과 련된 기 인 연

구에 이론  토 로 활용될 가치는 충분할 것으

로 단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재배하는 친환경농산

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비자들에

게 안 하게 제공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구 한 

이력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객 인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성을 

가진 친환경농산물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 인 태도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는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부 합한 친환경농

산물에 한 리콜 등 체계  리를 통하여 안

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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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

(RFID)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 성, 효율성과 

신성은 기술수용모델(TAM)인 용이성과 유용

성,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의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상자는 서울ㆍ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백화 , 
형마트와 친환경농산물 문매장 등등에서 친환

경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일

반 소비자를 상으로 2012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14일간 본 조사를 하여 

설문지 총 350부를 배포하여 결과 응답치의 편

성향이 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305부(87.1%)의 설문자료를 

최종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 성, 효율성과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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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정도

를 고찰하고,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와의 인과

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친환경농산물 이력추

시스템과 련된 기 인 연구에 이론  토 로 

활용될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단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자가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부터 소비까

지 모든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농산

물을 재배해서 소비자들에게 안 하게 제공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구 한 이력 리시스템을 이용

하여 신속하고, 객 인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성을 가진 친환경농산물 이

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 인 태도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권 보

장  부 합한 친환경농산물에 한 리콜 등 체

계  리를 통하여 안 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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