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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어 시스템에서의 합리적 행동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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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투어 시스템의 합리적 행동이론(TRA)을 사용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
기서 크게 사용자 친숙성(인지적 요인), 인지된 유용성(정서적 요인)과 구매 의도(능동적 요인) 등 세 가지 구조로 연
구 모형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총 153명의 응답자 표본을 갖고 분석하였는데, 적은 표본 수를 고려하여 PLS-SEM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 내 각 경로에서 비선형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WarpPL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
였다. 분석 결과, 제안된 연구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유투어 시스템이 제안된 TRA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추가 분석으로서, 연구 모형 내 각 경로에서 비선형 관계로서 J 형태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종
속요인에 부분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구매의도의 기반이 되는 소득변수는 제안된 
모형 내 각 경로에 조절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유투어, 합리적 행동이론, 사용자 친숙성, 인지된 유용성, 구매 의도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lications using theory of reasoned action(TRA) on 
u-Tour system. This research model through TRA is consisted as three constructs: user-friendliness(cognitive), 
perceived usefulness(cognitive) and purchase intention(affective). This study analyzes with a total of 153 
respondents and used  PLS-SEM method considering the small number of samples. Also, with the analysis, 
WarpPLS software is used in order to ferret out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s of research 
model.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research model shows statistical level significantly on proposed hypotheses 
and the applicability of TRA model in u-Tour system. Furthermore, additional analysis presents the possibility 
of non-linear relationship on each path between the constructs of research model showing J-shape. Also, the 
result showes the fact that the relationship had partly negative (-) effect on dependent factor. Additional 
analysis proposes that income variable as base of purchase intent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all paths of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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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을 하는 과정 에서 유용한 정보는 

최 의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곳에 한 불확

실성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의 수 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1]. 이러한 특징과 함께 개별

객들에게는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서 즉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인 상황을 선호하게 된다[2]. 특히 유비쿼터스를 한 

단말기로서 최근에 스마트폰(Smartphone)의 활성화는 

더욱 더 여행의 활성화를 높여주게 된다[3]. 

재 모바일(Mobile) 기술의 개발은 여러 정보서비스

( , 치기반 서비스, 온라인 검색, 온라인 쇼핑 등)이 모

바일 디바이스(Device)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와 련하여 Kramer et al.(2007) 연구는 모바일 투어 가

이드의 사용은 여행 경로, 기간, 걷는 거리의 변화에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4]. 

한 Wang, Park, and Fesenmaier(2011)의 연구는 스

마트폰의 사용에 의하여 여행 경험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3].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행자들은 그들

이 거의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속할 수 있으며, 결정

을 내리기 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바

꿀 가능성도 있음을 밝 냈다. 그들은 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여행 활동(activity)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행자

들로 하여  더 안 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며 더 마

음이 들뜨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기분도 바꿀 수 있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행을 하는 과정 에 새

로운 투어 시스템(여기서는 유투어 시스템)의 용을 하

는 과정 에 친숙한 시스템이 유용함을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그 시스템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합리  행

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모형을 갖고 

실증 으로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유투어(U-Tour)

유투어리즘(u-Tourism) 는 유투어(u-Tour)의 의미

는 유비쿼터스 투어리즘(Ubiquitous Tourism)을 인 단

어로서, 여기서 Ubiquitous는 통상 으로 ‘언제, 어디서

나 모든 곳에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5]. 특히 유비쿼

터스의 기 사례는 모바일 폰에 을 두게 된다. 따라

서 복잡하지도 않고, 비싼 개인용 컴퓨터 신 인터넷을 

언제든지 속할 수 있는 모바일 폰이 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개념을  분야에 

용하는 것이 유투어라고 할 수 있다[6]. 세부 으로는, 

 정보를 휴 형 디바이스(Device: 단말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트래블

(u-Travel), 유투어피아(u-Tourpia) 등의 이름으로 유투

어 서비스를 국 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다. 이

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유투어 서비스

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7]. 이에 따르면, 선진형 

안내 정보서비스 실 을 한 기본 인 라 구축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유티켓(u-Ticket), 유투

어카이드(u-Tourguider), 유루트(u-Route), 유애드

(u-Ad), 유허 (u-Hub)를 구분하여 유투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설문지에서는 

아래 유투어 서비스에서 모바일(Mobile) 단말기( , 스마

트폰)에 의해 근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분석

에 용하 다. 

[Fig. 1] U-Tour system 
(Available from: http://www.u-tour.or.kr/Sub/?pid=0701)

2.2 합리적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Fishbein & Ajzen(1975)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 의

도(Consumers intentions)라는 행동은 TRA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고 했다[8]. TRA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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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체계 인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TRA는 인지 (Cognitive), 정서 (Affective) 

 능동 (Conative) 등 세 가지 구성요소로 통합된다고 

제안되었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의 용된 모형은  행

의 측은 실제 행동의 의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실제 행동의 의도를 측정하는 것은 소비자 행동을 

측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9].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 은 각 세 가지 요소 

간의 계를 유투어 시스템에서 인식하고, 고찰하기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각 요소들을 유투어 시스템의 소비자 행  이론

을 설명하기 한 한 실질  요인들을 탐색하여 

용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용하는 이론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 요인들 간의 원인 계를 이해하

고, 활용함으로써, 이론 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

고, 더 나아가 련 이해 계자들에게 실무 인 차원에

서 련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TRA 모형에 근간하여 3

개의 구성 요소  인지 (Cognitive) 요인으로서 사용자 

친숙성(User-friendliness)을 용하 고, 정서

(Affective)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요인을 그리고, 최종 종속 요인인 능동 (Conative) 요인

으로서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를 최종 모형에 삽

입하 다. 

우선 사용자 친숙성 요인은 신(Innovation)의 시작

(Starting point)으로서의 요성을 지닌다는 에서 

용하 다[2]. 본 연구에서의 용된 설문 문항으로서, 

Boyce & Hineline(2002), Rivard & Huff(1988), Van der 

Roest et al. (2010)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측정하 다[2,10,11].

1) 지 모바일 u-Tour 서비스를 이용하기 한 단

말기 조작 차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2) 단말기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단말기상의 메뉴 구성은 효과 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각된 유용성은 앞서 시스템의 친숙성을 

통해서 새로운, 는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은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개인 인 믿음

(Belief)을 의미한다[12,13]. 이 게 개인의 성과는 결국 

그 용된 시스템을 통하여 효율 이고, 효과 인 지원

을 받게 된다는 지각 (Perceived) 측면을 강조한다. 다

음은 분석에 활용된 련 설문 항목 세 가지 질문 내용이다.

1) 지 모바일 u-Tour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2) 지 모바일 u-Tour 서비스로 인해 여행욕구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지 모바일 u-Tour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행일

정 리가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종속 요인인 구매 의도(Purchase 

intention)는 앞선 선행 요인인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계로서, 유용성이 높을수록 증가된 가

치로 연계된다는 의미이다[12,15]. 다음은 분석에 활용된 

련 설문 항목은 다음 두 가지 질문 내용이다. 

1) 기회가 된다면 지 모바일 u-Tour 서비스를 이

용하기 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2) 지 모바일 u-Tour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가진 연구 모형을 갖고 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설:  모바일 u-Tour 시스템에 한 사용자 친

숙성이 개인의 지각된 유용성을 통하여 그 시스

템 (서비스)에 한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친다. 

Cognitive Affective Conative

User-

Friendliness 

Perceived 

Usefulness
Purchase 

Intention

[Fig. 2]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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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가설 검증을 해 표본의 

크기에 향을 덜 받는 PLS-SEM을 용하 다. 이러한 

방법론을 용하기 해서 WarpPLS 소 트웨어를 활용

한다[16].

4.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 데이터 수집은 2010년 3월 부터 순까지 제주

시 소재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투어 시스템에 흥미를 보여

주는 응답자들을 상으로 랜덤(Random)하게 설문지를 

200부를 배부하여, 최종 으로 본 분석에는 성실하게 응

답하여 의미가 있는 153개의 데이터만 용하 다. 여기

서 인구 통계  빈도분석에서는 남성과(54.2%) 여성

(45.8%)이 거의 비슷하게 응답되었으며,  가계소득은 평

균 200만원 (28.8%)  300만원 (29.4%) 척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연령에서는 30  

(46.4%)가 가장 높고, 학력은 학 졸업 (50.3%) 응답자

가 높았다.

Variable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83 54.2

Female 70 45.8

House 

Income

1,500,000 won and below 33 21.6

1,500,000-

2,490,000 won
44 28.8

2,500,000-

3,490,000 won
45 29.4

3,500,000

-4,490,000 won
10 6.5

4,500,000 won and over 21 13.7

Age

20-29 50 32.7

30-39 71 46.4

40-49 24 15.7

50 and over 8 5.2

Educatio

Level

High School and below 17 11.1

College 15 9.8

Undergraduate 77 50.3

Postgraduate 44 28.8

Total 153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4.2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분최소자승 기반 구조방정식 

(PLS-SEM: 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용하기 해서 선행 으로 각 잠재

변수들(Latent variables: cognitive, affective, conative)

에 한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이러한 과정은 각 요인들의 타

당성  신뢰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본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  하나는 은 표본 수를 고려하여 용하 다

[17]. 통상 으로 가능한 최소의 표본 수는 그 잠재변수

에서 20배를 갖고 그 기 으로 삼는데[18], 본 연구는 연

구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개(외생 1개, 매개 1개, 

종속 1개) 요인이고, 본 연구에서 용된 표본 수인 153

개이므로 통계 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으로 합한 최소의 표본 수는 경로 수에 의해서도 

단할 수 있게 되는데, 체 으로 경로 수의 10배인데

[19],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개이므

로 분석 상의 문제는 없다. 

다음으로는 모형에 삽입되는 각 잠재변수에 한 신

뢰성(Reliability)을 평가하는 과정  하나는 내  일

성 (internal consistency) 측정치인 CR(복합 신뢰성: 

Composite Reliability) 수치로서 평가할 수 있다[20,21]. 

체 으로는 그 기 은 0.7 이상을 선호하지만[18,22], 

연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도 할 수 있다[22]. 

Latent 

Factors

User-

Friendline

ss

Perceived 

Usefulness

Purchase 

Intention
CR

Cronbach'

s alpha

User-Frie

ndliness
(0.84)

0.88 0.79

Perceived 

Usefulness
0.33 (0.82)

0.86 0.75

Purchase 

Intention
0.57 0.48 (0.91)

0.90 0.78

<Table 2> Summarization of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표에서 CR 수치의 기 치인 0.7 보다 높게 나왔으

므로 복합신뢰성은 확보되고 있다. 한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에 의한 공통방법오류(Common 

Method Bias: CMB)의 가능성에 해서는 각 잠재요인 

간 상 계수 값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0.57 (구매의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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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from user-friendliness to perceived usefulness Path from perceived usefulness to purchase

[Fig. 4] Non-linear relationship of each paths

므로 그 기 치인 0.7 는 0.8 보다 낮게 산출되어, 문제

는 없다[23,24,25,26,27]. 

타당성 측면에서는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크게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으로 나 어 산출하게 되는데, 그 

수치에 해서는 AVE(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단하게 된다[22,21]. 먼  집 타당성 측

정치에는 그 AVE 수치가 최소 0.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데 표에서 모두 그 기 치를 과하고 있다[20,28]. 다음

으로 별타당성의 측정에서는 그 AVE의 제곱근 값과 

각 구성개념간의 상 계 계수를 서로 비교하여 측정하

게 된다. 표에서 보듯이 AVE의 제곱근 값이 각 구성개념

간의 상 계 계수보다 높게 나왔으므로 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29]. 

4.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의한 가설 검증

본 연구모형의 합성과 각 경로의 향 정도를 측정

하기 하여 부분최소자승법(PLS: Partial Least Squares)

과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의 

혼합 개념인 PLS-SEM를 용하 다. 이는 경로에서는 

PLS 개념을, 연구모형의 합성 여부는 SEM에서 측정

하게 된다[30]. 이러한 방법론을 용하기 하여 본 연

구에서는 WarpPLS 4.0 버 을 갖고 분석을 실시하 으

며, 은 표본의 경우에 응이 가능하다[17]. 특히 

WarpPLS는 각 경로의 선형(Linear)과 더불어 비선형

(Non-linear)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장 이다. 

Indices for Model fit Decision Criteria

Average path coefficient 

(APC)=0.423, P<0.001
P<0.05

Average R-squared (ARS)=0.814, 

P=0.001
P<0.05

Average adjusted R-squared 

(AARS)=0.179, P=0.002
P<0.05

Average full collinearity VIF 

(AFVIF)=1.503

Acceptable if <= 5, 

ideally <= 3.3

Tenenhaus GoF (GoF)=0.367
Small >= 0.1, medium 

>= 0.25, large >= 0.36

Sympson's paradox ratio 

(SPR)=1.000 

Acceptable if >= 0.7, 

ideally = 1

R-squared contribution ratio 

(RSCR)=1.000

Acceptable if >= 0.9, 

ideally = 1

Statistical suppression ratio 

(SSR)=1.000
Acceptable if >= 0.7

Nonlinear bivariate causality 

direction ratio (NLBCDR)=1.000
Acceptable if >= 0.7

<Table 3> Model fit and Criteria

본 연구에서는 각 잠재 변수는 각각 3개(사용자 친숙

성), 3개(인지된 유용성), 2개(구매의도)의 설문 항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
2값(기  값 10% 이상)에 의해 측정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의 경우는 R2=0.16, 구매의도는  R2=0.25로서 모형의 

합성을 확보하고 있다[9]. 그리고 다른 측정값으로서 

Tenenhaus GoF(Goodness of Fit)가 0.25 이상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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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합도를 갖고 있으며, 0.36 이상의 경우는 

높은 합도를 갖는다고 제안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

는 재 0.367이므로 모형의 높은 합성을 보여주고 있

다. 한 추가 으로 여러 합도 수치를 Kock(2013)가 

제시하 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기 에 부합되어 

본 연구 모형은 매우 합함을 알 수 있다.   

[Fig. 3] SEM analysis result

 그림에서 경로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경로(사용자 친숙성 ->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 

-> 구매 의도) 모두 의미 있는 통계  계수(β=0.352 

P<0.01 / β=0.495 P<0.01)를 갖고 있다(<Table 4>).

Paths Coefficients Effect 

sizes

p-value Results

Friend -> 

Useful

0.352 0.124 0.001*** Accept

Useful -> 

Purchase

0.495 0.245 0.001*** Accept

*p<0.1, **p<0.05, ***p<0.01

<Table 4> Summarization of path hypotheses test

여기서 의 분석은 모든 경로가 선형(Linear)을 가정

하고 있다. 하지만 WarpPLS 소 트웨어에서는 비선형

(Non-linear: Warp)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데 다음 그림

과 같이 J형(J-Shape)을 보여주는 비선형 계를 보여

다. 우선 사용자 친숙성과 인지된 유용성 간의 경로에서

는 높은 사용자 친숙성을 보이는 집단(표 화 척도 기 ) 

일수록 인지된 유용성과의 향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낮은 사용자 친숙성을 보이는 집단은 오히려 인지

된 유용성과의 계가 부(-)의 향을 미친다는 이다. 

한 인지된 유용성과 구매 의도 간의 경로에서 첫 번째 

경로보다는 덜 비선형성을 보여주지만 WarpPLS에서는 

비선형 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의 

세부  계를 통해 해석상의 유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은 집단(Segmentation)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다. 따라서 다음 

에서 조 변수를 통하여 각 집단별로 어떻게 추가 으

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4.4 소득 변수에 의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

본 연구의 모형은 결국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

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인구통계학  변수  소득(여기

서는 가계 소득)이 앞서 산출된 각 경로에 의미 있는 조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에서 각 경로 간의 소득 변수의 조  효과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경로 (사용자 친숙성 

-> 인지된 유용성 간의 소득 변수의 조 효과  인지된 

유용성 -> 구매 의도 간의 소득변수의 조 효과)에서 모

두 10% 유의수  내에서 의미 있는 통계  계수 (β=0.20, 

P<0.01 / β=0.09, P<0.1)를 갖고 있다. 

그 다면 앞서 각 경로의 비선형성을 고려했는데, 각 

소득을 소득(Low income)과 고소득(High income)으

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우

선 사용자 친숙성과 인지된 유용성 간 경로에서 소득 변

수의 조  효과를 보면 (U자형), 고소득 집단  낮은 사

용자 친숙성을 보여 수록 앞서 정(+)의 계와 다르게 

부(-)의 계를 보여 다는 이다. 

[Fig. 5] SEM analysis result with moderating effect

하지만 소득 집단은 모든 응답자가(비록 S-curve를 

보여주지만) 정(+)의 계를 보여 다는 것이다. 한 인

지된 유용성과 구매 의도 간의 경로에서 소득 변수의 조

 효과를 보면, 앞의 경로와 다른 결과로서, 고소득 집단

은 모두 부분에서 정(+)의 계를 보여주고, 소득 집단

은 인지된 유용성이 낮을수록 부(-)의 계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은 결국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집단일수

록 유용성을 느끼게 되면 구매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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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of income from user-friendliness to 

perceived usefulness

Moderating effects of income from perceived usefulness to 

purchase

[Fig. 6] Moderating effects by income variable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마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시사 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유투어 시스템에 하여 합리 행

동이론 모형을 용하여 그 시사 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외생변수(External variable)로서 사용자 친숙성에 

을 두고, 유용성 인식을 통하여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다. 이러한 경로에 있어서 기존의 

선형 계에서 비선형로의 가능성을 탐색하 다. 

여행하는 과정 에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개념인 

유투어 시스템의 분석 사례로서 제주 지역의 유투어 서

비스를 상으로 하 다. 그리고 유투어 시스템의 사용

에 있어서 용한 모형인 합리 행동이론은 크게 인지

(Cognitive), 정서 (Affective)  능동 (Conative)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각 요인들 

간의 원인 계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시사 을 제시하

고자 하 다. 즉, ‘  모바일 u-Tour 시스템에 한 사

용자 친숙성이 개인의 지각된 유용성을 통하여 그 시스

템 (서비스)에 한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총 153부의 설문 응답자를 상으

로 하 고, 은 표본 수를 고려하여 PLS 기반 SEM 분

석방법론을 활용하 고, 비선형 경로를 분석하기 하여, 

WarpPLS 소 트웨어를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제시된 

가설의 유의성을 모두 확보하 고, 활용된 합리 행동이

론 모형의 용 가능성을 정 으로 보여주었다. 더 나

아가 모든 경로가  J형을 보여주는 비선형 계임을 그림

으로 제시하 고, 부분 으로는 부(-)의 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구매의도의 기반인 소득 변

수를 갖고 조 효과를 분석하 는데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로의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즉, 

본 연구는 각 경로의 비선형성을 탐색하 고, 세분화된 

데이터에 의해서는 경로의 유의성도 달라질 수 있고, 

한, 소득 등 개인  특성에 의해서도 (비)선형성의 계 

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론 (Theoretical)으로는 객들이 유투어 시스템

의 용을 하는 과정 에 신성의 선행 지표인 친숙성

이 그 시스템의 유용함을 인식하고, 결국 그 시스템을 구

입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합리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모형으로 실증 으

로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로의 비선형성

을 가정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 (Practical) 측면에서는 본 연구모형의 최종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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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구매 의사에 한 분석이므로 결국 친숙한 시스템

일수록 지불 의사가 높다는 을 보여 으로써, 마  

략 련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시사  

내지 근거를 제안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데이터 수가 다는 에서 비선형

성(Non-linear)을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단일 변량(Univariate)라는 

에서 추가 인 변수들의 삽입을 통하여 모형의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은 향후에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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