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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핵심플랫폼이 PC에서 메신저나 SNS 등모바일
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의 쇼핑경험과 온라인의 편리성을

결합한 전자상거래 형태인 O2O(Online to Offline & Offline 
to Online)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O2O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온라인(예: PC, 웹, 모바일, SNS)과 오프라인(시장, 
마트, 백화점 등) 상거래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킨 비즈니
스 모델이다. O2O는 서비스나 상품의 검색과 구매의사결정
및 대금결제는 온라인에서 하고 소비만 오프라인에서하는

거래 또는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찾는

서비스 형태이다(Kim, 2014). 이에 기존의 포털 사업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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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ingle-person household emerges as an important consumer group, an Online-to-Offline or Offline- 
to-Online(O2O) service market is rapidly growing.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s of conve-
nience and webrooming characteristics of O2O service us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nvenience and webrooming of food 
O2O service on users’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effects of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on purchase intention of O2O services.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techniqu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Google survey from April 16 to April 30, 2017 and 
was distributed to 447 O2O service users. A total of 320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conveni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sers' perceived ease of use 
as well as perceived usefulness. In addition, users' perceived ease of us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users' perceived usefulness. Finally, both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positively 
affected users' purchase intention of O2O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iated events, 
promotions, and stor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when launching O2O service because webrooming 
is a more important factor in enhancing perceived usefulness than the perceived ease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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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Naver, Daum 등) 대신 O2O 서비스 기업들(예: Uber, 
AirBnB, Syrup table, 카카오택시, 배달앱 등)이나 E-Com-
merce 및 모바일 결제와 같은 플랫폼으로 사업에 성공한기
업들(예: Alibaba, 쿠팡 등)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Jeong, 
2015).
오늘날 위치기반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O2O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이를
마케팅전략으로 적극활용하고 있다. 초기의 O2O 서비스는
음식점(예: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 RGP 코리아의
‘요기요와 배달통’; SK 플래닛 Syrup table service), 숙박업
(예: 야놀자, 호텔365, AirBnB), 택시(예: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소매업, 은행, 
병원, 백화점, 인테리어 등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
다. O2O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됨에 따
라 중견ㆍ중소기업, 벤처ㆍ스타트업까지 O2O 서비스를 사
업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Chi, Kang, & Han, 2015), 국내 산
업구조도 이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T 
Economic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5; Ryu, 2014). 

O2O 서비스가 호텔외식을포함한산업전반에 걸쳐커다
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Ryu, 2014). O2O 서비스 이용자의상당부
분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싱글족, 개인가
구, 개인여행객들이며, 이들 소비계층은 자신만의 소비가치
를강하게 추구하는집단들이다. 최근 외식기업들이 1인 가
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는데, 이
는 급증하는 1인 가구(2015년 27.7%)가 단순히 사회 현상을
넘어 경제ㆍ사회 등을 움직이는 거대한 소비집단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3; Mon-
thly Jungang, 2017).      
하지만 O2O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데 다양한 장애요인

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O2O 서
비스 구매를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Yoon & Park, 2014), 낮
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수요 대비 공급 부족(Chi et al., 
2015),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대기업 위주의 ICT 생태계
(Lee, 2016) 등과같은요인들이있다. 한조사에따르면 O2O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으로 개인정보 노출 혹은 유출 우려

(49.5%), 스팸성 광고나 메시지(48.0%), 정보의 신뢰성 부족
(42.7%) 등이 지적되었다(Kim, Jo, Jang, & Yoon, 2015).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O2O 서비스 이용에 관한 소비자의 기술수
용 문제(예: 앱설치 및 이용, 온라인 결제, 배송, 개인정보) 
등에도 심층적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O2O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는 개인화된

O2O 서비스와 최신의 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이나 SNS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수용이전제되어야 한다. O2O 서비스와같은 비즈니
스 모델에 사용되는 ICT기술이나 IT정보를 수용하는 소비
자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유익한 이론이

Davis(1989)가제안한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
tance Model)이다. TAM은 새로운 정보기술 이용자의 태도
나 행동은 두 개의 신념변수(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
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 신념변수들은 플랫폼의 특성이나
O2O 서비스 특성과 같은 외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
는다. 
환대 및 관광산업 분야에서 TAM을 적용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인

O2O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는 최근 소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Eun & Yoo, 2016; Hyun, Kim, Nam, & Kim, 
2014; Jo & Cha, 2017; Kim & Kim, 2016). O2O 서비스와
TAM에 관련한 이들 연구들은 TAM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선행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AM의 선행변수로
서 O2O 서비스 특성(혹은 요인)들로서는 기술적 특성(정보
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과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관여도)(Hyun et al., 2014), 소비자 가치(기능적, 경제적, 감
정적, 사회적, 금전적)(Eun & Yoo, 2016), 개인 혁신성(Kim 
& Kim, 2016), 온오프라인 배달앱 품질(배달, 주문, 음식, 직
원, 정보, 서비스, 제품)(Jo & Cha, 2017)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O2O 서비스 특성과 TAM 간의 선행연구들

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비스 편리성
과 웹루밍(webrooming)은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특성이지만(Jeong & Song, 2016), TAM을 적용한 선
행연구에서는 이를 간과하였다. 서비스 편리성(혹은 서비스
연결성)은 O2O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 및 서비
스를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hoi, 2013). 웹루밍은 온라
인에서 구매할 제품을 살펴본 후,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
장에서 하는 행위 역쇼루밍(Reverse-showrooming)1)을 의미

한다(Sevitt & Samuel, 2013). 웹루밍 특성은 온라인 상거래
와 오프라인 상거래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의

미한다(Kim, 2014). 또한, 국내의 O2O 서비스 관련 연구는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주로 관련 산업의
보고서(Ryu, 2014)나 사례분석(예: Jeong, 2015) 중심으로 이
루어져 있어 소비자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

(Chi et al., 2015). O2O 서비스 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실증적 연구의 부족은 향후 O2O 서
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구매채널이 되고 있는 O2O 서비

1) 유사개념 Showrooming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보고, 실제구매는 온라인을 통해 하는 쇼핑행위를 말한다.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한 외식O2O 서비스 특성이 고객신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99

스의 특성을 기술수용모델(TAM)을 이용하여 검증해 보고
자 한다. TAM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다양한 수용현상을 이
해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지속
적으로진행되어 오고있다. 구체적 연구목적으로 O2O 서비
스특성이 TAM의신념변수들인지각된 용이성과지각된 유
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신념변수들이
각각 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외식 O2O 서비스 제공기업들을 위한 마케
팅 방안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최대 외식 O2O 서비스인 ‘시럽 테이블(Syrup table)’ 
서비스 경험이 있는 고객들 중 1인 가구를대상으로 하였다. 
산업현장에서는 O2O 서비스와 1인 가구가 상호 밀접한 연
관관계를 가지고 시장을 형성하고 발전되고 있으나, 상대적
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이론적 배경

2.1. 1인 가구 개념 및 현황

가구(Household)란 한 주택에 살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
를 같이하는 가구로 혼인, 출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단
위로서생활을같이하는가구나 5인이하의친구또는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는 비친족 가

구를 모두 포함한다(통계청). 1인 가구는 법적 배우자가 존
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가족원과의 별거로 단독으로
구성한 세대(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가구원이 1명인 가구(Yeo & Yang, 2011), 혹은 독립된 공간
에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Song, Im, & Do, 201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법적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1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독
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가구를 1인 가구로 정의한 1인
가구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 및 사별인 상태의 비혼
1인가구가 있고, 혼인상태이지만주거지역, 자녀교육지역, 
경제활동지역 등이 분리되어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등으
로 구분될 수 있다(Song et al., 2015). 
국내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 1인 가구

비율이 4.8%였으나, 2012년 25.3%, 2015년 27.1%에 이르렀
으며, 2025년에는 31.3%,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
으로예측되었다(Economy Insight, 2015. 5). 그리고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1인 가구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5.3%에서 2014년 10.2%로 두 배 가까이 증가
하였으며, 2020년에는 15.9%(1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나홀로족, 싱글슈머(single + consumer), 혼밥, 혼술 등의 신
조어가 생겨났고 1인 가구를 위한 소비시장의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있다. 이에기업들은 소용량 포장 식품, 소형가전, 

1인 여행상품 등 1인 가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앞 다투
어 출시하고 있다. O2O 서비스는 편리함 및 경제성을 주요
장점으로하기때문에 1인 가구의구매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트렌트에 따라 소비자학, 지리학, 여가및 관광학 분

야를 중심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Song et al., 2015). 예를 들면, 소비지출 및 재무상태
(Park & Cho, 2008; Sung, 2013), 여가활동 및 여행동기(Kim 
& Kim, 2016; Woo, Lee, & Choi, 2015), 1인 가구의 구매행동
(Won & Chung, 2015)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1인 가구가
거대한소비집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1인가구의심리적
특성이나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경제연구소들의 보

고서(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3;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13;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3)를 제외하면 미흡한 실정이다(Won & Chung, 2015). 정
보통신의 발달이 1인 가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수용 및 소비행동패턴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Kim, 2016).

2.2.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모델은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Davis(1989)에 의해 제안된 모형이다. 합리적 행동이
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은 Fishbein(1963)의 기대-가치
이론을확장한것으로개인의실제행동은그행동을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행동의도는 개인의 태도
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Ajzen & Madden, 
1986). 하지만 태도와 주관적 규범요인이 소비자들의 행동
의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는 적합하지만, 통제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Ajzen(1991)에 의해 계
획된 행동이론이 제안되었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즉, 개인행동은 자신이 가진 기회와 자원에 대하여 제한된
행동을 하거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Ajzen, 1991). 개
인이 행동의도가 있더라도 지각된 행동통제가 낮으면 실제

(구매)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각된 행동통제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jzen, 1985).

Davis(1989)가 제안한 TAM은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 대
한 신념 즉,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태
도를 바탕으로 행동의도와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TAM과이들두 이론과의공통점은개인의태도는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개인이 특정
시스템 내지 기술을 익히기 쉽고, 그리고 이용하기 쉬움을
의미하며,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새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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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을 활용하면 개인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거

나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따라서 개인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

하다고 판단하면 기술수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고, 
나아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AM은 SNS와같은 O2O 서비스의도입을설명하기에적합
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Shin & Kim, 2008; Lorenzo-Romero, 
Constantinides, & Alarcón-del-Amo, 2011). 하지만 TAM의 지
각된 용이성과지각된 유용성은 다양한 외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받기때문에, 이에대한노력의필요성이계속제기되
어 왔다(Dishaw & Strong, 1999; Legris, Ingham, & Collerette, 
2003;  Venkatesh & Davis, 2000). TAM은 이용자들이 왜 특
정한 정보기술을 수용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기 때문에, TAM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Dishaw & Strong, 1999; 
Legris et al., 2003).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과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그리고 개인화된 서비스나 기술이 출현하면서

TAM의설명력을 향상시키기위한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지적에따라기존의 TAM을확장한기술수용
모델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외부변수들을 도입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Hahn, Yoon, & Kim, 2014; Lee & Yoon, 2011; 
Lorenzo-Romero et al., 2011; Yoon, Kim, & Kim, 2017). 이에
본 연구는 외식 O2O 서비스 특성을 TAM의 외부변수로서
이용하고자 한다.   

2.3. O2O 서비스 개념 및 선행연구

2.3.1. O2O 서비스 개념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는 상품을 주문하면 집까
지 배달해 주는 전자상거래 시대를 출현시켰다(Amazon, E- 
bay). 최근에는 모바일(mobile), 핀테크(Pintech: 금융과 IT의
결합),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 무선통신), 아
이비콘(iBeacon : 센서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오프라인 구매의 경계를 허무는 새

로운 전자 상거래 즉, O2O 비즈니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2010년대 초 새롭게 등장한 O2O 서비스 개념은 아직 통

일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Kim(2014)은 ICT 기술을
토대로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오프라인으로 고객
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Chi, Kang과 Choi(2016)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단말기를이용하여 온라인상의 고객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온․오프

라인 융합 비즈니스로 정의되기도 한다(Kim et al., 2015; 
Wu, Zhao, & Tzeng, 2015). 

O2O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과 소비자를 단순 연결하는
단계(예: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음식배달)에서,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과 간편결제가 가능한 단계(예: 카카오택시, 이
지택시)로, 그리고 온․오프라인연계 및통합의 단계(예: 스
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SK플래닛의 시럽오더)로 발전해 오
고 있다(IITP, 2014). O2O 서비스는 음식배달, 숙박(예: 야놀
자, 호텔365, 여기어때, SPG 등), 관광(예: 짜이서울닷컴 등), 
택시, 카세어링(예: 쏘카, 카썸, 그린카, 유카 등), 백화점 및
대형마트 픽업서비스(예: 이케아 스토어, 롯데스마트 등), 기
타(예: 라인딜, 네이버 샵윈도, 서프, 카카오픽 등) 등 매우
다양하다(Kim et al., 2015). 최근 국내 인터넷 이용자 5000명
을 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O2O 서비스중 ‘음식(배
달)’ 서비스의 인지율(61.6%)과 이용률(41.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5).

O2O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 O2O 시장
규모는 2011년 약 24조 엔에서 2017년에는 약 51조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NRI, 2013). 중국 O2O 시장도 급격
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2년 말 기준 O2O 사용자는 1억
3,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China perspective, 2013). O2O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나감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알리바바
(Alibaba)와같이기존전자상거래기업들뿐만아니라, Apple, 
Google, 그리고 SK플래닛 등 다양한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과 오프라인 쇼핑의 융합을 주도하고 있다.

2.3.2. O2O 서비스관련 선행연구

O2O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O2O 서비스 특성과 TAM에 관련 연구들
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O2O 서비스 특성을
TAM의 선행변수(혹은 외부)로 검증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Hyun과동료들(2014)은외식소셜커머스소비자를대상으로
O2O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
질)과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관여도)이 TAM에 미치는영
향을 연구하였는데, 서비스품질과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유
용성에 그리고 관여도는 지각된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un과 Yoo(2016)는 외식 소비자의 소
비가치와 주관적 규범이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연

구에서 일부 소비자 가치(감정적, 주관적 규범, 금전적)가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

혀냈다. 최근의 배달 앱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의도에 관한 한 연구(Jo & Cha, 2017)는 주문품질, 음식 및
서비스품질, 그리고 정보품질이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Table 1은 O2O 서비스
특성 관련한 연구들을 요약한 것으로, 위로부터 다섯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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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O2O service features Research subjects Summary of findings

Hyun el al.
(2014)*

․Technological features (information quality, 
system quality, and service quality)
․Individual features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Social commerce 
consumers of food 

product

․No effects of service quality & 
self-efficacy on perceived usefulness

․No effect of involvement on perceived 
ease of use

Kim & Cho
(2015)

․App innovativeness & App information 
dependency

Mobile foodservice App 
users

․No effects of App innovativeness & App 
information dependency on information 
fullness

Eun & Yoo
(2016)

․Consumer value(Functional, economic, 
emotional, social, monetary, informative, and 
subjective norm) 

Foodservice products 
sales social commerce 

consumers 

․No effects of emotional & subjective 
norm values on perceived ease of use 

․No effect of monetary values
․on perceived usefulness 

Kim & Kim
(2016) ․Individual innovativeness Food delivery App 

users
․No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on  

perceived ease of use

Jo & Cha
(2017)

․Offline delivery App quality (delivery, order, 
food, and employees)
․Online delivery App quality (information, 

service, and product) 

Delivery App general 
users

․No effect of offline delivery quality on 
perceived usefulness

․No effect of online delivery quality on 
perceived ease of use

Jeong & Song
(2016)

․Location accuracy, contextual offer, instant 
connectivity, economic efficiency, and 
webrooming

O2O service users using 
smartphones

․Significant effects of contextual offer, 
instant connectivity, economic efficiency, 
& webrooming on perceived value

Lee & Jeon
(2017)

․Accuracy of information, convenience, 
enjoyment, and economic O2O service users ․All variables affected use safety & user 

satisfaction

Cho, Jang, & 
Hahn(2017)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enjoyment, innovation resistance, and 
perceived fee  

Small & medium-sized 
restaurant owners

․No effects of enjoyment & innovation 
resistance on perceived value

Lee & Yang
(2017)

․Online quality (information, system, and service) 
․Offline quality (perceived quality and 

perceived risk) 
O2O service users ․Only significant effects of system quality 

& perceived risk on user satisfaction

Zhang & Moon
(2017)

․Online firm features (safety and mobility)
․Offline firm features (service quality and 

brand name)  

Chinese O2O 
commerce users

․No effects of mobility & service quality 
on O2O service trust

Source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Table 1. Overview of existing research on O2O service

들은 TAM을 적용한 연구들이다.
둘째, O2O 서비스 제공업체나 이용자 관련한 심층적 연

구보다는 O2O 서비스시장의 트렌드, 규모, 국내외 환경, 투
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연구보고서들이다. 예를
들면, 2015년 인터넷 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O2O 서비스이
용의중요한이유로서비스연결성및편리성(70.3%), 경제성
(51.9%), 정보 제공 및 정확성(28.4%) 순으로 나타났다(Kim, 
Jo, Jang, & Yoon, 2015). Jeong(2015)은 인터넷 기업들의 신
규사업인 O2O의 특징 및 O2O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포털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였으며, Kim(2014)은 O2O 관련
근거리 통신 기술과 모바일 결제시장의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외 O2O 시장의 동향파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외

에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등에서는 1인 소비
시장 확대 등으로 O2O 서비스의특성과 시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속변수들을 이용하여 O2O 서비스

특성과의인과관계를조사한연구들이다. 예컨대, Lee와 Jeon 
(2017)은 O2O 서비스 특성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
구에서 O2O 서비스 특성(정보 정확성, 편리성, 경제성, 유희
성)이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Jeong과 Song(2016)의개인스마트폰사용자를대상으로 O2O 
서비스 혜택(위치정확성, 상황기반 제공성, 서비스 연결성, 
경제성, 웹루밍)과 지각된 가치 간 연구에서는 유희성을 제
외한 다른 요인들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Zhang과
Moon(2017)은 중국 O2O 서비스 특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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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연구에서 O2O 커머스 특성을 온라인 업체 특성(이동
성, 안전성)과오프라인특성(업체명성과서비스품질)로측
정하였으며, Tian과 Lee(2016)는 중국 호텔 020 애플리케이
션 특성과 지속적 사용의도 간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가격할인성, 상호작용성, 편리성, 보안성, 제품다양성 등 5가
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들 선행연구와 차별되게 Chi 
등(2014)은 O2O 서비스의 부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면서 프라이버시 염려, 정보 불확실성, 성가심, 부정
적 사회영향 등 5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Table 1에서 아래
다섯 연구들은 O2O 서비스 혜택이나 특성이 다른 종속변수
(예: 이용자 만족, 소비자 지각된 가치, 사용의도 등)에 어떠
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들이다.
이들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O2O 서비스 관련 연구는

특성, 혜택, 커머스,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
음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 O2O 서비스특성변수
들을 TAM을 적용해 연구한 결과가 존재하지만, 아직 O2O 
서비스 특성이 TAM의 외부(선행)변수로서 실증적으로 검
증을 받지 않은 변수들, 즉 편리성과 웹루밍을 TAM의 선행
변수로서의 유의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2.3.3.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연구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

고 있으며, 측정 또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다.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서 제품을 구매할 가
능성이나 의도를 의미한다(Oliver, 1980). 따라서 구매의도는
소비자가어떤대상에대해태도를형성한후발생된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것이다(Boulding, 
Staelin, Kalra, & Zeithaml, 1993).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식 O2O 서비스 환경에서 구매행동을 수행하려
는 의지로 정의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TAM을 적용하여 외식 O2O 서비스 특성에 대

O2O service 
characteristics
-Convenience
-Webrooming

Perceived easy 
of use

Perceived usefulness

Purchase 
intention

H1-H2

H3-H4

H5

H7

H6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한 소비자의 신념과 구매의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식 O2O 서비스
특성의 하위 변수(편리성, 웹루밍)는 각각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가설을설정

하였다. 또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그리고 이
들 신념 변수들은 각각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3.2. 가설설정

본연구목적 중의 하나는 편리성과웹루밍의 O2O 서비스
특성이 TAM의지각된용이성과지각된유용성에미치는영
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편리성은 O2O 서비스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서비스나 상품의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O2O 서비스 관련 정보기술을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Choi, 2013). O2O 서비
스는 이용자가 시간적혹은 공간적으로 제약없이 쇼핑을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물론 소비자에게 가치(투입
비용 대비 혜택)를 높여 주는 혜택도 있다(Chunxiang, 2014; 
Li, Dong, & Chen, 2012). 따라서 O2O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이용자는 신뢰감(Fang & Seo, 2011)과 친숙도(Kim et al., 
2011)를 가지게 되어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 서비스
제공 등을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이용하려 들게 된다. 

O2O 서비스의 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도 긍정적 영향
을 미치게된다. 유용성은 O2O 서비스가이용자에게 개인이
나업무적으로실용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Kim et al., 2011). 
O2O 서비스가 실용적이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특
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구매행동이

나 개인적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다
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 가령, SK플래닛은 ‘시럽 테이블 서
비스(Syrup Table Service)’를 O2O 커머스 브랜드인 ‘시럽’과
앱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존 맛집 탐색 기능에 쿠폰, 예약, 
주문 등이 추가된 외식 관련 토탈 서비스로 제공하여 서비

스 이용자들에게 편리성 크게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Syrup 
Table Service’는 중요한 외식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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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외식에 도움과 유용함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외식 O2O 서비스의 편리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외식 O2O 서비스의 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웹루밍(Webrooming)은 TAM의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에서 제품정보를 습
득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reverse-showrooming)를 의미하는 웹루밍은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복합적인 구매패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온․오프

라인 간의 결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O2O 서비스의 대
표적인특성으로인식된다(Verhoef, Neslin, & Vroomen, 2015). 
웹루밍은 소비자가 최적의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 때

문에 그리고 소비자는 먼저 상품을 눈으로 보고 만져본 후

에 온라인 채널이 되었든 오프라인 매장이 되었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Evans, 2012). 이러한 소비
자의 성향은 모바일 기술이나 소셜네트워크의 발전속도에

의해 강해지고 있다(Spaid & Flint, 2014). O2O 서비스 이용
자는 웹루밍을 통해 정보탐색이나 실질구매를 경제적 혹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Joo, 2010). 웹루밍에 대해 소비
자가 경제성 혹은 혜택에 대한 지각이 커진다면 스스로를

현명한 소비자로 인식하게 되어 O2O 서비스 이용자는 웹루
밍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게 된다(Chandon, Wansink, & Lau-
rent, 2000).
웹루밍의 장점으로는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제품의 당일

수령, 제품작동여부직접확인가능, 과일이나야채와같은
변질성 제품의 구매 가능, 신속하고 용이한 제품교환, 오프
라인 매장에서고객과 판매사원의 면대면 상호작용 가능 등

을 들 수 있다(Sarita, 2014). 또한, 제품탐색을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소비자의 노력이 감소되

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Chatterjee, 2010). 한 선행연구는
소비자의 O2O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서 웹루밍이 O2O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지각된 혜택(비용
대비 혜택)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Jeong & 
Song, 2016). 이러한 장점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
보기술, 시스템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노
력의 투입정도(지각된 용이성)나 이들 이용에 대한 실용성
내지 유용성(지각된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외식 O2O 서비스의 웹루밍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외식 O2O 서비스의 웹루밍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M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수로
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쉽게 느낄수록 그 기술이나 서

비스가유용하다고느끼기때문이다(Davis, 1989). TAM의핵
심변수인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관

계에관한 연구들은 일관된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Na(2012)
의 백화점, 마트 및 축산물전문매장 이용고객 대상으로 쇠
고기이력추적제에 대한 TAM의 지각된용이성과유용성간
의 연구, Jo와 Cha(2017)의 배달 앱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 간 연구, Choi와 Lee(2013)의 친환경농산물
RFID 시스템의 외부변수들이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들 모두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유용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연
구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Igbaria, Guimaraes, 
& Davis, 1995; Venkatesh, Morris, Davis, & Davis, 2003). 따라
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의 TAM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Kim, Heo, 그리고 Kim(2015)은 지자체 관광정보 서비스 어
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활용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Yoon(2011)의 외식
종사원의정보기술 수용과 시스템 사용 활동에 관한 연구와

Choi와 Lee(2013)의 친환경농산물 RFID 시스템의 외부변수
들(신뢰성, 안전성, 효과성, 혁신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
성에, 그리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도 일관된 결
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RFID 시스템이 신뢰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Choi, Kim, & Lee, 2013)와
쇠고기이력추적제에대한 TAM의지각된용이성과유용성
간 연구(Na, 2011)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이 행동의도에, 그리
고 스마트폰 관광어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Hahn, 
Yoon, & Kim, 2014) 지각된 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있음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H6: 지각된 용이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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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응답자특성을제외하고모두다항목으로그

리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O2O 서비스특성은 편
리성과 웹루밍 두 개의 구성개념으로 조사하였다. 편리성은
외식 O2O 서비스(Syrup table service)는이용자가시간, 장소, 
이동, 그리고 특별한 장비설치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서
비스나 상품의 정보를 이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관련
연구들이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측정하였
다(Choi, 2013; Chunxiang, 2014; Jeong & Song, 2016). 웹루밍
은 온라인에서 제품정보(매장정보, 할인쿠폰, 이벤트)의 습
득 및 이용과 오프라인에서 구매제품의 수령, 교환, 오프라
인 매자에서 환불서비스를 이용가능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문항을수정보완한 후 4문항으로조
사하였다(Chiu et al., 2011; Jeong & Song, 2016; Sarita, 2014). 
TAM을 구성하는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각 4문항씩 그
리고 구매의도는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용이성은
소비자가 O2O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어렵지 않게 노력을
들여도 된다는믿는 정도로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은 소비자

가 O2O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구매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Davis, 1989; Jeon, 
2013). 구매의도는 O2O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를 수행하려
는 의지로 정의하였다(Davis, 1989; Jeon, 2013).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5개 문항을 그리고 O2O 서비스 앱 사용빈도 1문항을 조사
하였다.   

3.4. 표본선정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O2O 서비스는 SK플래닛의 시럽테이블
(Syrup table) 서비스이며, 주요 서비스로는 ‘핫플레이스’, ‘먹
딜’, 그리고 ‘테이크아웃’이 있다. 전국 30만여 개 매장 좌석
예약 서비스, 170만 여개의 맛집 리뷰 제공 등을 통해 앱 다
운로드 1,350만 건, 월간 이용자 수 120만 명을 확보하고 있
는 대표적인 O2O 서비스이다(Sports Chosun, 2016. 7). 시럽
테이블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소재

1인 가구 대학생 및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 목적과 응답자
의 모호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

하였다. 
본 조사는시럽 테이블서비스를 1회이상 사용한경험이

있는 1인 가구 일반인 및 대학생 447명을 편의적으로 표본
을 추출하여 2017년 4월 16일에서 4월 30일까지 15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7개 일반기업 근무자 200명
(서울 및 수도권 소재)과 2개 정부출연기관 본ㆍ지점 근무
자 67명(서울 및 수도권, 부산․경남, 광주광역시, 대전광역
시 소재), 호텔, 관광, 외식 관련 전공을 가지고 있는 3개 대
학 150명(경기, 대구, 경북 소재), 서울소재 외식 자영업자
30명을 대상으로 구글 서베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
다. 수집된 447개 설문지 중 다수 측정항목 미기입과 O2O 
서비스 무경험자 설문지 127부를 제외한 320부를 통계분석
에 활용하였다. SPSS 2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전체 응답자 320명 중 남
자는 163명(50.9%) 그리고 여자는 157명(49.10%)으로 나타
났다. 연령대는 20대 혹은 미만이 170명(53.1%)으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가 89명(27.8%)으로 뒤를 이었
다. 직업은 학생이 101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ㆍ
전문직, 서비스직, 공무원ㆍ교직원, 자영업, 생산직ㆍ기술직
순으로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이하가 90명(28.1%)
으로 가장 많았고, 201～300만 원 83명(25.9%), 301～400만
원 47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재학
이 231명(7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마지막
으로 시럽테이블 서비스 앱 사용빈도는 월 1회 이상이 98명
(30.6%)으로 가장 많았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O2O 서비스 특성인 편리성과 웹루밍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일 구성개념으로 측정하였다. 구성개념에 대한 단일 차원
성을 검정하기 위해 베리맥스 직각회전법(Varimax)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α값이 0.7 이상일 때 신뢰도가 만족스
러운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Nunnally, 1978). 변수의 공통
성은 .40 이상 그리고 고유값(eigen-value)은 1 이상을 기준으
로 하였다(Lee & Im, 2005). 

O2O 서비스 특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변수의
공통성은 모두 0.4 이상 그리고 요인적재량은 .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편리성과 웹루밍의 신뢰도는 각각 .872와 .840
으로 나타나, 응답의 내적일관성(α>.7)과 타당성이 확보되
었다(Table 3). KMO(.897)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χ2 

(1,562.965, p<.000)값도 적합하게 나타나, 표본의 수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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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eneral inform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63(50.9)

Female 157(49.1)

Occupation

Students 101(31.6)

Office/professional 79(24.7)

Service workers 70(21.9)

Officals 18( 5.6)

Self-employment 18( 5.6)

Production/technical 8( 2.5)

Other 26( 8.1)

Highest 
education

High school or under 7( 2.2)

College 28( 8.8)

University 231(72.1)

Graduate school 54(16.9)

Age

20’s or under 170(53.1)

30’s 89(27.8)

40’s 40(12.5)

50’s or higher 21( 6.6)

Monthly 
individual 

income

>1 million won 90(28.1)

1～2 million 33(10.3)

2.1～3 million 83(25.9)

3.1～4 million 47(14.7)

4.1～5 million 14( 4.4)

5 million or higher 53(16.6)

Order 
frequency 
by App

One time per day 56(17.5)

One per week 91(28.4)

One per two weeks 58(18.2)

One per three weeks 17( 5.3)

One per month 98(30.6)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order 
frequency

변수가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구매의도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1개 요인씩만 추출
되었다(Table 3). 크론바 알파는 모두 .887(구매의도) 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χ²값도 모
두 적합하게 나타났다.
변수 간 관련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

하며(p<.01), 방향성은 가설방향과 일치하는 정(+)의 관계이
며, 그리고 설정된 변수 및 항목 간 관계가 자료와부합되어
구성개념 간 법칙타당성이 확인되었다(Henseler, Ringle & 
Sinkovics, 2009).  

4.3. 가설검증

가설 H1-H4(편리성→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웹
루밍→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를 검증하기 위해 편
리성과 웹루밍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
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기상관성(잔차의독립성)을측정하기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성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독립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
해 회귀선이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값을
활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1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존
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Table 5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가설 1과 가설
2는 O2O 서비스 특성인 편리성과 웹루밍이 지각된 용이성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량은 57.3%(adj.R2= 
.570), Durbin-Watson 값은 2.018로써 자기상관성은 존재하
지 않으며, F값은 212.545로 나타나 회귀식이 유의한것으로
나타났다(p<.000). 다중공선성진단결과, VIF 값이 2.108로나
타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편리성과 윕루밍이 지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
준회귀계수 β값이 .357(t=6.701, p<.000)과 .457(t=8.584. p< 
.000)로 각각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3과 가설 4는 편리성과 윕루밍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설정하였다. 결정계수 값 R2은

52.6%(adj.R2=.523), Durbin-Watson 값은 1.814, F값은 175.567
로 나타나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다중
공선성 진단결과 VIF값이 2.105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상관
관계는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편리성과윕루밍이지
각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회귀계수 β값이 .265(t= 
4.730, p<.000)와 .509(t=9.070 p<.000)로 나타나,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5(지각된용이성→지각된유용성) 검증을위해단순회

귀분석을실시하였다(Table 5). 결정계수 R2은 58.8%(adj. R2= 
.523) Durbin-Watson 값은 1.889, F값은 453.751로 나타나, 회
귀식이유의한 것으로나타났다(p<.000). 표준회귀계수β값
이 .767(t=21.301, p<.000)로 각각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
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Choi & Lee, 
2013; Igbaria et al., 1995; Jo & Cha, 2017; Na, 2012; Venka-
tesh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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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O2O 
service 

characteris
tics

Convenience
(α=.872)

The service is always available without time constraints. .852

4.883 61.043
The service can be used anywhere without restrictions. .818

The service is freely available on the move. .747

The service is immediately available without additional equipment. .724

Webrooming
(α=.840)

The online information(e.g, store information, discount coupons, events) is 
convenient for using in the offline store. .852

1.010 12.620
The online information is effective for the offline stores. .818

Products or services ordered by online can be directly exchanged and refunded in 
the offline store.  .747

Users instantly receive products or services ordered by online without having to wait. .720

KMO=.897, Bartlett Chi-square=1562.965,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73.663

Perceived easy of use
(α=.914)

Obtaining information using O2O services is straightforward. .906

3.182 79.546
How to use the service is simple. .894

Service use is generally convenient. .885

It is easy for users to understand how to use it. .881

KMO=.856, Bartlett Chi-square=872.765, Sig.=.000

Perceived usefulness
(α=.893)

The services provided are generally useful. .903

3.038 75.938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O2O service is useful. .880

The information obtained is helpful for everyday life. .855

Information obtained is beneficial for purchasing activities. .847

KMO=.842, Bartlett Chi-square=744.69, Sig.=.000

Purchase intention
(α=.887)

Purchasing products or services using this service is a good choice. .912

2.450 81.675It is likely to purchase products or services through this service. .905

There is an intention to purchase products or services through this service. .894

KMO=.746, Bartlett Chi-square=537.8579, Sig.=.000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onstruct Mean
(Stdard deviation) Convenience Webrooming Perceived easy 

of use
Perceived 
usefulness

Purchase 
intention

Convenience 3.940(.773) 1.000

Webrooming 3.777(.727)   .610** 1.000

Perceived easy of use 3.789(.736)   .688**   .622** 1.000

Perceived usefulness 3.746(.708)   .634**   .552**   .767** 1.000

Purchase intention 3.614(.785)   .538**   .512**   .663**   .715** 1.000

** p<.01.

Table 4. Construct correlation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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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Sig.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Perceived 
easy of use

(H1-H2)

(Constant) .700 .152 4.599 .000

Convenience .340 .051 .357 6.701 .000

Webrooming .463 .054 .457 8.584 .000

R2=.573, adj. R2=.570, Durbin-Watson=2.018, F=212.545(p<.000)

Perceived 
usefulness
(H3-H4)

(Constant) .915 .154 5.932 .000

Convenience .243 .051 .265 4.730 .000

Webrooming .496 .055 .509 9.070 .000

R2=.526, adj. R2=.523, Durbin-Watson=1.814, F=175.567(p<.000)

Perceived 
usefulness

(H5)

(Constant) .953 .134 7.132 .000

Perceived easy of use .737 .035 .767 21.301 .000

R2=.588, adj. R2=.587, Durbin-Watson=1.889, F=453.751(p<.000)

Purchase 
intention
(H6-H7)

(Constant) .405 .168 2.411 .016

Perceived easy of use .296 .063 .277 4.694 .000

Perceived usefulness .557 .066 .503 8.505 .000

R2=.544, adj. R2=.541, Durbin-Watson=1.933, F=188.806(p<.000)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마지막으로 가설 6과 7을검증하기 위해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구매의도를 종속변수
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
명되는 분산량은 54.4%(adj. R2=.541), Durbin-Watson 값은
1.933으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F값은 188.806으
로나타나, 회귀식이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p< 
.000).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VIF값이 2.427로 나타나 독립변
수 간 상관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
변수 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
용성이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의표준회귀계수β값이 .277 
(t=4.694, p<.000)과 .503(t=8.505. p<.000)으로각각나타나, 가
설 모두 채택되었다. 지각된 용이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미친다는결과는 Choi와 Lee(2013), Eun과 Yoo(2016), 
그리고 Lee와 Yoon(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과 구매의도 간의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Eun & Yoo, 2016; Hahn et al, 
2017; Kim & Cho, 2015; Na, 2012).  

5. 결  론

O2O 서비스의 편리성과 웹루밍(webrooming)은 O2O 서비
스의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내의 O2O 서
비스 관련 연구는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실증적 연구의 부족은 향후 O2O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
인과 오프라인 간의 결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O2O 서비스 특성과 TAM 간의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설정된 가설 7개 모두 채택되
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는선행연구들에서 지

적했던 TAM의낮은분산설명력문제를새로운 외부변수들
을 포함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Venkatesh와 Davis(2000)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과거에
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환경이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

이 침투하면서 기존 TAM의 설명력이 40% 이하로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정 TAM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외부
변수(TAM의 선행변수)의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모델의 분산설명력이 모두 50%(가장 낮
은 것이 52.6%임) 이상으로 나타나, 조금이나마 이론적으로
기여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둘째, O2O 특성인 편리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2O 서비스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편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향상시

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치기반 서비스이다. 위치기
반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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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이나 와이파이 위치측위(WPS) 등의 기술을 통해 사용
자의 현 위치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O2O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의 구매욕구가 발생했을 때 편리하게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

비스를제공하고, 개인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리고빅데이터
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오늘날 O2O 서비스는 쇼핑이나 외식, 식음료 구매 등
정보와 이벤트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은 물론 스마트폰을 활

용한 여행,  교통상황안내, 기업용 모바일 식권(전자식권), 
모바일 외식 상품권(식신 다이닝카드), 친구 찾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

보나 서비스 기술의 쉬운 이용과 유용성을 고객에게 적극적

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웹루밍이 TAM의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웹루밍, 
즉 온라인에서제품을 검색한 후 오프라인에서제품을 구매

하는 이유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탐색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O2O 서비스 제공업체
가 온라인 구매의 강점인 경제성이나편리성을통해 소비자

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추가 할
인과 같은 프로모션이나할인쿠폰 발급 등 가격경쟁력 확보

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좀 더쉽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정보기술을 확보해야 함을 의

미한다. 여기서 O2O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매장정보, 제품광고, 혹은 프로모션 정보가 해당 서비스 이
용자에게 스팸이 아닌 유용한 정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Jeong & Song, 2016).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유익하다는 것을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빅

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 이용고객의 구
매 혹은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O2O 서비스 충성 고객인지
아닌지를 구별한 후, 충성도가 비교적 높은 고객층에게 발
송하는 것이다. 충성 고객은 기업체서 발송하는 알림문자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외식 O2O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것으로 나타

나, 이용자가 보다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설계하여 사용을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전략

이 필요할 것이다(예: 서비스 이용 관련 동영상 제공 등). 특
히지각된용이성(β=0.277, t=4.694)보다지각된유용성(β= 
0.503, t=8.505)이 구매의도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O2O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우

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활용가치, 즉
지각된 유용성 측면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O2O 서비
스 이용자들에게 해당서비스가가지고 있는차별화된유용

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Jo & Cha, 2017). O2O 
서비스 제공 기업은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예: 주문및 결재
시간 간편화 및 단축)을 증진하거나, 웹루밍(예: 할인 쿠폰, 
이벤트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이 편리하도록 사용하게 함으
로써 지각된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이
용자가 O2O 서비스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개발이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즉, 새로운 기술도
입 시 충분한 홍보를 통해 1인 가구 소비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1인 가구가 미래의 중요한

소비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심리적 특
성이나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경제연구소들의 연구

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실정이다(Won & Chung, 2015). 본 연
구는 1인 가구가 O2O 서비스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의 수용과 이에 따른 소비행동 등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O2O 서비스를이용하는 1인가구는 주로편리성
이나 웹루밍에 초점을 맞춰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경
기침체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O2O 서비스 제공기업은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1인 가구의 경제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할인과 쿠폰, 포인트 적립 등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혼밥식당 정보
나 1인분 주문정보 등 1인 가구만을 위한 특화된 정보 제공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측면에서 연구

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편의적으로 일부 직장인, 공공
기관근무자, 자영업자, 학생등특정 외식 O2O 서비스경험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운송, 숙박, 음식배달, 카세어링과
같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필요성이제기

된다. 둘째, O2O 서비스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리성과 웹루밍 두 요소만 가지고 TAM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함으로 인해 TAM 이론의 이론적
기여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는
O2O 서비스의 긍정적 특성(예: 쇼루밍, 정보의 정확성, 위치
정확성)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식 혹은 요소(예: 체면, 성가
심, 보안 위험성)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 TAM 이론의유용
성 향상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O2O 서비
스 특성에 대해소비자들이 어떤 반응(감정, 인지, 생리적)이
있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의한 반응한 구매태도나 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O2O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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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차이분석이나 사회적 영향요

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O2O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에 필
요한마케팅전략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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