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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인터랙티  마  커뮤니 이션 도구로써 소비자들의 QR코드 수용과정을 탐색하려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하여 2011년 5월 9일부터 동년 동월 13일까지 5일간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최종 으로 181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주

 규범, 유용성 지각, 용이성 지각, 사용태도, 이용 의도 간의 계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

는 것이다. 연구결과 QR코드 사용에 한 주  규범은 유용성 지각을 경유하여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

기도 하고, 혹은 직 으로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용성 지각이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는 이용경험의 조 효과를 살펴보는 것

이다. 분석 결과 주  규범과 유용성 지각 간 계는 QR코드 이용경험 유무집단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두 집단 모두 유의한 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규범과 이용의도 간 계는 QR코

드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만 유의한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QR코드에 한 수용

자들의 이용을 유도하기 해서는 QR코드 이용에 한 주 의 압력인 주  규범을 높게 인식시키고 QR

코드 이용기회를 마련하기 한 체험마 을 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QR코드∣TA M∣인터랙티브∣주관적 규범∣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users' acceptance process with the QR code as an  interactive marketing 
communications tool. We collected total 200 survey data and 181 questionnaires among them 
were used for the analysis during for five days, from 9 to 13 in May 2011. The first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norm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ttitudes, and intention to use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 of the first research showed that subjective norms about the use of QR code 
affect intention to use via perceived usefulness, and also directly influence on it. The perceived 
usefulness has the biggest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The research question 2 was to look 
at the condition effect with the presence of experience. As the analysis result of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usefulness are not 
different whether or not groups experience QR code, and both groups appeared to have had 
significant impact.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intention to use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pulation that has the experience with the QR code. In 
order to encourage use of the QR code, therefore, we will need to highly impress on users 
subjective norms which are ambient pressure on the use of QR code and positively offer 
marketing strategy which gives users the opportunities to get experience with the QR code.  

■ keyword :∣QR Code∣TAM∣Interactive∣Subjective Norm∣Mode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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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인터랙티  마 커뮤니 이션 매체로써 

소비자들의 QR코드 이용에 한 과정을 기술수용모델

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R코드란 흑백 격자무

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바코드

로, 일본 덴소(DENSO)사가 1994년에 개발한 것이다. 

기존 바코드가 용량 제한에 따라 가격과 상품명 등 한

정된 정보만 담는 데 비해 QR코드는 한 용량을 강

으로 3차원 인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려면 QR코드 리더 앱  하나

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해서 사용한다. 

QR코드 고는 입력 용량이 커지면서 음성이나 이미지

도 삽입할 수 있어서 고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것

이 최  장 이다. 즉 음성 QR코드가 담긴 2차원 신문

지면 고를 통해 원하는 음성 메시지를 달할 수도 

있고 제품의 이미지를 스마트폰 화면에 띄울수도 있어

서 마  툴로 상당한 심을 모으고 있다(LA 앙일

보, 3월 24일자).

QR코드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인쇄매체는 물론 간

, 벽보 같은 옥외매체를 통한 고를 활용하여 모바

일웹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이나 동 상을 통한 이미

지제공을 가능하게 해 다. 따라서 고매체로써 다소 

취약한 치에 있는 인쇄  옥외 매체의 고 활성화

에 기여하며, 특히 매체와 매체의 결합을 통한 크로스

미디어 고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

나 스마트폰의 화가 이루어진 지  시 에도 QR코

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편

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비스[10]의 기술수용모델과 벤카테시와 데이비스

[17]의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QR코드의 수용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QR코드를 활용한 인터랙티  

고의 학문 , 실무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랙티브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매체로써 QR
코드의 개념 및 특징

QR코드는 기존 1차원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바코드

의 개념을 넘어서서 2차원의 정보를 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확장된 바코드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바코드

는 숫자라는 1차원의 정보만 장할 수 있었던 반면, 

QR코드는 숫자와 함께 문자 정보까지 담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QR코드는 스마트폰

의 모바일 인터넷 기능과 결합하여 바코드를 넘어서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갖추게 되었다. 즉 기존의 바코드

와 달리 문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에 URL 정

보를 장하여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곧바로 해당 홈

페이지에 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QR코드의 

특성으로 인해 최근 여러 기업  조직에서는 자사 

랜드에 한 정보나 제품에 한 고 그리고 홍보 메

시지 노출 등을 한 마  커뮤니 이션 매체로 활용

하고 있다. 

2차원 코드는 실제 QR코드 외에도 PDF417, Data 

Matrix, Maxi Code와 같은 몇 가지가 더 있고 그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먼  QR 코드의 경우 일본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그 

방식은 매트릭스 방식이 이용된다. 특징으로는 용량 

공간 약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 한 제한이 거의 없이 

밥집의 시에서 부터 문분야의 특정 정보 제공에 이

른다. 다음으로 미국의 Symbol사에서 제시한 PDF417

의 경우는 Stack barcode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용

량 정보의 유통에 주로 사용된다. 실제 QR 코드에 비해 

용량 정보를 심으로 활용됨에 따라 OA쪽에서 사

용된다. Data Matrix는 CI Matrix사가 개발한 것으로 

QR 코드와 같은 매트릭스 방식을 사용한다. 공간을 

약할 수 있지만 QR코드에 비해 포함하는 정보의 양이 

어 활용범 가 상 으로 좁다고 할 수 있고, FA 분

야를 주용도로 한다. 끝으로 Maxi Code의 경우 미국의 

UPS사가 고안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빠른 물류처리를 주목 으로 하는 만

큼 고속읽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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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차원 코드의 종류 및 특징[19]

　 QR코드　 　PDF417 DataMatrix MaxiCode

개발처
(국가)

덴소웨이브
(일)

Symbol사
(미)

CI  Matrix사
(미)

UPS사
(미)

방식 매트릭스 스쿳쿠도바
코드 매트릭스 매트릭스

주요기능
대용량/공간 
절약형/고속

읽기
대용량 공간  절약형 고속읽기

주요 용도 전체  분야 OA FA 물류

 

      

 

그림 1. QR코드 마케팅 사례[20] 

이러한 QR코드는 인터랙티  마 커뮤니 이션 

매체로써 그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3월 동양매직은 ‘QR코드 모바일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이벤트의 취지는 “소비자와의   디지털 

모바일 마  확 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벤

트 참여방법은 동양매직 비데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

를 통해 자동 속 후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을 덧 란에 작성하고 좋아요 버튼을 르게 한 것이

다. 한 스키 랜드 킹덤에서는 같은 기간 모바일 

홈페이지 오  이벤트를 실시하 다. 이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고 게시 에 

URL을 남기면 노트북  다양한 상품권을 제공하 다. 

이처럼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마  커뮤니 이션은 

단순히 QR코드를 통해 메시지노출 효과를 얻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방향 커뮤니 이션을 시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기술수용모델(TAM) 고찰
데이비스[10]의 기술수용모델은 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을 개인의 기술에 한 단으로 보았으며 기술이

용과 련된 많은 연구에 유용한 이론  틀을 제공해 

왔다. 기술수용모델은 인지된 용이성이 인지된 유용성

에 향을 미치며 이들은 함께 사용의도에 향을 주고 

최종 으로 사용의도가 사용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정보기술을 수용 혹은 거부

하는가에 한 연구는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의 성공

인 구   사용과 련된 것이기에 많은 MIS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일반 으로 사용자 수용은 ‘사용자 

만족’과 ‘시스템 사용도’와 더불어 종속변수로서 리 

쓰여 왔다. 정보기술의 수용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정보

기술의 활용을 기피하는 문제나 투하한 비용에 비하여 

정보기술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기업이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성공 으로 운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의 이론  바탕은 행동에 한 주  

규범과 태도, 행동 의도 등을 다루는 피쉬바인과 아젠

[11]의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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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이다. 즉 데이비스[10]가 제안한 기술수용모델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수용 체계를 모형화하기 하여 

TRA를 보다 합한 형태로 발 시킨 것이다. 이 기술

수용모델은 사용자가 인지한 유용성(usefulness)과 이

용용이성(ease of use)을 심으로 이 두 요인이 정보시

스템의 수용을 견할 수 있는 유효한 개념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한 사용은 

이용에 한 행동 의도에 향을 받으며, 이러한 의도

는 다시 이용에 한 태도에 향을 받는다. 태도는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요한 선

행변수들을 통해 향을 받게 되며, 이 두 변수들은 외

부  변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때, 이용에 한 행

동의도는 이용에 한 태도뿐만 아니라 지각된 유용성

에 의해서도 직 인 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

다. 이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하고 그 기술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인식할 경우, 그 기술에 한 이

용 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  행동 의도를 갖게 된다

는 가정이다. 그러나 지각된 용이성의 경우는 이러한 

직  향력을 갖지 못하며, 태도나 유용성을 통해 

간 인 향력을 가진다고 설정되고 있다. 이는 신기

술의 수용에 있어서 그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에 한 유용성을 인식하거

나 혹은 정 인 태도가 형성되어야 수용이 이루어진

다는 가정이다. 를 들어 본 연구의 상인 QR코드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하는 것이 그리 어

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한 정보의 유용성이나 

사용에 한 태도가 정 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굳

이 QR코드를 사용할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3.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에서 외부변수 및 
조절변수

기술수용모형의 정립자인 데이비스는 1989년 IBM 

Canada에서 사용되던 e-mail과 file-editor application

을 연구에 사용하여,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시스템

의 실제 사용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유용성과 용이성의 향을 회귀분석했을 때는 

유용성만이 실제 사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데이비스[10]이후 기본 TAM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측정 도구들(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서

의 각 개념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선행되었지만 기존 TAM 모형의 측정도구들이 

사용자의 외재 인 부분에 치우쳐 있거나(정보기술 사

용자의 재미 인 측면인 내재  동기의 결여), 개인의 

특성(어떠한 개인 인 요소가 기술수용의 유무에 향

을 주는지)을  다른 외부변수로써 포함시킨 확장된 

개념으로써의 TAM 모형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테일러와 토드[16]는 786명의 잠재 컴퓨터 사용자들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술수용모형과 두 가지 변종

의 계획된 행동 모형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이들은 3

가지 모형이 모두 합도가 높고 행동 설명력도 좋다고 

보고하 다. 한 벤카테시와 데이비스[17]는 기술수용

모델의 이론  확장이란 연구에서 외부변수들을 확장

하여 사회  향 로세스(주  규범, 자발성, 이미

지)와 인지  도구 로세스(직무 련성, 출력품질, 결

과시연성)를 외부변수로 하여 기술수용모델과의 계

를 검증하 다. 이들은 이 모델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extended TAM 혹은 TAM2)이라고 명명하 다. 벤카

테시와 데이비스의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검증에 따르

면 주  규범, 이미지, 직무 련성, 출력품질, 결과시

연성 등의 외부 변수들은 모두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주며, 이러한 향을 받은 지각된 유용성과 외부 변수

의 향을 받지 않는 용이성은 동시에 사용의도에 향

을 주어 결과 으로 사용행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의 변수, 특히 주

 규범 혹은 사회  향력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수와 루[13]는 고객 선호도와 선호된 즐거움과 함

께 사회  규범은 온라인 사회 안에서 게임 사용자의 

로열티(재사용의도)를 설명해 다고 하 다. 한 신

[15]의 모바일 인터넷의 수용에 한 연구에서는 지각

된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품질과 즐거움 등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태도에 향을 미치며, 사용태도는 사회  

향력과 함께 모바일 인터넷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궈와 반즈[12]는 가상의 사

회 안에서 온라인 사용자와 그들의 사용의도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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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  향은 매우 요한 요

소일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하 다. 카라알리, 구무소이

와 칼리서[14]는 웹기반 학습시스템 사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결과, 확장된 TAM에서 제시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사회  향력이 가장 강한 향요인인 것

으로 밝 졌다. 국내에서는 김 우, 이기동, 김학회[2]

가 웹스토리지 수용에 미치는 향요인을 TAM2를 이

용하여 탐색한 결과  규범이 유용성지각과 이용의

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한 이재신, 이민

[5]은 지상  DMB 수용에 하여 TAM2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에서도 주  규범이 유용성지각과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

상호[4]는 QR코드 사용자의 개인 인 신성과 인지된 

유용성  즐거움, 사용의도, 만족도 간의 계를 확인

하고 논의하 다.

이용경험
(Experience)

자발성
(Voluntarin

ess)

 

그림 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21]

다음으로 TAM2에서 보여지는 조 변수는 ‘이용 경

험’이다. 즉 TAM2에서는 주  규범과 유용성지각 

그리고 주  규범과 이용의도 간의 계를 조 하는 

변수로써 이용 경험을 들고 있다. 벤카테쉬와 데이비스

[17]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토 로 이용경험이 축 될수

록 주  규범의 유용성지각에 한 향력  이용의

도에 한 향력이 어든다고 주장한다. 즉 기술에 

한 경험이 쌓이면서 주 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개인

 단이 더 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다[18]. 본 

연구에서는 QR코드 사용에 한 경험에 따라 주  

규범이 유용성 지각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설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향력과 사용하고자 

하는 행동의도 사이에서의 계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TAM2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  향 변수를 외부 변수로 투입하고자 한

다. 그러나 TAM2의 특징은 기업과 같은 조직 내 신기

술 수용에 한 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다. 즉 

직무 련성, 결과품질, 결과시연성, 자발성 같은 외부변

수가 바로 그러한 을 잘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R코드라는 일반 인 신기술수

용 로세스를 설명하기 해 주  규범이라는 외부

변수를 상정하여 기존 TAM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TAM2에서는 이용경험을 조

변수로 제안하고 있는 바, 이러한 TAM2  벤카테쉬

와 데이비스[17]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용경험에 따

른 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2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QR코드 이용에 한 주  규범, 유용

성 지각, 용이성 지각, 사용 태도, 이용의

도 간의 인과 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QR코드 이용에 한 주  규범과 유

용성지각, 이용의도 간의 계는 QR코

드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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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 변수인 유용성 지각, 용이성 지각, 사용태도, 이

용의도 간의 계에 TAM2의 외부변수인 주  규범

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앞서 이론  배경에서 언 한 

바와 같이 TAM2가 조직 내 신기술 수용 로세스에 

을 맞추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 QR코

드 기술 수용에 합한 변수로써는 주  거집단의 시

선이라 할 수 있는 주  규범이 가장 타당하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한 TAM2에서 제시된 조 변수인 

이용경험이 주  규범과 이용의도 간의 계를 조

하고 한 주  규범과 유용성 지각 간의 계를 조

하는가를 연구모형에 설정하 다.

그림 3. 연구모형

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외부변수인 주  규범과 유용성 지

각, 용이성 지각은 벤카테시와 데이비스[17]가 제시한 

TAM2 모델에서 제시한 측정문항을 사용하 다. 즉 주

 규범은 “나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  사람들

은, 내가 QR 코드에 해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에게 요한 주  사람들은, 

내가 QR 코드에 해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할 것이다” 등의 2개 문항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다음으로 유용성 지각은 “QR코드 은 나의 정보 

획득 방법을 개선시킬 것이다”, “QR코드 은 나의 

정보 획득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QR코드 은 

나의 정보 획득을 효율 으로 만들어  것이다”, “QR

코드 은 나의 정보 획득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의 4개 문항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다음으로 용이성 지각은 “나는 QR코드에 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명확하고 이해가능하다”, “내가 QR

코드를 통해 정보를 얻는 행동은 나의 정신  노력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QR코드 을 통해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R코드 

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 편리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등의 4개 문항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다음으로 QR코드 사용태도는 ‘호의 인’, ‘ 명한’, 

‘좋은’, ‘짜증나는’ 등 4개 문항을 5  의미분별척도로 측

정하 다. 마지막으로 이용의도는 “나는 QR코드를 보

면 QR코드에 하여 정보를 얻을 것이다”, “나는 지

속 으로 QR코드에 하여 정보를 얻을 것이다”의 2

개 문항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4.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QR코드 사용  기술수용에 한 기 연

구로써 새로운 기술에 한 호기심이 왕성하면서 스마

트폰에 한 근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 다. 자료 수집은 2011년 5월 9일부터 동

년 동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다. 총 200부를 배포

하여 수집된 설문지는 총 187부 으며, 이  불성실한 

설문 6부를 제외하 다. 따라서 최종 으로 181부의 설

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68명으로 체의 

37.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113명으로 62.4%로 

나타났다. 그리고 QR코드 사용경험 여부는 경험이 있

는 집단이 91명(50.3%), 경험이 없는 집단이 90명

(49.7%)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5.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측정변수의 신뢰성  타당성을 살펴보기 하여 

SPSS 12.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우선 신뢰도 분석 결과 ‘사용태도’ 4개 문항  

‘호의 인’이 신뢰도를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제외한 3개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α=0.64로 신뢰

할 수 있는 수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  규범(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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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유용성 지각(α=0.91), 용이성 지각(α=0.84)  이

용의도(α=0.88)는 해 문항 없이 신뢰스럽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제거된 2개 문항 이외의 

14개 문항에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

인분석의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고, 요인의 수를 결정

하기 해 최소 고유값(eigen value)을 1로 설정하 으

며, 요인 회 은 요인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 요인

간 독립을 가정하는 베리맥스(varimax rotation) 방식

을 사용하 다. 그 결과 각 변수별로 타당성이 높게 요

인화 되었으며, 체 분산은 76.7로 나타나 5개 요

인이 77% 가까운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이성 지각의 경우 4번째 문항이 유용성 지각 

요인에도 0.4 이상 재되어 타당성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용이성 지각은 이 문항을 제거하고 3

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 다.

표 2.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1 2 3 4 5
주관적규범1 0.12 0.14 0.17 0.93 0.08 
주관적규범2 0.15 0.09 0.10 0.95 0.07 
유용성지각1 0.72 0.25 0.34 0.06 0.09 
유용성지각2 0.75 0.11 0.35 0.13 0.02 
유용성지각3 0.86 0.12 0.24 0.08 0.15 
유용성지각4 0.82 0.16 0.20 0.16 0.15 
용이성지각1 0.09 0.74 0.11 0.04 0.08 
용이성지각2 -0.04 0.86 0.15 0.00 -0.04 
용이성지각3 0.32 0.80 0.08 0.17 0.10 
용이성지각4 0.44 0.70 0.02 0.23 0.15 
사용태도2 0.29 -0.10 -0.19 0.00 0.57 
사용태도3 0.14 0.08 0.26 0.19 0.83 
사용태도4 -0.06 0.24 0.22 0.01 0.82 
이용의도1 0.28 0.25 0.69 0.26 0.20 
이용의도2 0.36 0.14 0.81 0.07 0.13 
이용의도3 0.37 0.05 0.82 0.11 0.03 
고유값 3.30 2.72 2.37 2.03 1.85 

설명분산(%) 20.6 17.0 14.8 12.7 11.6 
누적분산(%) 20.6 37.6 52.4 65.1 76.7 

α 0.91 0.84 0.88 0.95 0.64 

Ⅳ. 연구결과

1) QR코드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 유용성 지
각, 용이성 지각, 사용 태도, 이용의도 간의 인
과관계(연구문제 1)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QR코드 사용에 한 주  

규범, 유용성 지각, 용이성 지각, 사용 태도, 이용의도 

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해 Amos7.0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분석하 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표 3. 연구모델 분석 결과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기각역
유의
확률

채택
여부

유용성지각 <-- 주관적규범 0.19 0.21 0.06 2.99 0.00 ○
유용성지각 <-- 용이성지각 0.36 0.41 0.08 4.70 0.00 ○
사용태도 <-- 유용성지각 0.47 0.36 0.10 4.46 0.00 ○
사용태도 <-- 용이성지각 0.03 0.03 0.09 0.31 0.76 ×
이용의도 <-- 유용성지각 0.58 0.61 0.08 6.89 0.00 ○
이용의도 <-- 주관적규범 0.12 0.14 0.05 2.31 0.02 ○
이용의도 <-- 사용태도 0.07 0.10 0.05 1.45 0.15 ×

그림 4. 연구모델 분석 결과

우선 모형의 합성을 살펴본 결과 기본 인 합도

지수인 χ2 값은 174.594, df=83, p=0.000으로 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지지하지 못했으며, GFI 값은 0.88로 나타

나 기 치인 0.9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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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러나 다른 합도 지수인 RMSEA(기 치 

0.5~0.8), CFI(기 치 0.9 이상), IFI(기 치 0.9 이상), 

TLI(기 치 0.9 이상) 등이 기 치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델의 합성이 있다고 단내릴 수 있다.

분석 결과 외부변수인 주  규범은 유용성 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표 화계수=0.21, p<0.01), 이

용의도에도 직 인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화계수=0.14, p<0.05). 그리고 유용성 지각

은 사용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표 화계수

=0.36, p<0.01), 이용의도에도 유의한 향을 미쳤다(표

화계수=0.61, p<0.01). 한편 유용성 지각과 함께 

TAM의 요 변수  하나인 용이성 지각은 유용성 지

각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표 화계수=0.41, 

p<0.01), 사용태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화계수=0.03, p>0.1). 그리고 사용태도가 이

용의도에 미치는 향력도 유의하지 않았다(표 화계

수=0.10, p>0.1). 

2) QR코드 이용 경험의 ‘주관적 규범-유용성 지
각’ 및 ‘주관적 규범-이용의도’ 간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연구문제 2) 분석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는 TAM2에서 제시한 

바 있는 이용경험 변수의 조 효과 검증이다. 즉 주

 규범과 유용성 지각 간의 계 그리고 주  규범

과 이용의도 간 계에 한 이용경험 유무의 차이 검

증이라 할 수 있다. 조 효과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를 다르게 만드는 제 3의 조 변수가 미치는 

향력을 의미한다. 바론과 니[9]에 따르면 조 효과

의 분석기법은 변수의 측정수 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

진다. 독립변수와 조 변수가 모두 범주 형으로 측정되

었을 경우에는 이원분산분석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연속형, 조 변수는 

범주형으로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하 집단 상 분석법

을 사용한다. 즉 조 변수 집단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상 계수를 계산하여 Fisher의 Z값으로 환한 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 효과는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Amos는 둘 이상의 집단의 경로

에 하여 모수 비교를 통한 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해 

주는 기능이 있다. 즉 두 집단 간의 모수에 한 기각역

의 차이(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를 산출하는데 이것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집단 간 경로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이 입증된다[1]. 즉 동일한 모형에 하여 집단이라는 

조 변수가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선 QR코드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주  규범-유용성 지각’ 간 계를 살펴 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용경험 유무집단별 ‘주관적 규범 - 유용성 지각’ 간 
영향력 차이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기각역 유의

확률
채택
여부

경험 有 유용성
지각
<--- 
주관적
규범

0.40 0.44 0.11 3.78 0.00 ○

경험 無 0.18 0.24 0.09 2.06 0.04 ○

분석 결과 주  규범이 유용성 지각에 미치는 향

력은 QR코드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표 화계수=0.44, 

p<0.01)이 없는 집단(표 화계수=0.24, p<0.0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유의한 향

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경험 유무 집

단 간 향력의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Amos를 이용한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

해 이용경험 유무 두 집단 간의 모수에 한 기각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ΔC.R=1.56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96보다 크면 집단 간 경로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이 

입증되는데, 나타난 결과는 1.96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  규범이 유

용성 지각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이용경험의 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즉 QR코드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일지라도 경험 있는 집단보다 향력의 크기

는 작지만 유의한 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두 집단 

간 향력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QR코드를 이

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QR코드에 한 거집단의 시선

을 높게 의식할수록 QR코드에 한 유용성도 높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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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QR코드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

단 간 ‘주  규범-이용의도’ 간 계를 살펴 본 결과

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용경험 유무집단별 ‘주관적 규범 - 이용의도’ 간 영
향력 차이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기각역 유의

확률
채택
여부

경험 有 이용의도 
<--- 
주관적
규범

0.46 0.48 0.11 4.61 0.00 ○

경험 無 0.15 0.19 0.08 1.84 0.07 ×

분석 결과 주  규범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력

에 있어서 QR코드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표 화계수

=0.48,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경험

이  없는 집단(표 화계수=0.19, p>0.05)에서의 향력

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 이용경험 유무 두 집단 간의 

모수에 한 기각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ΔC.R=2.57

로 나타나 경로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QR코드에 한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은 주  규범을 

높게 인식한다고 해서 이용의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낮

아진다고 말할 수 없으나, QR코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집단에서는 주  규범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용의

도 한 높아진다고 단내릴 수 있다. 

V. 결론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TAM모델을 바탕으로 TAM2에서 제시한 

외부변수인 주  규범과 조 변수인 이용경험을 연

구모형에 설정하여 QR코드 이용에 한 기술수용 로

세스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QR코드 사용

에 한 주  규범은 유용성 지각을 경유하여 이용의

도에 향을 미치기도 하고, 혹은 직 으로 이용의도

에 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용이

성 지각은 유용성 지각을 경유하여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용태도를 통해서는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용태도 역시 이

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

용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용성 지각이

었으며, 주  규범은 유의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상

으로 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용성 

지각은 기존 TAM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서도 QR코드 이용에 요한 향 변수로 나타났다. 즉 

QR코드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사용에 한 태도도 유

의하게 정 이지만, 단지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 인 태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 사용

태도는 유용하다는 인식에서 정 인 향을 받지만 

이용의도로 매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차 빠르고 폭넓어지면

서 기술의 쉽고 어려움보다는 유용성의 요성이 보다 

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보다 많은 후속 연구를 제로 해야겠지만, 본 연구 

결과는 TAM 모델에서 사용 용이성보다 유용성의 역

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제

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기업에서 QR코드

를 통해 고  홍보 메시지를 노출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고카피나 홍보문구만을 제시하는 것에만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이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QR코드를 통한 경품 이벤

트, 혹은 재미있는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QR코드

를 이용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QR코드를 통한 마  커뮤니 이션 

메시지를 보다 빈번하게 노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TAM2에서 제시한 이용경험의 조 효과를 

QR코드 이용에 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주  규범

과 유용성 지각 간 계는 QR코드 이용경험에 따라 다

르지 않으며 두 집단 모두 유의한 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규범과 이용의도 간 

계는 QR코드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만 유의한 향

력을 갖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QR코드를 이용

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건 없는 집단이건 주 의 시

선에 한 인식이 미치는 QR코드의 유용성 지각의 

향력이 나타난 반면 이용의도에 해서는 QR코드의 이

용경험이 있어야만 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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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QR코드에 한 수용자들의 이용을 유도

하기 해서는 QR코드 이용에 한 주 의 압력인 주

 규범을 높게 인식시키고 QR코드이용기회를 마련

하기 한 체험마 을 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QR코드를 통해 제품정보  고  등 마  커뮤

니 이션 메시지를 수용자들에게 노출시키고 구매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QR코드 이용에 한 주 의 정

 시선을 인식하고 QR코드에 하여 이용할 의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용의도를 높이려면 QR코드의 

이용경험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QR코드를 통해 

고  홍보 메시지에 노출시킬 기회를 얻기 해서는 

QR코드를 체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QR코드의 기술수용 로세스를 탐색하기 

한 기 연구로써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학생 집단에 한정된 표본의 표성 문제이다. 

탐색  측면의 연구이므로 동질 인 표본을 선택하여 

학생으로 국한하 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기기작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40-50 는 제외하더라도 

20-30 까지 그리고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연령과 

직업의 범 를 넓 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존 TAM 모델의 요 변수에 TAM2의 사회  향 

변수인 주  규범과 조 변수인 이용경험을 추가하

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 는데, 향후 연구에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추가로 설정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연구 결과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이 존재한다. 

즉 QR코드의 이용경험에 한 조 효과 분석 결과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주  

규범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벤카테쉬와 데이비스[17]가 지 한 것처럼 

이용경험이 오래 축 되면 오히려 주  규범에 한 

향력이 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QR코드에 한 소비자들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되는 시 에서는 주  규범의 향력에 하여 재검

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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