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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직적으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을 토대로 사용자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신념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지각된 유희성을 추가하고, 키오스크 서비스의 만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변수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키오스크의 유용성과 사용편리성을 지각하면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키오스크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은 키오스크 서비스의 추천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키오스크 서비스에 만족한 사용자는 강한 추천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기술수용모델에서 규명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유용성과 사용편리성이 사용자반응(만
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재입증 해주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한 지각된 유희성이 키오스크 서비
스의 만족을 매개하지 않고도 추천의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키오스크 서비스의 
지각된 유희성이 추가된 확장된 신념변수와 추천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에 도입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리성, 지각된 유희성, 만족, 추천의도, 키오스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belief variables of kiosk that affect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by applying vertically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have an 
impact on satisfaction statistically. Second,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of the 
kiosk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commendation intention. Third, users who satisfied with 
kiosk service have strong recommendation intention to their friends, family and colleagues so on. These 
findings support that the usefulness and usability of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identified in the 
exist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s a key variable affecting user reactions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dditionally, the perceived enjoyment is an important factor as new belief 
variable for explaining the formation of recommendation intention through satisfaction of kiosk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verifying the empirical model between the belief variables(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enjoyment) and the recommendation intention. 
Key Words :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enjoyment, Satisfac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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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식서비스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술기반

셀프서비스(Technology-Based Self Service: TBSS) 
유형은 키오스크(kiosk)이다. 오늘날의 키오스크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를 뜻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고자 고객이 직접 메뉴 검
색부터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
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키오스크가 먼저 도입된 미
국의 경우 키오스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키오스크
는 과거 대비 더욱더 발전 가능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
다. 키오스크는 기능의 단순함을 넘어 한 프로세스의 처
리 위주로 사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사용
자 친화적 기기의 역할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기술이 아니다.

기존의 기술기반셀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기술반전
의 속도가 수용여부와 수용이유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자 진행되어져 왔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대한 [2]는 특정 분야와 특정한 상
황에서의 적합한 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개발
하여 신기술에 대한 개인의 수용 반응을 연구하는데 응
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3]이 제시한 통합기술수용모
델(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hchnology: UTAUT)은 기존의 연구모형을 통해 유의
하다고 검증된 32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변수 등의 4가지 요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수평적
으로 확장된 TAM모델 이외에도 주요 핵심요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은 같은 수준의 차원에서 개인
적 신념변수로써 ‘지각된 유희성(perceived enjoyment)’
을 추가한 수직적 확장모델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
다[4-9]. 왜냐하면 정보통신에 관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과
정에서 이용자는 실제 성과와는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만
으로도 흥미롭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10,11].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기술수용모델을 적
용한 연구들은 사용자가 지각한 신념변수들이 행동의도 
및 실제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동태도를 만족의 개념으로 구체화
시켜 적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키오스크 서비스의 전
반적인 만족과 추천의도 역시 행동태도 및 의도와 실제
사용 정도로 보아 기술수용모델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서 키오스크 환경에서 시장 가능성 예측을 위한 근간을 

제시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을 보다 확장된 관점에
서 살펴보고자 기존에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온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에 지각된 유희성을 추가시
켜 새로운 신념변수를 제안한다. 둘째, 키오스크 서비스 
사용자 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의 만족과 추천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변수를 검증한
다. 즉,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리성과 지각된 유희
성이 키오스크 서비스 이용의 만족과 추천의도로 이어지
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술
기반셀프서비스를 대표하는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과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키오스크의 개념과 새로운 신념변수가 추가된 
    수직적 확장기술수용모델

최근 외식업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거리의 가판대라는 의미이며, 페르시아어에서 유래 되었
다[12]. 키오스크란 고객이 직원을 만나지 않고 음식이나 
서비스를 주문 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서비스 기계이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점포 또는 공공장
소에 설치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를 뜻
한다[13]. 최근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최
저 임금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한 무인점포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다가오
고 있다[14]. 이러한 시기에 더 많은 고객들은 직원이 아
니라 키오스크와 같은 셀프서비스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키오스크는 기술
기반셀프서비스의 한 유형이다[15].

초기 기술수용모델[2]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과정
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태도와 행동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16]의 연구에서는 기
술수용과정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에만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다른 변수들의 도출을 제한했다
는 점에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기술수용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다
양한 정보기술의 범주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외생 및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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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변수를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신념변수가 추가된 확장
기술수용모델이 제기되었으며 추가된 핵심 신념변수로 
지각된 유희성을 제안하고 있다. 지각된 유희성을 제3의 
신념변수로 추가한 확장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기존 신
념변수인 지각된 사용편리성과 새로운 신념변수인 지각
된 유희성간의 영향관계는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
지는 않다[17, pp. 105]. 즉, 정보기술 수용과정을 설명
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희성이 지각된 사용편리성의 효과
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
용편리성이 지각된 유희성과 인과과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두 변수 간 관계만이 규명
된 이유는 지각된 유용성은 외재적 동기인데 반해 사용
편리성과 유희성은 모두 내재적 동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변수를 수
직적으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기
존에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온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에 지각된 유희성을 추가시켜 세 개의 신념변
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2.2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변수와 만족 그리고 추
    천의도간의 관계

초기 기술수용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실용적인 측
면만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쾌락적 측면에서의 유희
성을 중시하는 연구들이 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그리고 지각된 유희성을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변수로 제안한다.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키오스크 
이용 후 성과 향상에 대한 믿음의 지각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의도를 활
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2].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
간의 조절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18]은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경험이 없는 잠재구매자들보다 구매경험자
들이 이러닝 콘텐츠의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사용의도
를 조절할 수 있는데[19], 스마트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나이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
다[20]. 그러나 사용경험정도와 나이의 조절변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도 역시 지각된 즐거움과 유사하게 지각된 
유용성에 있어서도 조절변수임을 밝혀졌으나 구체적인 
실증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경험정
도와 나이의 차이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각된 사용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은 키오
스크 사용의 수고를 덜 것이라고 믿음을 의미한다. [2]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
한 요인으로서 사용편리성과 유용성을 제시하였으며, 두 
요인간의 관계는 지각된 사용편리성이 유용성 지각에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지각된 사용편리성
과 지각된 유용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 

지각된 유희성이란 키오스크와 같은 기술기반 셀프서
비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21]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지각된 유희성을 추가한 
확장 기술수용모델을 제시하고 싱가포르의 인터넷 사용
자 1,370명을 대상으로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
다. 연구결과 최종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재적 동기인 지각된 유용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지각된 사용편리성과 내재적 동기인 지각된 유희성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으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토
대로 살펴본 신념변수와 사용의도의 형성과정을 통해 세 
가지 신념변수들이 키오스크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과 추
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만족은 [22]의 비교모델이 개발되어 진 후, 고객
이 자신의 소비경험으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실제 지각된 성과를 비교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긍
정적인 불일치하고 이들 간의 차이가 없다면 단순 일치
하게 됨으로써 만족이 늘어나고, 반대로 지각된 성과가 
기대보다 낮다면 부정적인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며 만족
감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23]. 이러한 관점에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리성 그리고 지각된 유희성는 실제 
키오스크를 사용한 결과 지각된 성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 가지 신념변수와 만족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추천의도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고객이 만
족하여 주변에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구매유인활동을 의
미한다[24]. 구전에 의한 추천은 각 개개인의 직·간접적
인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내용의 정보를 소
비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행
위 또는 과정이다. 즉, 키오스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
에서 가진 다양한 경험은 주변사람들과 공식적 또는 비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공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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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키오스크 서비스의 세 가지 신념변
수들이 만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변수들은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2. 지각된 사용편리성은 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3. 지각된 유희성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변수들은 추천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1. 지각된 유용성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2. 지각된 사용편리성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지각된 유희성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 만족과 추천의도의 관계
만족은 재구매, 서비스 유지, 긍정적 구전 등의 충성적 

행동의 선행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25]는 만족은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며, 이 태도는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고, 
[26]은 고객만족과 구매 후 행동이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한편, 고객만족과 
구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27]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구전활동은 비호의적
인 반응을 보인 소비자들의 부정적 구전활동을 압도한다
는 사실을 밝혔다. 즉, 주변인의 추천은 신뢰가 높은 정보
요인이 되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을 한 경우, 주변에 
알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28]. 고객 만족이 구전
의사 및 재방문의사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
한 결과로는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전의사와 재방문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로 키오스크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만족
은 추천의도에 선행변수일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키오스크 서비스의 만족은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3.1 연구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키오
스크 사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온라인설문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항목과 변수측정
에 관한 항목 등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설문이 
시작되기 전에 키오크스의 이미지와 함께 용도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에 키오스크 이용 
경험을 물어 사용해본 적이 있으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
해 설문이 계속 진행하였고, 사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설문중단 화면으로 이동되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총 12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응답을 한 18부를 제외하고 총 142부의 설문
지만이 연구모형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본의 인구 통계
학적 특성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39.5%와 
60.5%, 연령은 20대가 83.1%로 가장 많았고 10대
(13.7%), 30대(3.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리성, 지각된 
유희성과 만족, 추천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목적에 따라서 이용된 분석방법은 응답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측정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
성 분석 및 상관과계분석,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이용된 모든 구성 개념은 제시된 연구에 근

거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각각의 측정항목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Table 1 참고). 연구모형의 독립변
수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리성, 지각된 유희성
으로 구성하고, 종속변수에는 만족과 추천의도가 있다. 
각각의 측정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3.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32]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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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이 계수가 .6 이상이 되면 구성 개념별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결과, 각 요인별 
신뢰도는 .827 - .889로 모두 권장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척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개념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후 
KMO(Kaiser-Meyer-Olkin)의 MSA(Measurement 
Sample Adequacy)값을 구한 결과 .5이상인 .871로 나
타나 높은 개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onstruct Scale Item Reference

Perceived 
usefulness

It is useful to use KIOSK service 
system.

[2], [29]

The quality level of KIOSK service 
system is high.
KIOSK service system provides 
qualitative service.
It is reasonable to use KIOSK 
service system considering my 
time and effort.
KIOSK service system is highly 
valued.

Perceived 
ease of use

It is complicated to use KIOSK 
service system.(R)

[3]
It is a hard work to use KIOSK 
service system.
It takes while to use KIOSK service 
system.
키오스크 서비스는 사용하기 쉽다.

Perceived 
enjoyment

It is fun to use KIOSK service 
system. [5]It is interesting to use KIOSK 
service system.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places with 
professional KIOSK service system.

[30], [31]

I am satisfied with the atmosphere 
of the places with KIOSK service 
system.
I am satisfied with the service of 
the places with KIOSK service 
system.
It is the best choice to choose 
places with KIOSK service system.

Recommenda
tion intention

I will definitely let people know 
about places with KIOSK service 
system.

[25]
I will definitely recommend people 
about places with KIOSK service 
system.
I will share information about 
places with KIOSK service system 
with people. 
I want to share method of use of 
KIOSK service system with people.

Table 1. Variables 

3.4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

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값을 갖지 않고 모두 (+)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들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에서 상관
관계가 .5 이상인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 그리고 지각된 
사용편리성과 만족 간에 상당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대
부분의 구성요소들이 유의 수준 p<.01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h
’s 1 2 3 4 5

Perceived 
usefulness

X1 .773 .228 .096 .219 .178

3.464 0.884
X2 .772 .036 .186 .202 .084
X3 .749 .133 .179 .329 .200
X4 .644 .398 -.010 .147 .293
X5 .620 .292 .382 .301 .200

Perceived 
ease of 

use

X6 .125 .834 .039 .241 .004
2.894 0.827X7 .195 .746 .180 .280 -.032

X8 .451 .728 .067 .081 -.036
X9 .028 .668 .278 .171 .301

Perceived 
enjoyment

X10 .235 .185 .854 .117 .231 1.941 0.876X11 .172 .167 .828 .125 .290

Satisfactio
n

Y1 .269 .168 .137 .853 .059
2.731 0.88Y2 .220 .341 -.002 .800 .154

Y3 .458 .310 .105 .618 .152
Y4 .277 .192 .241 .618 .336

Recomme
ndation 
intention

Y5 .156 .073 .166 .091 .863
3.280 0.889Y6 -.006 .073 .105 .053 .823

Y7 .253 -.021 .135 .100 .803
Y8 .269 .047 .206 .258 .784

 Kaiser-Meyer-Olkin: .871
Bartlett’ Test of Sphericity: χ²=1603.389, p=.000

Table 2. Results of the Conceptual Reliability and 
Intent Validity Test for Independent Variables

3.5 가설의 검증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변수가 만족과 추천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1과 같다.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리성과 지각된 유희성과 만족 간의 
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인 수정된 R²은 .5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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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Correlation of constructs
1 2 3 4 5

Perceived 
usefulness 1 　 　 　 　
Perceived 

ease of use .566** 1 　 　 　
Perceived 
enjoyment .511** .420** 1 　 　
Satisfaction .696** .591** .433** 1 　
Recommenda
tion intention .469** .244** .498** .424** 1
*p<.05, **p<.01

Table 3. The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이는 키오스크 이용자의 만족에 대해 키오스크 신념변
수가 갖는 설명력이 54.3%임을 의미하며, F=47.450, 
p=.000으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므로 키오스
크의 이용자 만족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
리성, 지각된 유희성의 세 가지 신념변수의 설명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키오스크 신념변수에 
대한 하위구성개념별로 살펴보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512(t=6.370, 
p=.000), .279(t=3.659, p=.000)으로 유의수준 1% 이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이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H1-1과 H1-2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지각된 유
희성의 표준화계수는 .051(t=.697, p=.487)로 나타나 
H1-3은 기각되었다.

D.V. I.V. B   S.E β t p

Satisfaction

Constant .486 .254 　 1.911 .058
H1-1. Perceived 

usefulness .544 .085 .512 6.370 .000
H1-2. Perceived 

ease of use .278 .076 .279 3.659 .000
H1-3. Perceived 

enjoyment .036 .052 .051 .697 .487
R²=.737, Adjusted R²=.543, F=47.450, p=.000

Table 4-1. The result of hypothesis1

키오스크서비스의 세 가지 신념변수가 추천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2와 같다. 수정된 
R²은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R² 값인 .331은 종속
변수인 추천의도의 변동을 33.1%만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유의확률이 .000(F=47.450) 유의수
준 1% 이내에서 유의하므로 키오스크의 추천의도에 대

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리성, 지각된 유희성의 
세 가지 신념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키오스크 신념변수에 대한 하위구성개념
별로 살펴보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이 추천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348(t=3.531, p=.01), .355(t=3.959, 
p=.000)으로 유의수준 5%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이 추천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2-1과 H2-3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편리성의 표준화계수는 -.106(t=-1.135, 
p=.259)로 나타나 H2-2는 기각되었다. 지각된 사용편리성
과 추천의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두 변수 간의 부(-)적 인과관계는 흥미로운 결과를 유추
하게 한다. 왜냐하면 키오크스의 지각된 사용편리성이 높을
수록 추천의도가 낮아지고, 지각된 사용편리성이 낮을수록 
추천의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D.V. I.V. B   S.E β t p

Recomme
ndation

 intention

Constant .790 .375 　 2.107 .03 7
H2-1. Perceived 

usefulness .445 .126 .348 3.531 .001
H2-2. Perceived 

ease of use -.127 .112 -.106 -1.135 .259
H2-3. Perceived 

enjoyment .302 .076 .355 3.959 .000
R²=.558, Adjusted R²=.331, F=18.061, p=.000

Table 4-2. The result of hypothesis2

본 연구에서 설정한 H 3인 키오스크 서비스의 만족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4-3과 같이 나타났다. 키오스크 서비
스의 만족과 추천의도 간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수정된 
R²의 결정계수는 .176이다. 이는 추천의도에 대한 만족의 변
수가 갖는 설명력이 17.6%임을 의미하며, F=14.039, p<.000
으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므로 키오스크 서비스의 
추천의도에 대한 이용자 만족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족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19(t=5.101, p=.000)로 유의수
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H 3은 채택되었다.

D.V. I.V. B   S.E β t p
Recommenda
tion intention

Constant 1.115 .347 　 3.217 .002
H3. Satisfaction .504 .099 .419 5.101 .000

R²=.416, Adjusted R²=.176, F=14.039, p=.000

Table 4-3. The result of hypothesis3



키오스크 서비스의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변수에 관한 실증적 분석 119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H1-3과 H2-2가 기

각되어 H 1과 H 2는 부분채택 되었고, H 3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건비상승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

서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기술기발셀프서비스 시스템으
로의 인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
가된 키오스크 서비스가 이용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
용 및 지속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개발된 초기 기술수용
모델[2]을 토대로 태도 및 행동의도를 결정짓는 키오스크 
서비스의 신념변수로 지각된 유희성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에 추가하여 세 가지 신념변수가 키오
스크 이용의 만족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인과적 연구모형
으로 도출하고 변수 간 영향관계에 대한 3개의 연구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통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오스크 이용자의 개인적 신념변수 중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유희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에 미치는 신
념변수의 영향력은 지각된 유용성(.512), 지각된 사용편
리성(.279)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대부
분의 업체 및 매장에 배치된 키오스크는 주문과 결제에 
관련된 실용적 정보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카오스크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서 키오
스크 체험의 흥미로움과 재미가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각된 사용편리성을 제외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은 키오스크서비스의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서비스의 추천
의도에 미치는 신념변수의 영향력은 지각된 유희성
(.355), 지각된 유용성(.348)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지
각된 사용편리성과 추천의도 간의 관계에서 부(-)의 인과
성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존의 키오스크 시스템이 실용
적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용자가 새로운 
주문 및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재미와 
흥미를 느꼈다면 지속적 사용의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
람들과 키오크스의 용도와 이용방법을 공유하려는 의도
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주문 및 결제시스템에 게임과 오락적 요소를 추가하여 
쾌락적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다면 키오스크 관련 TAM 
연구에서 지각된 유희성에 대한 이론적 지지기반을 공고
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지각된 사용편리성
이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 간의 부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난 것은 매우 흥
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키오스크의 지각된 사용
편리성이 높으면 추천의도가 낮아지는 반면 지각된 사용
편리성을 낮게 지각한 이용자는 강한 추천의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키오스크의 세 가지 신념변수와 만족 그
리고 추천의도 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학
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문적인 측면에
서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 및 채택을 설명
하기 위한 [2]의 기술수용모델을 토대로 지각된 유희성을 
새로운 신념변수로 추가시켜 수직적으로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을 통해 키오스크 서비스에 대한 전만적인 이용자
반응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기술수용모델에서 사
용의도를 키오스크 이용자의 만족과 추천의도로 대체하
였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에 대한 만족이 
추천의도를 형성시켰고, 지각된 유희성과 추천의도 간의 
유의한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지각된 유희성이 키오
스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자반응을 설명해주는 
주요한 변수임을 규명하였다.

한편, 실무적 관점에서는 첫째, 키오스크 서비스이 이
용자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신념변수인 유용성, 사용
편리성 및 유희성 수준을 제고하고, 업계로의 적용 노력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각된 유희성’변수가 키오스크 추천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키오
스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이용
자의 유희성 지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
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응
답자만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키오
스크 노출이 빈번한 패스트푸드점, 일반식당과 대학 내 
구내식당 등에서의 경험여부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비
교적 젊은 연령대의 응답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키오스크 설치 장소 및 업종을 고
려하여 폭넓은 연령을 포함하여 상세한 인구통계학적 변
수를 추가함으로써 잠재적 외생변수의 효과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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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둘째, 키오스크를 포함한 기술기반셀프서비스에 
대한 과거 사용경험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
에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지정된 기간에 일정 횟수 이상의 키오스크 사
용경험자만을 한정함으로써 키오스크 신념변수와 이용자
반응 간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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