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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유통시장의 고도화와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모바일 중심의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을 통한 식품구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의 44.6%가 온라인 식품 구매 경험

이 있으며, 온라인 구매자의 73.5%가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농촌경제연

구원, 2019), 2014∼2018 온라인 식품시장 규

모는 연평균성장률 35.5%를 기록하고 있어 다

른 산업분야 비 빠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다

(통계청, 2020). 2019년 전체 인터넷쇼핑 채널

을 통한 식품시장 거래액은 약 16.8조 원인데, 

이 중 온라인은 5.2조 원 규모인 반면, 모바일은 

11.6조 원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모바일을 포함

한 인터넷 식품 거래규모는 2018년 123조 원을 

기록하며 점차 더욱 확 될 것으로 보인다

(Statista, 2019). 

그런데, 국내외의 식품구매 관련 선행연구는 

부분 기존의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해외에서는 기술수용이론을 기반으로(Davis 

et al., 1989) 구매영향요인을 분석해서 가격, 편

리함, 익숙함과(Hubert et al., 2017; Hand et al., 

2009), 안전, 지각된 신뢰가(Radka and Martinl. 

2018)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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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쇼핑가치로서 서비스와 상품의 품질, 상호

작용성, 서비스 환경의 품질이 중요함을 확인하

였다(김혜진 등, 2018).  

이렇듯 국내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비 온

라인에서 식품구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집

중되는 반면, 실제 최근의 많은 소비자들이 보

여주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식품구매의 지속적

인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개발로 유통사 및 제조사별로 제

공하는 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 모바일 식품구

매 고객들의 구매경험이 고도화되고 있어 새로

운 관점이 요구된다. 이미 아마존은 2017년 8월 

미국 내 460개의 매장을 보유한 세계 최  유기

농 식품 유통체인 홀푸드(Wholefood)를 인수하

여 Amazon Go, Amazon Fresh, Amazon Prime 

서비스를 안착시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모바

일 간편결제와 회원제 정기배송으로 무장한 홈

플러스 당일배송, 마켓컬리 샛별배송 서비스가 

시장점유율을 확 하고 있는 부분과도 맥을 같

이 한다(농촌경제연구원, 2019).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계절별 제철식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들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소포장과 소용량

의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8). 또한 다양한 식품군

을 구비하여 모바일 친화적인 방식으로 진열하

고, 장바구니에 쉽게 담아 쿠폰 및 포인트로 할

인된 금액을 등록된 간편결제 수단으로 구매하

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은 식품유통사의 핵심경

쟁력으로 떠올랐다(오픈서베이, 2019). 최근에

는 이를 더 발전시켜 프리미엄 서비스의 형태

로 식품당일 배송을 위해 유료회원제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의 기

를 충족시켜 더욱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만족을 극 화하여 지속

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수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

한 실증적인 시장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개념화

하고, 소비자들의 행동유형과 비교 검증하여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지속사용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쇼핑의 특성 관련 연구 

모바일 쇼핑에 한 연구는 초기에 온라인과

의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점차 서비스와 기능이 발전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탐구하는 경

향이 두드러진다. 모바일 쇼핑은 우리 신체의 

손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직접 접촉하므로, 밀

착된 이용행동이 상품정보를 더 가깝게 느끼고 

친숙하게 구매하도록 만든다(Siau et al., 2011). 

또한 상 적으로 고정된 큰 모니터를 통한 세

부적인 가격 및 상품정보를 비교하고 탐색하는 

과정과 다르게, 이동형의 작은 스크린을 통해 

더 빠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은 소비자들에게 더 익숙한 쇼핑환경을 제

공한다는 특징도 밝혀졌다(Holmes et al., 2013). 

이러한 변화는 모바일상거래(Mobile 

Commerce)의 발전과 닿아있으며, 보편적인 온

라인(Web)과 모바일(App)의 차이가 소비자들

의 구매여정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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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쇼핑에 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

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기술적인 특성과 소비자

행동 기반의 심리적인 특성을 융합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기반으

로 서비스와 콘텐츠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여러 주체에 따라 생태계가 확

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공통

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바일쇼핑의 독특한 특

성을 정리해보자면, 편재성, 개인화, 즉시접속

성을 들 수 있다(권오영 등, 2019; Wang et al., 

2015). 먼저 편재성(Ubiquity)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모바일 사용자들

이 편리하다고 느끼게 되는 주요한 속성으로 

검증되었고, 더 자주 사용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볼 수 있다.

개인화(Personalization)는 사용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더 

쉽고 친숙하게 인지하고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즉시접속성(Instant Connectivity)은 빠르게 연

결되어 거래 및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용하는 

특징을 말하는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직관적

인 구매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피드백

으로 상호작용성을 높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모

바일 구매를 특징짓는 요소들은 사용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밀착되고 친숙하게 만들어, 지속적

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연속

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점

을 만드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발

전하고 있는 현상도 같은 연장선에서 볼 수 있

다(정성용, 김진수, 2018).

2.2 온라인 및 모바일 식품구매 관련 연구 

전통적으로 식품은 다른 상품군에 비해 소비

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먹거리로서 매일 섭취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

라는 측면(이계임 등, 2016)과 입맛이라는 취향

이 형성되기 쉬운 점에 기반한다(김혜진 등, 

2018). 자주 찾고 익숙해짐에 따라 충성도가 형

성되는 식품은 다른 범주의 상품들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모바일 서비스와 유사한 속성을 보

인다. 즉, 생활밀착형 이용기기에 일단 설치하

여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앱) 경험이 편리하고 

만족스러우면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Hubert et al., 201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지속사용

과 관련된 영향 요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품구매 관련 

선행연구는 부분 ‘모바일’ 보다는 ‘온라인’ 

구매경로와 영향요소에 중점을 두었다(김효정, 

김미라, 2019; 이충수, 2018; 이계임 등, 2016). 

공통적으로 ‘유용성’과 ‘만족’이 온라인 식품구

매 서비스 사용에 있어 중요한 인지적 요소라

는 점에는 동의하였는데, 최근의 사용자환경이 

급변하는 시 에 모바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재구매 및 추

천의도’를 충성도라는 상위개념으로 구성하여 

고객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검증한 

연구가 있다(김혜진 등, 2018). 그러나 식품구

매품질의 속성에 해 분석된 한계가 있어, 

최근 모바일 소비자들의 ‘지각된 유용성’과 ‘만

족’ 간의 구조적 관계가 지속사용의도로 이어

지는 통합적인 연구모형의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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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넓은 모니터 화면으로 좀 더 

많은 수의 식품 관련 정보와 서비스 디자인 요

소들을 통해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이 ‘사용자만족’에 영향을 준다(김담희, 김재현, 

2017; Hand et al., 2009). 그러나 모바일 환경

에서는 상 적으로 작은 손바닥 정도 크기의 

기기를 통해 개인별 사용환경에 따라 모바일 

앱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선행변수들의 영향력

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편재성, 개인화, 즉시접속성 같은 특성

들을 갖는 모바일 서비스의 맥락에서는 ‘사용

자만족’ 요소들이 지속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정성용, 김진수, 2018). 

실제 모바일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급

격히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지속사용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

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듯 과거 경험을 바탕

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기 와 충족은 사용자와 

서비스/상품제공자 간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

지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식품구매 관련 연구

를 바탕으로 모바일쇼핑에 해 적용할 수 있

는 연구모형을 활용하였다.

2.3 후기수용모형(PAM) 적용 연구 

해외 학계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에 한 접근이 

있어왔는데, 다수의 연구자들이 온라인 식품구

매 연구에도 적용하였다. 기술수용모형은 기술

수용과 채택에 있어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

용성, 태도, 수용의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Venkatesh et al., 2003). 

2000년  초반 온라인 식품구매 서비스가 보

편화되기 이전에 온라인 식품구매 행동을 설명

하기 위해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

되었고(Kurnia and Chein, 2003), 그 이후 ‘지각

된 위험’이라는 새로운 변인이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밝히거나(Mortimer et al., 2016), 쇼핑성

향과 온라인 경험 변수가 추가된 모형을 검증

하였다(Loketkrawee and Bhatiasevi, 2018). 또

한 온라인 식품구매에 있어 ‘사용자만족’이라

는 인지적 태도의 형성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

진다고 밝힌 연구(Radka et al., 2018; Seitz et 

al., 2017)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를 지속 사용하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설

명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는 기술수용

모형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후기수용모형이 

두한 현상을 닮아있다. 즉, 기술수용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초기 수용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의 

다각적인 사용의도, 태도의 변화, 지속채택행동 

등을 설명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Bhattacherjee, 2001). 이에 수용 제품이나 서

비스의 특성과 지속사용요인 등을 고려한 추가

적인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se and Wilton, 1988).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서

비스마케팅 분야의 기 일치이론과 정보시스

템 분야의 기술수용모형에 이론적 토 를 두고, 

정보기술 이용자의 수용 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으로 후기수용모형(PAM: Post 

Acceptance Model)이 등장했다(김이환 등, 

2012).

지속사용의도 검증 모형을 모바일금융 및 미

디어 분야(유튜브),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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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검증한 선행연구는 있지만(권오영 등, 

2019; 김인찬, 백승령, 2019; Qu Min, 김은희, 

2019), 식품분야에 적용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웠다. 소비자의 84% 이상은 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 식품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농촌경제연구원, 2019), 지속구매 의도에 초점

을 둔 연구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지속사용을 설명하

기 위해 PAM을 적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지속사용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후기수용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후기수용모

형은 기 일치(Expectation Confirmation), 지

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사용자만

족(User Satisfaction), 지속사용의도

(Continuance Intention to Use)의 4가지 개념 

간 상호영향관계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에 적용하였다. 각 개념에 한 

조작적 정의는 <표 1>에 정리하였고, 연구모형

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먼저 사용자의 동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기

이론에 따르면, 무엇을 얼마나 원하고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지에 의해 기 수준이 결정된다

(Oliver, 1980). 나아가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 

전후의 기 일치의 정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Bhattacherjee, 2001). 즉, 사

변수명 조작 정의 선행연구

기 일치

(EC: Expectation Confirmation)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정보, 상품, 거래에 한 기 가 충족되는 정도

Oliver(1980)

Bhattacherjee(2001)

지각된 유용성

(PU: Perceived Usefulness)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식품 소비

의 목적 달성에 유용하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

Davis et al.(1989)

Kurnia and Chein(2003)

Venkatesh et al.(2003)
사용자 만족

(US: User Satisfaction)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해 주관적

으로 느끼는 만족과 편리함의 정도

Oliver(1980)

Bhattacherjee(2001)
지속 사용의도

(CU: Continuance 

Intension to Use)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를 향후에도 계속 이용하려는 

의지나 계획의 정도

Bhattacherjee(2001) 

Venkatesh et al.(2003)

Mortimer et al.(2016)

<표 1>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그림 1> 모바일 식품구매(MGS)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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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인지적인 선택과 노력이 유용함과 같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에 초

점을 맞춰, 이를 이용하기 전에 형성된 기 와 

사후에 인지된 성과를 비교하여 일치되는 정도

를 ‘기 일치’로 정의했다(Oliver, 1980). ‘지각

된 유용성’은 해당 서비스 사용 시 사용자의 목

적에 유용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

를 내렸다(Davis et al., 1989). 온라인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용자의 기 일치

는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

수의 검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권오영 등, 2019; 

김이환 등, 2012). 이에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서

도 이를 규명하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했다.

H1a: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기 일치

(EC)는 지각된 유용성(PU)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사용자만족은 체로 성능 및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DeLone and 

McLean, 2003). 점점 고도화되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한 기 와 만족은 사용자들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

다(Seitz et al., 2017).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 

관련 기 일치가 사용자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에 한 기 일치와 

사용자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 

H1b를 도출하였다. 

H1b: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기 일치

(EC)는 사용자만족(US)에 정(+)의 영

향을 줄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기술수용 시 사용자의 목적

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 유용함을 지각하는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

은 사용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을 지각하면 지속적으

로 사용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enkatesh et al., 2003; Bhattacherjee, 2001). 

식품구매 선행연구에서도 ‘유용성’과 ‘만족’이 

서비스사용 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라는 점

에 동의하였는데, 최근의 사용자환경인 모바일

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김효정, 김미라, 2019; 이충수, 2018). 다시 말

하자면, 온라인 식품구매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

이 모바일 식품소비자들의 구매여정에서도 중

요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개의 가

설을 각각 설정하였다.

H2a: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

성(PU)은 사용자만족(US)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b: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

성(PU)은 지속사용의도(CU)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

본래 지속사용의도는 이용단계를 거친 이후

에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행동이다(Bhattacherjee, 2001). 보건의료나 결

제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고객들의 서비스

사용에 한 궁극적인 성공은 단순 수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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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속사용여부에 달려있다(정성용, 김진수, 

2018). 본 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의 이용경험과 

상호작용이 높은 모바일 식품구매 상의 만족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관계에 해 후기수용모형

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사용자만족

(US)은 지속사용의도(CU)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2 연구방법 

설문조사에 포함된 모든 설문문항은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각 설문 항목에 해 응

답자의 동의 수준을 ‘적극 부정’ 부터 ‘적극 긍

정’ 까지 7점 기준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

다.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에 있어 기 일치

(EC)는 기 일치이론을 제창한 연구(Oliver, 

1980)에서 제시된 2개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지각된 유용성(PU)은 기술수

용이론을 제창한 연구(Davis et al., 1989)에서 

개발된  4개 항목을 모바일구매 환경에 적용하

여 검증한 연구(Holmes et al., 2013)에서 차용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자만족(US), 지속

사용의도(CU)는 후기수용모형 (Bhattacherjee, 

2001)에서 제시한 척도를 검토하여 각각 3개의 

항목을 채택하였다 (<표 2> 참조).

각 구성개념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30명을 상으로 예비검사를 먼저 실시하였고, 

이를 토 로 척도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질문항

목을 구체화하였다. 

설문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 모바일 

연구변수 설문문항 선행연구

기 일치

(Expectation 

Confirmation)

EC1.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앱)을 이용하며 기 했던 부분이 부분 

충족되었다. Oliver(1980)

Bhattacherjee(2001)EC2.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경험이 나의 기 와 일치

한다. 

지각된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PU1.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사용하면 쇼핑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Davis et al.(1989)

Kurnia et al.(2003)

Venkatesh et al.(2003)

Holmes et al.(2013)

PU2.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사용하면 쇼핑을 더 잘할 수 있다.

PU3.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사용하면 더 나은 구매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PU4.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는 일상에 도움이 된다. 

사용자만족

(User 

Satisfaction)

US1.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만족스럽다. 
Oliver(1980)

Bhattacherjee(2001)
US2.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다. 

US3. 나는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사용의도

(Continuance 

Intension to Use)

CU1. 나는 계속해서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 
Bhattacherjee(2001) 

Venkatesh et al.(2003)

Mortimer et al.(2016)

CU2. 일상에서 종종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CU3. 나는 모바일 식품 구매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표 2> 연구변수별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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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통해 식품구매를 해 본 소비자를 

상으로 2019년 2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2주간 

진행하였다.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응답가

능 전체 패널 중 약 1,500명에게 모바일 설문이 

발송되고 총 336개의 설문결과가 수집되어 약 

22%의 응답률을 보였다.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응답을 제거한 후 312개의 유효한 설문(92%)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2단계 접근법이 활

용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측정 척도의 유

효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FA)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CFA)과 구조방정식(SEM)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평가하였다.

Ⅳ. 연구결과

설문은 12개의 측정 문항 외에도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인 특성 파악을 위해 모바일 식품구

매 경험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등 

6가지 항목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여성 응답자

가 55%를 차지했으며, 연령 는 30 가 41%, 

40 가 29% 이고, 평균연령은 39.9세였다. 학

력은 졸이 252명으로 81% 이상 다수를 차

지했고, 직업상으로는 사무직이 53%로 가장 많

았다. 스마트폰 종류는 안드로이드OS를 기반

으로 하는 삼성 계열이 50%, 아이폰이 28%로 

뒤를 이었다.

4.1 타당성 및 신뢰성 확인

먼저 SPSS 22.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잠재변수 4개의 단일차원

성이 확인되었으며, 측정항목이 속하는 잠재변

수로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의 값을 가

지고 있다. 각 잠재 변수별 측정항목들의 신뢰

성를 나타내는 Cronbach’s 𝛼값도 모두 0.7 이

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요인 항목 요인 재량
Cronbach’s

𝛼

Expectation

Confirmation(EC) 

EC1 .756
0.825

EC2 .876

Perceived 

Usefulness 

(PU)

PU1 .720

0.736
PU2 .714

PU3 .705

PU4 .754

User 

Satisfaction 

(US)

US1 .816

0.921US2 .689

US3 .739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CU)

CU1 .920

0.932CU2 .785

CU3 .901

KMO(Kaiser-Meyer-Olkin) .70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d 3694.429

df 311.000

Significance 0.001

<표 3> 탐색  요인분석 결과

Latent 
Variable Mean S.D EC PU US CU

EC 4.96 1.19 0.893

PU 5.38 1.15 0.43*
(0.18) 0.792

US 5.33 0.98 0.42*
(0.18)

0.46*
(0.21) 0.840

CU 5.61 1.16 0.45*
(0.20)

0.41**
(0.17)

0.47**
(0.22) 0.912

CR 0.871 0.882 0.960 0.963

<표 4> 확인  요인분석 결과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 : 두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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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 22.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𝜒²/df= 

2.775, NFI=.918, RFI=.879, TLI=.919, CFI= 

.945, RMR=.057, SRMR=.031, RMSEA=.053

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AVE) 값도 기준

치인 0.5 이상 이어서 모든 잠재변수에 한 측

정항목들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 값과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제곱을 비교하여 평균분산추출 값이 

모두 상관계수 제곱보다 큰 지 검사하였다. 

<표 4>와 같이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의 크기는 .170∼.220로 평균분산추출(AVE) 

값의 범위인 .792∼.91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

나, 변수는 모두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4.2 모바일 식품구매 연구가설 검증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모형

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𝜒²/df=2.821, NFI= 

.910, RFI=.874, TLI=.914, CFI=.939, RMR= 

.059, SRMR=.033, RMSEA=.055로 나타나 수

용가능 하다. 구조모형의 각 가설을 검증한 결

과, <그림 2>와 같이 가설 H2b(지각된 유용성 

→ 지속사용의도)만 기각되었고. 나머지 기

일치(EC)와 지각된 유용성(PU), 사용자만족

(US), 지속사용의도(CU) 변수 간의 표준화 경

로계수(Path Coefficient)는 0.139～0.802 수준

으로 H1a, H1b, H2a, H3 가설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기 일치는 지

각된 유용성과 사용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데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0.526, 0.802 

이었다. 지각된 유용성의 사용자만족에 한 영

향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139로 나타나, 기

일치가 지각된 유용성에 비해 사용자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자만족의 지속

사용의도에 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0.824로 

나타났다.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

(PU)은 지속사용의도(CU)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 H2b가 기각된 부분에 관

해서는 사용자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영향인

데, 사용자만족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534, p<.05). 다수의 연구에 따

르면 모바일 분야에 후기수용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만족을 매개하여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권오영 등, 2019; 김담희, 김재현, 2017). 

서비스나 제품이 성능이 우수하고 생산성 향상

에 도움이 된다고 사용자가 지각하더라도, 사용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려는 의

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재구매 행동으로까

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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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품구매의 경우, 단순히 유용하다는 

지각만으로 바로 지속구매의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정된 모바일 공간을 통해 직

관적으로 식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결

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성비가 좋다든지, 판촉 

행사로 도움이 된다는 경험은 일시적인 이용에

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몸을 위해 섭취하는 먹

거리의 경우 소비자밀착형인 모바일쇼핑을 통

해 만족감을 경험해야 심리적인 유 관계가 잘 

형성되고, 이것이 행동의도를 형성하여 자연스

럽게 장기적인 구매흐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4.3 실제 고객행동 추가 분석 

실제 식품구매 경험자들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수행된 부분의 모바일 쇼핑관련 연구는 소비

자 상 설문조사를 토 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구매행동 자체를 분석하

여, 설문조사 결과와 연결하여 추가 근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 오픈마켓의 

식품 범주 상위 5개 판매업체의 협조를 얻어, 

2019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구매자 자료를 

취합하였다.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식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2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오

픈 마켓을 방문하여 취한 행동자료를 수집하였

다. 모바일과 온라인 채널 복수구매 시 최초 구

매경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채널 중복률 8%, 

경로추적 불가능한 비회원 주문 1%, 취소/반품 

고객 3%를 제외한 총 8,200명의 구매, 재구매, 

쿠폰다운로드 등의 이력을 확인하였다. 

실제 식품 구매자들의 행동자료를 분석 요약

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총 8,200명의 구매자 

중 모바일 고객은 5,860명(71%), 온라인 고객

은 2,340명(29%)이었다. 이 중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재방문한 비율은 각각 모바일 85%와 

온라인 78%였고, 이들의 지속사용의도를 반영

하는 3가지 행동지표로 장바구니 담기, 쿠폰 다

운로드, 즐겨찾기를 추적했다. 

3가지 행동지표는 중복행동이 있을 수 있어 

최초 행동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모바일로 장바

구니 담기, 쿠폰 다운로드, 즐겨찾기 행동을 한 

고객은 총 790명으로 재방문 비 약 16%였고, 

온라인은 1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t=2.107, p<.01). 또한 실제 재구매 고객 중 모

바일 고객은 664명(84%)으로 온라인 고객 208

명(74%)보다 10%p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t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t=1.244, p<.05).

Mobile Online Gap

식품구매

(2019.2.1.~2.10) 
5,860 2,340

식품 재방문

(2019.2.11.~2.20)
4,981 85% 1,825 78% 7%p

장바구니 추가 197

16%

90

15% 1%p쿠폰 다운로드 384 114

즐겨찾기에 추가 209 76

재구매 664 84% 208 74% 10%p

<표 5> 실제 고객 행동 요약

온라인 식품구매 연구에서도 지속사용의도

가 중요함은 물론 모바일 식품구매 연구모형에

서 지속사용의도가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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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최초 구매 후 재방문

하여 장바구니 담기, 쿠폰 다운로드, 즐겨찾기 

추가하는 행동은 간접적으로 사용자만족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오픈서베이, 2019;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8), 설문결과에서 

보여준 사용자만족의 완전매개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실증근거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식

품구매에 초점을 맞추고 식품구매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MGS)의 지

속적인 이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후기수용

모형(PAM)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

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

형을 수립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기 일

치(EC)가 지각된 유용성(PU)보다 사용자만족

(US)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기 일치와 지각

된 유용성 모두 사용자만족을 매개로 지속사용

의도(CU)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부분의 기존 식품구매 

관련된 연구에서는 부분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를 상으로 하거나 초기 수용을 나타내

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

려고 했지만, 본 연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식품구매에 중점을 두어 ‘모바일 식품

구매 서비스(MGS)’의 지속사용의도와 관련된 

구조에 한 설명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다른 상품군들에 비해 식품은 소비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필수품이자 비교

적 짧은 주기로 반복 구매를 하며, 선호하는 식

품에 한 충성도가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보다 생활밀착형인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지속 

사용에 초점을 둔 연구라는 점이다. 즉, 다른 소

비재들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소비를 하는 

식품은 상 적으로 구매빈도가 높고, 반복적으

로 지속구매가 필요한 내적 특성을 반영한 연

구모형으로 후기수용모형의 설명력을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초기단계 

설명에 적합한 기술수용모형이 적용된 수많은 

연구들에서 지각된 유용성(PU)이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밝힌 

것과는 달리,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MGS)에

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CU)에 직

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자 만족

(US)’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점에 학술적 의

의가 있다. 또한, 기 일치(EC)와 지각된 유용

성이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

일치’가 ‘지각된 유용성’ 보다 상 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도 발견하였다. 즉, 기술수

용모형에서 핵심 개념이었던 ‘지각된 유용성’

이 후기수용모형에서는 상 적으로 그 중요성

이 낮아졌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식품구매 경험

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골고루 반영된 

무작위 표집표본을 상으로 수집된 설문자료

와 국내 오픈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의 실제 행동자료에 근거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였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설문자료나 

행동자료 중에서 한 가지 자료에 근거해 연구

를 진행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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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소비자들의 모바일 식품 ‘재구매의도

를 보여주는 행동’에 관해 실증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를 제공

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식품구

매 경험이 있는 기존 고객을 반복적으로 구매

하게 유도하려면 구매 경험으로부터 얻는 ‘사

용자 만족(US)’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것이다. 모바일 식품 판매를 시작하려는 신

규 진입 업체는 당사로부터 직접 구매경험이 

없는 잠재 고객을 상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

해야 하므로 ‘지각된 유용성(PU)’을 높임으로

써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이미 모바일 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신

규 고객의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기존 고객

의 유지율을 높이려면 구매 경험에 한 ‘사용

자 만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

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식품의 기본 품질을 

확보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플랫폼 사업체는 모바일 서비

스기획자, 판촉 마케터, 나아가 프로그램 설계

자 등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 실무진들은 ‘기

일치(EC)’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즉,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생산일자, 원산지, 생산자, 유통기한, 품

질유지기한, 식품의 상태, 판매자 등에 관한 정

보를 구체적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모바일 기기

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과도

한 기 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구매

자들의 일반 구매후기, 사진 첨부 상품평, 평점 

등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바

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해 적절한 

수준의 기 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쿠폰 할인, 제철에 맞는 새로운 

추천상품 등의 서비스요소를 발전시킴으로써 

품질에 한 기 일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편리성 인식 등은 궁극적으로 ‘사용자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인 기여와 실무적인 함의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

저 한국의 모바일식품구매 경험자를 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서 후기수용모형(PAM)의 공

간적, 종단적 확장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즉, 식품구매습관, 건강에 한 인식, 가족

구성형태, 생활양식 등이 다른 지리문화적 배경

과 소비환경에 놓인 사용자들에게 적용하기 위

한 면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식품형태

별 특성을 감안한 연구모형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냉장과 냉동형 가공식품, 신선식품,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음료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행동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모바일 식품구매 서비스(MGS)

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관점을 넓혀 소비자

들의 축적된 경험이 가져오는 인식과 태도 변

화들이 각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층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식품구매 서

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원재료 주문부터, 간편식 

조리용 배송, 조리된 음식 배달 등 서비스가 다

양해지고 있으며 기존 모바일 서비스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 모바일 

식품구매 모형에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조

화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식품구매의 소비자행

동 분야에 한 이해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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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Mobile Grocery Shopping

Lee, Hanjin․Park, Young Geun․Min, Daihwan

Purpose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recent expanding trend in Mobile Grocery Shopping(MGS). 

More specifically, the authors have applied the Post Acceptance Model(PAM) in order to examine 

the conceptual structure among the four constructs of ‘Expectation Confirmation’, ‘Perceived 

Usefulness’, ‘User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in Mobile Grocery Shopping.

Design/methodology/approach

Through a survey agency,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312 consumers who had the 

previous experience in Mobile Grocery Shopp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survey data using AMOS 22.0. Subsequently, 8,200 real customer data 

from an open market site were collected in order to find out their revisit and repurchase behavior. 

Findings

This study supported the causal relationships of Expectation Confirmation → Perceived 

Usefulness, Expectation Confirmation → User Satisfaction, Perceived Usefulness → User 

Satisfaction, and User Satisfaction →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but did not support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on the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Mobile Grocery Shopping. This 

implies that consumers with any experience in Mobile Grocery Shopping would not consider 

repurchase, unless they are satisfied with the experience even though they perceive its usefulness. 

Also, Expectation Confirmation has much larger effect on User Satisfaction than Perceived 

Usefulness. In addition, the real customer data showed that the revisit and the repurchase rate of 

mobile grocery shopp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online grocery shoppers, although the rates of 

adding to shopping carts, coupon downloads, and adding to favorites are similar. 

Keyword: Mobile Grocery Shopping(MGS), Post-Acceptance Model(PAM), User Satisfaction,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Perceived Usefulness, Repurchas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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