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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a dual path model to predict consumers' intention to use a QR code virtual store by

the effect of a mobile transaction system and a facilitating condition that also examined the role of experi-

ence and the use of an intention model in the context of a QR code virtual store. A longitudinal field study

was conducted at selected QR code virtual stores. A questionnaire containing mobile transaction system,

facilitating condition,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e, and intention to use was administered at

two different points in time: Initial use (T1) and the second use after one month (T2). This study sampled

109 subjec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field studies twice at different time points (pooled sample=

218). Participants were asked to visit at the QR code virtual store and undertake shopping tasks on their

smartphones. The estimated dual path model showed that a mobile transaction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expectancy, which influenced intention to use; however, facilitating cond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effort expectancy, but the effort expectance did not lead to intention to use. The effort expectance

significantly also affected the performance expectance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QR code virtual stores.

It was also found that use experience moderated the effect of mobile transaction systems on performance

expectancy. The findings discussed a critical and success factor in consumer technology acceptance and use

over time. A managerial implication was also discussed to capture potential users by emphasizing perform-

ance expectancy with the superiority of an innovative system or consumer facilitating condition as external

resources in the introduction stage of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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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디지털 기술은 패션, 식품, 전자, 서비스 등 다양

한 시장에서 모바일 채널과 결합하여 마케팅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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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 효과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마케팅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

에 따라 모바일 앱, QR코드, 터치 스크린 등 다양한 스

마트 기술의 도입은 온,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다양한

채널이 통합되면서 물리적 점포와 가상공간의 경계를

점점 무너트리고 있다. 특히, QR코드는 기존 바코드의

정보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QR

코드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Kim & Lee, 2013; Lee et al., 2011; Shin et

al., 2012).

실제로, 2010년 홈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하

철역의 QR코드 가상점포는 물리적으로 위치한 디스플

레이 스크린에 진열된 상품사진의 QR코드를 소비자가

전철을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후 정보를 검

색하고 이동 중에 가상공간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점포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QR코드 가

상점포는 소비자에게 쇼핑기회 뿐 아니라 체험을 확대

할 수 있는 차세대 유통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스

마트폰을 매개로 다양한 채널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소

매업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점포와 QR코드 기술을 결

합한 신개념 가상점포의 개발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im & Lee, 2013). 기업에서는 옥외 광고처럼 QR코드

를 상품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여 일종의 팝업스토어나

키오스크로 운영하기도 하며, 인터넷 웹페이지나 TV홈

쇼핑에서 소비자가 직접 QR코드를 스캔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채널로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개발

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QR코드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적

극적인 수용을 기대해 왔으나 국내 시장 내 도입 후 성장

은 여전히 초기단계이며 오히려 매출에 효과를 올리지

못하면서 수용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욱

최근에 혁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은 소비자가 빠르게 변

화하는 기술의 발전을 습관적으로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혁신저항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

되고 있다(Kim & Lee, 2013; Kim & Lee, 2010). 따라서

소매업체는 QR코드 기술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으며, 소비자 시장에서 QR코드 핵심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기술로서의 QR

코드 가상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예측한 연

구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소비자 관점에서 수용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정

보기술맥락에 따라 전통적인 Davis(1989)의 기술수용모

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기술사용의 용이성과 유용성은 사용자의 기술수

용을 예측하는데 강력하고 결정적인 변인임을 실증적

으로 밝혀왔다. 이를 지지하는 Venkatesh et al.(2003)은

기술수용의 통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에

서는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수용의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며 사용시간경과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

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기술

수용모델 연구에서는 핵심요소로서 노력기대와 성과기

대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나(Venkatesh et al., 2012)

신기술 도입 시기에 기대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

비자 자원인 내적요소와 기술속성의 외적요소를 통합

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도입 초기단계에는 기술의 우수성을 인지함

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수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혁신저

항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Ram, 1987), 시스템의 품질

이 소비자의 자신의 업무유용성과 연결될 때 기술의 상

대적 이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저항을 낮추고 수용으

로 이어질 수 있다(Jeong, 2013; Kim & Lee, 2010). 특히,

소비자가 이용가능한 자원 및 지식과 같은 촉진조건은

신기술 수용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사용행동을 유도하

는데 중요하다(Venkatesh et al., 2012). 이는 소비자의 지

식 또는 자원과 같은 내적요소 뿐 아니라 시스템 성능

의 외적요소가 기술사용에 대한 유용성 또는 용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의 성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이 수반될 때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소비자 사용경험이

기술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러나 QR코드 기술맥락에서 종단적 접근에 의

해 기술사용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QR코드 가상점포의

모바일 시스템의 외적요소와 소비자의 촉진조건의 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어떻

게 기술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의도의 이중경로모델을 추정하고자 한다. 종단적

연구는 시간에 따른 소비자의 사용경험이 소비자의 혁

신기술수용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QR코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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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포의 사용의도를 예측하는데 사용경험 시점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신

개념 QR코드 가상점포에 대한 외적요소와 연결된 기

술사용의 결정적 변인을 예측함으로써 QR코드 기술의

핵심적 성능을 고려하여 가상점포전략을 개발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쇼핑행동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쇼핑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

다.

II. 이론적 배경

1. QR코드 가상점포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혁신으로서 QR코드(quick res-

ponse codes)란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이다(Shim & Go, 2012). QR코드

는 1994년 일본의 덴소사에 의해 개발된 2차원 바코드

로 기존 1차원 바코드의 정보량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2차원으로 확장하여 저장할 수 있는 정보량을 획기적으

로 증가시킨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Dou & Li, 2008;

Lee et al., 2011). 그 외에도 QR코드는 오류 복원 기능

을 통하여 코드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데이터를 복원

할 수 있고, 작은 공간에 인쇄가 가능하며 고밀도의 데

이터 표현, 데이터 암호화 및 360도 모든 방향에서 인

식이 가능하다(Kim & Lee, 2013). 이러한 장점을 갖는

QR코드는 주로 상품의 포장지나 광고지에 인쇄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자동 접속할 수

있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Jung et al., 2012; Kim & Lee, 2013; Okazaki et al.,

2013).

가상점포(virtual store)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존

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점포

소매점으로 인터넷 쇼핑, TV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이

에 해당된다. QR코드 가상점포란 스마트앱 기반 QR코

드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지는 공간을 말한다(Kim & Lee, 201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멀티채널전략으로 스마트폰

을 활용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스마트 가상점포로 구분

된다(Song, 2012). 국내외 시장에서 QR코드 기반 스마

트 가상점포의 사례는 2009년 한국의 홈플러스를 기점

으로 다양한 상품군에서 많은 소매업체들이 QR코드 가

상점포를 통한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상스토어 수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맥락에서 가상점포의 수용의도모델을 밝

히고 있다(Ko et al., 2009; Oh et al., 2009; Venkatesh et

al., 2012).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QR코드 가

상점포는 초기단계이므로,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예측

하기 위한 기술수용모델을 진단하기에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2. 소비자 기술수용모델

소비자의 혁신적 기술수용을 예측하기 위한 초기연

구에서는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근거하여 Davis

(1989)가 기술수용모델(TAM)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으

로 TAM모델에서 규명된 지각된 유용성(usefulness)과

용이성(ease of use)이 태도 및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예측변인임은 이미 잘 알려져왔다(Compeau

& Higgins, 1995; Compeau et al., 1999; Davis et al., 1989;

Kwon, 2010; Moon & Kim, 2001; Oh et al., 2009; Thom-

pson et al., 1991; Venkatesh & Davis, 2000). 이론적 관점

에서 Venkatesh et al.(2003)가 제시한 기술수용과 사용

의 통합이론(UTAUT)에 의하면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

회적 영향, 촉진조건이 사용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주

요변인으로 보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사용의도와 행동

을 예측하는데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지속적인 사용의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

나(Venkatesh et al., 2003; Venkatesh et al., 2012), TAM

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UTAUT모델

은 특히 소비자 사용맥락에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하는데

더욱 유용하다고 제시되고 있다(Venkatesh et al., 2012).

특히, QR코드 가상점포는 모바일 시스템 기반 뿐 아니

라 소비자 주도적인 접근성에서 효용가치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TAUT이론에 근거하

여 주요개념을 정의하고, 전반적인 기술수용에 관한 선

행연구를 중심으로 QR코드 가상점포맥락에서 기술 시

스템 기반과 소비자의 촉진조건을 시발점으로 소비자

사용의도모델에 대한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시스템 성능과 성과기대

기술수용에 있어서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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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사용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비자에게 혜

택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Venkatesh et al., 2012). 성

과기대는 TAM의 지각된 유용성(Davis, 1989; Davis et

al., 1989)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기술수용의

외재적 동기(Davis et al., 1992), 직무적합성(Thompson

et al., 1991), 상대적 이점(Moore & Benbasat, 1991), 결과

기대(Compeau & Higgins, 1995; Compeau et al., 1999)와

연결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Venkatesh et al., 2003).

성과기대 또는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정보기술 시

스템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Compeau & Hi-

ggins, 1995; Compeau et al., 1999; Kwon, 2010; Lee &

Kim, 2007; Oh et al., 2009). 예를 들면, Lin and Lu(2000)

은 인터넷 사용 시 빈번한 응답지연 및 연결실패, 시스

템 접속의 불안정, 보안의 취약성과 같은 시스템 품질

은 시스템 사용을 저해시키는 요인인 반면 정보품질, 반

응시간, 시스템 접속성은 지각된 시스템 유용성의 유의

한 예측변인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Lee and

Kim(2007)의 연구에서는 IPTV의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

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지지하는 Oh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전

자상거래 가상점포에서 시스템 접속, 가동시간의 안전성

(dependability) 및 지속성(consistency)과 같은 시스템 속성

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Jiang and Benbasat(2007)은

온라인 쇼핑상황에서 웹사이트가 자신의 쇼핑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유용성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웹사이

트 성능의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유용성을 지각하게 된

다고 논의하였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접근용이성 측면에서 시스템 성능이 사용자에게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다. Lee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RFID시스템과 관련한 보안성과 즉시접속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

지하는 Jun et al.(2014)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초점으로 시스템의 기능적 속성이 사용자의 지각된 용

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줌으로써 지각된 유용성이 서비

스 사용의도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QR코드 가상점포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스캔

한 후 모바일 거래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된 시스템 품질이 유용성과 용

이성 지각에 관계된다(Kwon & Min, 2011; Shin et al.,

2012). 이를 지지한 연구들에서는 QR코드를 통한 모바

일 거래시스템의 접근성, 보안성, 인터페이스는 소비자

가 민감하게 지각하는 혜택요소임을 밝히고 있다(Kang

& Johnson, 2013; Kim & Lee, 2013; Sago, 2011). 따라

서 QR코드 가상점포맥락에서 모바일 거래시스템 성

능은 쇼핑에 대한 성과기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QR코드 가상점포의 모바일 거래시스템은

쇼핑에 대한 성과기대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맥락에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는데,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성과기대(또는

유용성)의 효과는 연구맥락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M모델을 적용한 Mu et al.(2014)의 연

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모두 지속적인 SNS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셜커머스 수용의도에 관한 Sun(2014)의 연구에서도 이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더 큰 효과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un et al., 2014). 이러한 TAM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기술사용에 대한 용이성

보다는 유용성 지각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기술에 관한 Y. Kwon and H. Y. Lee

(2013)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만이 스마트폰 수용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쇼핑행동맥락에서도 지지되어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념변인으로 밝

혀졌다(Park & Park, 2014). 지각된 유용성의 효과는

QR 코드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Shin & Chang,

2013) 성과기대가 사용의도에 선행변수임을 함축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QR코드 점포맥락에서

쇼핑에 대한 성과기대는 QR코드 가상점포의 사용의도

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b. 쇼핑에 대한 성과기대는 QR코드 가상점포

의 사용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2) 촉진조건과 노력기대

일반적으로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는 소비자의

기술사용과 관련된 용이성 정도라고 정의되며(Vekan-

tech et al., 2012), TAM의 지각된 용이성(Davi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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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et al., 1989)과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정보시스템

을 사용하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

다는 신념으로서 초기단계에서 신기술 수용행동을 이

끄는데 더욱 중요한 결정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Work-

man, 2014). 이러한 노력기대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

해하는데 어렵다고 인지되는 복잡성(Thompson et al.,

1991)과 혁신사용용이성(Moore & Benbasat, 1991)과 관

련된 개념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UTAUT이론에 의하면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

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되며,

특히 잠재적 사용자의 내, 외부적 자원으로서 스스로 행

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을 일

으키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Venkatesh et al.,

2003; Venkatesh et al., 2012). 몇몇 연구에서는 촉진조

건이 개인의 지식 및 자원을 포함한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으로서(Ajzen, 1991)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

요한 노력기대나 용이성과 관계되어 수용의도를 예측

하였다. Venkatesh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기술시스

템을 사용하는데 장벽을 없애고 작업을 쉽게 만드는 촉

진조건이 노력기대와 성과기대와 같이 모델에 투입될

때 기술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촉진조건이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에 미치

는 효과에 완전매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논의하였다

(Venkatesh & Davis, 2000). 또한 UTAUT이론을 적용한

스마트폰의 관광용 알림시스템 이용의도에 관한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촉진조건은 노력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기대에는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QR코드 가상점포

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 외부적 촉진조건은 노력

을 덜 들이고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노력기대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사용의도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QR코드 가상점포의 촉진조건은 쇼핑에 대

한 노력기대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노력기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혁신적인 정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력의 양이 적으면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기술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AM모델을 적용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용성

과 함께 사용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전제됨을 증명하고

있다(Lee & Kim, 2007; Oh et al., 2009; Shin et al.,

2012). 그러나 Lee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RF

ID에 대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이 모두 수용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hoi et

al.(2013)의 RFID시스템의 사용용이성만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UT-

AUT모델을 적용한 Jung and Namn(2014)은 클라우딩 컴

퓨팅 사용자가 인지하는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모두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력기대가 행

동의도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et

al.(2012)에 의하면 QR코드 사용에 있어서 유용성과 용

이성은 태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용의도를 증가시킨

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력기대와 사용의도사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b. 쇼핑에 대한 노력기대는 QR코드 가상점포

의 사용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3) 성과기대와 노력기대

많은 소비자 수용모델 연구에서는 성과기대, 노력기

대 및 이용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왔다. 초기의 Davis(1989)에 의하면 사용용이성

은 유용성을 통해 기술수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이며, 이는 기술에 대한 사용이 용이하면 노력에 대한

효율기대가 증가됨으로써 더 높은 작업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

을 초점으로 수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성과기대와 노력

기대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Y. Kwon and

H. Y. Lee(2013)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인지된 편의

성은 유용성에 정적효과를 보이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UTAUT모델을 적용한 Kim et al.

(2013)에서도 위치 기반과 SNS서비스가 결합한 스마트

폰 알림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각된 노력기대가 높을수

록 성과기대를 높게 지각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지지

하는 Jun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

한 정적효과를 가지며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그 효

과는 더 크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정보기술사용과 관련하여 스마트 앱이

나 모바일 쇼핑시스템에 대한 사용용이성이 태도보다

는 유용성 지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Lee et al., 2013; Park & Hyun, 2013; Park &

Park, 2014). 이는 신기술에 대한 이용용이성을 높여줌

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쇼핑정보(Park &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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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쇼핑에 대한 노력이 필요없

다고 느낄 때(Park & Park, 2014) 기술사용에 대한 성과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아직까지 QR코드

기술사용맥락에서는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밝힌 연구

는 없으나, 모바일 쇼핑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QR코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형성하여

모바일 시스템에 접근용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Shin et al., 2012), 소비자의 노력기대와 성과기

대의 가설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QR코드 가상점포에서 쇼핑에 대한 노력기대

는 성과기대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용경험의 조절효과

스마트 기술발달과 함께 뉴미디어 디지털 기술은 수

용과 확산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G. Y. Kwon & D. G. Lee, 2013). QR코드 가상점포의

쇼핑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용경험의

축적을 통해 이 혁신기술이 사용자의 쇼핑성과를 높여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

부분의 많은 소비자들이 한번 정도는 QR코드를 스캔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QR코드 기반 가상점포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희박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QR코드 가상점포 이용의도에 대

한 사용자의 반복경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혁신적인 기술시스템 성능은 유용성 지각과 사용의

도에 선행변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의 관계가 일

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령 IPTV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Lee and Kim(2007)에서는 시스템 서

비스의 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IPTV가 상용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잠

재적 소비자들은 혁신적 시스템 품질평가에 전제된 사

전경험이 부족함에 기인한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

점은 소비자의 사용경험에 따라 기술사용행동이 달라짐

에 주목한 Verkasalo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지지되

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터넷, 지도 서

비스)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비사용자는 지각된 유용성

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사

용자의 경우 유의한 영향력을 가져 지각된 유용성이 사

용의도를 유도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와 비사용

자 간의 행동통제(behavioral control)가 지각된 유용성에

작용하여 사용의도를 증가시킨다고 논의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QR코드의 모

바일 거래시스템에 의한 성과기대는 소비자의 사용경

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경험이 많을수록 성과

기대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용경험에 의한 모바일 거래시

스템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외적경로모델에 대한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a. 사용경험에 따라 모바일 거래시스템이 성

과기대를 증가시켜 사용의도에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력기대와 기술 수용의도에 사이의 관계에서

Venkatesh et al.(2003)은 소비자의 경험수준에 따라 노

력기대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음을 제

시하였고, UTAUT모델을 적용한 Workman(2014)의 연

구에서도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노력기대가 미치는

영향에 경험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소비

자의 기술사용에 대한 경험은 신기술을 사용하는데 있

어 어려움 지각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사용의도를 더욱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혁

신적 기술의 사용은 기술의 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사용경험을 통해 진단될 수 있

다. 따라서 혁신적 기술인 QR코드 가상점포시스템의 초

기도입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시스템 사용경험 수준이 낮

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사용촉진조건이 확보될 경우 사

용용이성에 대한 노력기대를 지각하게 되어 사용의도

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

자의 QR코드 가상점포의 사용경험은 소비자 촉진조건

에 의한 사용의도의 내적경로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가설 4b. 사용경험에 따라 촉진조건이 노력기대를 증

가시켜 사용의도에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가설적 연구모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가설적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QR코드 가상점포맥

락에서 기술시스템 기반 외적자원과 소비자 촉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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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자원의 두 측면에서 사용의도의 이중경로모델

을 설정하였다. 먼저 시스템 기반 외적경로모델은 QR

코드 가상점포의 모바일 거래시스템 성능이 소비자가

지각한 쇼핑에 대한 성과기대를 높여줌으로써 소비자

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가설화하였다(H1a,

H1b). 한편, 소비자 기반 내적경로모델은 소비자의 촉

진조건을 통한 기술사용에 대한 노력기대를 매개로 사

용의도에 미치는 내적경로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H2a, H2b). 또한 신기술 도입 초기에는 기술사용

에 대한 용이성이 유용성 지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특히 QR코드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스캔하여 원

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을 고

려할 때(Shin et al., 2012) 기술사용에 대한 노력기대가

쇼핑에 대한 성과기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H3). 반복사용으로 경험 수준이 높아지면 QR코드 가상

점포의 모바일 거래시스템이 성과기대를 증가시켜 이

용의도를 형성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촉진조건이 노력

기대를 증가시켜 사용의도를 형성하는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경험에 따른 이중경로모델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적 관점

에서 소비자의 사용경험(T1: 초기사용, T2: 반복사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H4) 사용의도 이중경로모델

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종단적 실험설계

본 연구는 신기술로써 QR코드 기반 가상점포의 사

용경험이 축적됨에 따른 지속적인 사용을 진단하기 위

해 다른 시점에서 직접 사용하게 하는 종단적 현장조사

를 실시하였다. 종단적 실험설계는 동일한 참가자의 반

복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모든 실험절차 및 과

정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사용경험은 1차 실험(T1: 초

기사용)과 1개월 후 2차 실험(T2: 반복사용)으로 참여자

가 직접 QR코드 가상점포를 반복경험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경험이 누적되도록 설계하였다.

가상점포에서의 구매 전과정을 경험시키기 위해 1차

실험에서는 실험참여자에게 가상점포의 상품군 1개를

선택한 후, 상품군 내에서 1개의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

승인 직전단계까지의 전과정을 진행하는 단순한 쇼핑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low task relevance). 2차 실

험에서는 가상점포의 상품을 충분히 쇼핑한 후 마음에

드는 상품대안을 모바일 장바구니에 담기, 장바구니에

있는 모든 상품대안을 비교평가하기, 선택한 상품을 주

문하기와 결제승인 직전단계까지 전과정의 쇼핑과업 수

준을 경험하게 하였다(high task relevance). 이러한 쇼핑

과업은 소비자의 사용경험을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으

나 과업복잡성이 높을 경우 쇼핑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평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Jiang & Benbasat, 2007) 실험참가자의 마음에

드는 상품대안을 쇼핑하는 절차를 따르되 여러 상품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여 모바일 거래시

스템의 질적 사용경험 양을 높이고자 하였다.

시장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실험자극물인 QR코드 가

상점포는 현재 운영중인 홈플러스, G마켓, 에잇세컨즈

로 선정하였다. 오프라인과 모바일 쇼핑시스템의 혼합

채널 형태로(유형1), 서울 지하철 선릉역에 최초로 운영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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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홈플러스 가상점포는 성공한 전형적인 QR코드 가

상점포 유형이다(Bergen, 2011; Jung et al., 2012). G마

켓과 에잇세컨즈는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시스템의 혼합

채널형태로(유형2), 온라인 쇼핑몰의 QR코드를 스캔하

여 모바일 쇼핑시스템으로 연동되는 QR코드 가상점포

이다(Song, 2012). 본 연구에서 선정된 QR코드 가상점

포에서 현재 시판중인 상품군을 바탕으로 가상점포유

형1에서는 생활용품, 식료품, 학생문구 및 간식의 상품

군을 제시하였으며, 가상점포유형2에서는 패션상품군

(외투류, 니트류, 셔츠류, 티셔츠, 팬츠 및 청바지)을 포

함시켰다.

3.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모바일 거래시스템을 측정하기 위해 QR코드

가상점포맥락에서 모바일 결제시스템, 주문 및 거래시

스템, 결제시스템 안전성을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Kang & Johnson, 2013; Kim & Lee, 2013), 5점

척도(5=우수한, 1=부족한)로 측정하였다. 또한 소비자

관점의 Venkatech et al.(2012)이 제시한 UTAUT이론을

근거로 소비자 촉진조건(2문항), 성과기대(4문항), 노력

기대(3문항) 및 사용의도(4문항)의 주요개념을 QR코드

가상점포에서의 쇼핑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하

여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실험에

참여하기전 사전조사를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

령, 학력)과 스마트폰 사용실태(스마트폰 사용기간, 사

용하는 스마트폰 브랜드, 사용요금, 유료 어플리케이션

사용여부) 및 QR코드 경험여부(QR코드 스캔 및 가상

점포의 사용경험)를 부가적으로 포함시켰다.

4.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자발적으로 실험참여에 동의한 20대

피험자를 모집하여 혁신적 기술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인 나이와 기술사용에 대한 자발성의 효과를 통제하

였으며,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두번의 반복실험에 참

여의사가 있는 자발적인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총 160명

의 신청자 중 실험 전 사전조사에 응답한 132명을 대상

으로 가상점포유형에 따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할당표

집법을 사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참여자는 할당된 QR

코드 가상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쇼핑한 후,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차 실험에서

홈플러스(유형1)에 할당된 77명의 표본 중 67명이 설문

에 응답하였으며, G마켓과 에잇세컨즈(유형2)는 55명 중

53명이 응답하여 총 120명이 수집되었다. 동일한 참여자

가 2차 실험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참여하여 불성실 응

답 및 2차 실험불참자를 제외한 109명(유형1=58명; 유

형2=51명)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1, 2차 사용경험 시

점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하므로 1, 2차 실험에 모

두 참여한 최종 109명의 응답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

67.9%, 남자 32.1%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분포되

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브랜드는 삼성(43.1%), 애

플(24.8%), LG(22.9%), 기타(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월평균

52,754원을 지불하는 사용경험이 다양한 소비자를 포

함하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사용경험 여부는 전체

109명 중 53.2%로 유형1 표본의 67.2%, 유형2 표본의

60.8%로 분포되었다. 점포유형별 QR코드 경험에 대한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χ
2
=.492, p=.550). 또한 QR코드 가상점포의 사용경

험은 전체 표본의 90.2%가 1차 실험 이전 사용경험이

없었고, 점포유형별 사용경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χ
2
=3.174, p=.100) 참여자의 사전사용경험

에 의한 외부효과로부터 발생될 표본오차는 적을 것으

로 판단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모델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1>, 측

정모델에 대한 χ
2
값은 114.965로 유의하지 않으며(df=

94, p=.070),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GFI=.939, AGFI=.912, CFI=.991, RMR

=.033, RMSEA=.032).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유의하였으며(p<.05),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607~.802의 범위에 있으며, CR(Composite Relia-

bility)값은 .839~.928의 범위에 있어 측정변수의 수렴타

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Ch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

과 .814~.940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잠재

변수 간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AVE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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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두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

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이 AVE보다 낮게 나타나 판별타

당성이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2. 구조모델 분석과 가설 검증

먼저 모바일 거래시스템과 촉진조건이 사용의도에 미

치는 가설적 이중경로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1, 2차 전체

표본(N=218)에 대해 공분산구조모델을 추정하였다. 구

조모델 분석결과, 추정된 모델의 χ
2
값은 127.045로 나타

났으며(df=98, p=.026), 다른 적합도 지수도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어(GFI=.934, CFI=.988, RMR=.059, RMSEA

=.037), 가설을 검증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추

정된 모델은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력기대가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atent constructs and Indicators Std. Loading (λ) CR

M-Transaction system (α=.839) .814

Mobile payment system .873
a

Order and transaction authentication .800

Transaction security .647

Facilitating condition (α=.889) .827

I have the resources and knowledge necessary to use this QR code virtual store. .864

I know how to use this QR code virtual store. .817

Performance expectancy (α=.877) .872

Using this QR code virtual store enhances my effectiveness on shopping. .869

Using this QR code virtual store enables me to accomplish shopping more quickly. .812

Using this QR code virtual store makes the shopping performance better for the same amount

of effort.
.751

This QR code virtual store helps me accomplish s my shopping goal. .740

Effort expectancy (α=.906) .903

It is easy for me to shop at this QR code virtual store. .940

It is easy for me to become skilful at using QR code virtual store. .857

I find this QR code virtual store easy to use. .817

Use intention (α=.927) .940

I plan to continue to use this QR code virtual store. .935

I intend to continue using this QR code virtual store. .899

I will try to use this QR code virtual store as much as possible. .895

I intend to recommend this QR code virtual store to others. .852

a: All λ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1.

Table 2. AVE and squared correlations among latent constructs

M-Transaction

system

Facilitating

condition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Use intention

M-Transaction system .607
a

Facilitating condition .141
b

.707

Performance expectancy .167 .129 .632

Effort expectancy .132 .195 .498 .762

Use intention .116 .134 .537 .303 .802

a: Values at diagonal represent AVE of constructs

b: Values beneath AVE represent the squared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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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는 유의하

게 나타났다.

먼저 외적경로에서 모바일 거래시스템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정적효과를 보이며(γ11=.195, p<.01) 성과기대는

사용의도에 정적영향(β31=.710, p<.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모바일 거래시스템 성능이

우수할수록 쇼핑에 대한 성과기대가 높게 지각됨으로

써 궁극적으로 사용의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유용성 지각에 있어 시스템

품질의 중요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와 일치한 경향이며

(Lee & Kim, 2007; Shin et al., 2012), QR코드 가상점포

맥락에서도 시스템-성과기대의 관계가 사용의도를 유

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가설 1a와 가설 1b는 지지되면서, QR코드 가상점포의

모바일 거래시스템의 경로는 성과기대를 매개로 사용

의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적경로에서 소비자의 촉진조건은 노력기대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22=.658, p<.001).

즉 소비자의 촉진조건은 쇼핑에 대한 노력기대를 증가

시키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가설 2a는 지지되었다. 그러

나 노력기대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노력기대가 사용의도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한 가설 2b는 지지되지 않았다. 촉진조건과 사용의도의

관계에서 노력기대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차

이를 검증한 결과, 두 모델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χ
2
=.646, df=1, p>.05) 완전매개모형이(χ

2
=127.691,

df=99, p=.028; GFI=.933, CFI=.988, RMR=.060, RMS-

EA=.037) 수용되었다. QR코드 가상점포맥락에서는 촉

진조건이 노력기대에 영향을 주지만 사용의도를 촉진

시키지 못함으로써 노력기대가 행동의도에 더 큰 효과

를 보인다는 관점을 지지하지 않았다(Jung & Namn,

2014). 그러나 스마트 쇼핑맥락에서 용이성은 수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Y. Kwon &

H. Y. Lee, 2013; Park & Park, 2014)과 일치한 경향을

보임으로써 노력기대는 사용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2b가 지지되지 않은 것은 쇼핑맥락에 기인한다고

본다.

오히려 노력기대와 성과기대의 관계에서 노력기대가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QR코드 기술

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자원의 촉진조건을 갖게 되면, 불

필요한 노력없이 쉽게 쇼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져

쇼핑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더욱 높게 지각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QR코드 가상점포맥락에서는 노

력기대-성과기대와의 관계가 QR코드를 지속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사용에 대한 행동의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용경험의 조절효과

1) 측정모델의 등가성 검증

사용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델을

비교분석하고자 먼저 측정 등가성 검증(measurement in-

variance test)을 수행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측정모델

에 있어서 1차 실험과 2차 실험자료에 대한 형태동일성

(configural invariance)을 검증한 결과, 비제약 측정모델

Fig. 2. Structure model for use intention of QR code virtual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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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이제곱 값이 유의하지만(χ
2
=236.623, df=188, p=

.009) 다른 적합도 지수가 수용할 범위에 있고(CFI=.980,

RMSEA=.035), 요인부하량이 0.6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1, 2차 실험시기에

따른 요인부하량 메트릭스에 대한 제약모델을 비제약

모델과 비교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Table 3>,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χ
2
=5.306, df=11, p=.915). 따라서 반복실험에 대한 측

정모델의 타당성이 확인되어 사용경험 시기에 따라 구

조모델을 비교하였다.

기술통계에 있어서 사용경험 실험시기와 점포유형을

독립변수로 측정변수의 평균에 대한 반복측정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실험시기의 주효과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 1차 실험(초기경험)보다 2차 실험(반복경험)

에서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

면, 점포유형에 따라 변수들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점포유형과 실험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2) 사용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사용경험(T1: 초기경험, T2: 반복경험)에 따른 모델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

모델 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Fig. 3). 분

석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만족할만 하였으며(GFI=.872,

CFI=.973, RMR=.075, RMSEA=.037, χ
2
=275.244, df=212,

p=.002), 1차 실험(T1)에서는 모바일 거래시스템에서 성

과기대로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

난 반면, 반복경험의 2차 실험(T2)에서는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5).

QR코드 가상점포 사용경험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4를 검증을 위해 사용경험 시기별 경로계수의 비제약모

델을 기준으로 제약모델과의 카이제곱 차이를 검증하

였다.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바일 거래시

스템에서 성과기대로 가는 경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χ
2
=6.390, df=1, p=.05), 1차 실험에

서 모바일 거래시스템은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으나(γ11(T1)=.062, p=.462), 반복경험 2차 실

험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11(T2)

=.390, p=.000).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 경험이 신기술 시

스템에 대한 유용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Lee & Kim, 2007; Verka-

salo et al., 2010).

또한 성과기대와 사용의도의 경로에서는 1차 실험과

2차 실험에서 모두 쇼핑성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용경험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β31(T1)=.704,

β31(T2)=.761; χ
2
=3.034, p=.082). 따라서, 사용경험에 따

라 모바일 거래시스템이 성과기대를 증가시켜 사용의

도에 미치는 경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4a는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촉진조건이 노력기대에 미치는 효과는 1차 실험

과 2차 실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카이

제곱 차이 검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γ22

(T1)=.434, γ22(T2)=.462; χ
2
=.002, p=.963). 따라서 소비자의

촉진조건이 노력기대에 미치는 효과는 사용경험에 의해

Table 3. Measurement invariance test

χ
2

df RMSEA AIC CFI df ∆χ
2

Unconstricted model 236.623 188 .035 404.623 .980
11

5.306

(p=.915)Invariant model 241.930 199 .032 387.930 .982

Table 4. Repeated measure analysis

Type 1 Type 2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F-ratio)T1 T2 T1 T2
Time

(F-ratio)

Type

(F-ratio)

M-transaction system 3.586 3.770 3.555 3.797 06.574* 0.000 .122

Facilitating condition 3.775 4.129 3.980 4.274 19.454*** 2.377 .163

Effort expectancy 3.500 3.719 3.701 4.032 09.012** 3.388 .431

Performance expectancy 3.159 3.469 3.279 3.495 11.000*** 0.270 .356

Use intention 2.702 2.870 2.911 3.152 06.593* 1.839 .20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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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력기대와 성

과기대의 관계에서도 1차 실험과 2차 실험의 경로계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이러한 결과는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용겸험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결과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Venkatesh et al., 2003; Workman,

2014). 따라서 사용경험에 따라 촉진조건이 노력기대를

증가시켜 사용의도에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4b는 기각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입 초기단계인 QR코드 디지털 기술맥

락에서 QR코드 가상점포의 특징적인 모바일 거래시스

템에 의한 외적요소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자

원 즉, 촉진조건에 의한 내적요소를 고려한 사용의도의

이중경로모델을 추정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술수용이

론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용의도모델에

대해 종단적 접근에 의한 사용겸험의 조절효과를 검증

Table 5. Path coefficients in time points of use experience

Time 1 (T1) Time 2 (T2)

Std. coefficeints t-value Std. coefficeints t-value

γ11: M-Transaction system Performance expectancy .062*** 0.736 .390*** 4.358

γ22: Facilitating condition Effort expectancy .434*** 3.949 .462*** 4.424

β21: Effort expectancy Performance expectancy .705*** 7.790 .568*** 6.656

β31: Performance expectancy Use intention .704*** 8.319 .761*** 9.299

***p<.001

Table 6. Coefficient difference between time points of use experience

Path parameters χ
2
(df) ∆χ

2
(df) p

Unconstrained model 275.244 (212)

γ11: M-Transaction system Performance expectancy 281.634 (213) 6.390 (1) .011

γ22: Facilitating condition Effort expectancy 275.246 (213) 0.002 (1) .963

β21: Effort expectancy Performance expectancy 277.878 (213) 2.634 (1) .105

β31: Performance expectancy Use intention 278.278 (213) 3.034 (1) .082

Fig. 3. Comparison of structural model between time points of us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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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실제 시장에서의

상용화할 수 있는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QR코드 가상점포 사용의도의 외적경로모델을 살펴

보면, 모바일 거래시스템 성능에 의해 성과기대가 높아

짐에 따라 사용의도를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기대가 새로운 정보기술시

스템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Kwon, 2010; Lee

& Kim, 2007), QR코드를 스캔 후 모바일 거래시스템의

접근가능성이 성과기대를 높여 소비자의 사용의도를 증

가시키는데 핵심요소임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성과기대의 개념은 쇼핑작업을 수행하는데 제공

되는 혜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Venkatech et al., 2012),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와 QR코드 기술융합(Lee et al.,

2011)은 소매환경에서 모바일 시스템-성과기대-사용의

도의 경로를 거쳐 소비자의 효율적인 쇼핑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잠재성은 크다고 본다.

한편, 내적경로모델에서는 소비자의 촉진조건이 쇼핑

에 대한 노력기대의 신념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예

측한 바와 다르게 점포사용의도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기술도입의 초기단

계에서 수용행동을 이끄는데 노력기대의 중요성을 제시

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Workman, 2014).

이는 소비자의 QR코드에 대한 반응이 상황적 관여와 관

계된다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구매의 상황적 관여가 높

을 경우 사회적 호기심(social anxiety)으로 인해 위험지

각이 증가함으로써 QR코드 모바일 프로모션에 의한 반

복구매가 낮다는 관점을 지지하면서(Okazaki et al., 2012),

구매결정과 관련된 상황은 능동적 정보탐색이 요구되는

고관여 맥락이므로 QR코드 가상점포의 신기술 사용이

쉬워 노력기대를 느낄지라도 구매를 위한 사용의도를

이끌지 못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오히려 노력기대

와 성과기대의 관계에서 쇼핑에 대한 성과기대를 높임

으로써 촉진조건-노력기대-성과기대-소비자 사용의도의

경로를 통해 행동의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기술이 작업의 유용성과 연결될

때 기술의 상대적 이점을 인식시켜 혁신저항을 줄여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Jeong, 2013; Kim & Lee, 2010). 한편, 모든 제품군에서

QR코드의 사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특히

고관여 제품군에서 긍정적 태도나 판매율을 향상시키

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Betta &

Lucera, 2013; Narang et al., 2012). 따라서 마케터는 관여

수준을 고려하여 QR코드 가상점포에서 소비자의 쇼핑

에 대한 성과기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관여 상황에

서는 QR코드를 매체로 상호작용성을 강화함으로써 소

비자로 하여금 능동적 정보처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관여 제품군을 초점으로 노력

대비 쇼핑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 프로모

션과 충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상점포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이중경로모델 결과는 마케터 관

점에서는 QR코드의 가상점포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쇼핑의 성과기대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인 모바일

거래시스템과 노력기대를 고려한 디지털 기술의 경쟁

적 이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먼저 QR코드 기반 모바

일 거래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 빠르고 쉬운

주문과 구매결제시스템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QR코드 가상점포의 효용가치

를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쇼핑에 대한 노력과 시

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인프라 영역을 확보

할 뿐 아니라 위치 기반 서비스에 의한 QR코드 가상점

포의 유비쿼티를 강조한다면 소비자의 지속적인 사용

을 촉진하여 매출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사용경험의 조절효과 결과, 우수한 모바일 거래시스

템이 소비자로 하여금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및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촉진

되지만, 시스템의 우수함을 지각하고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경험의 최소한의 경험치인 역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QR코드 가상점포가 어떠

한 시스템 우수성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용경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신제품 시용(trial)전략과 유사한 맥락

으로 기존의 시스템과는 명확히 다른 쇼핑시스템의 경

우 특히 정보기술시스템 우수성을 지각할 수 있는 사용

경험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사용경험의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모바일 거래

시스템과 성과기대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는데, 경험 초기에는 모바일 거래시스템 성능이 성과기

대에 영향력이 보이지 않으나 반복경험 시기에는 모바

일 거래시스템 성능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

다. 이는 QR코드 가상점포와 같이 혁신적 기술이 우수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용경험이 축적되어야 거래시스템

성능이 성과기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상점포의 채택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QR코드 기술을 활용한 차별

화된 포지셔닝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먼저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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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초기사용자의 혁신저항(Jeong, 2013; Kim & Lee,

2010)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는 위험지각과 사용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촉진조

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의 내적요소인 지

식과 자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QR코드 가상점포를 사

용하는 매뉴얼이나 안내책자 및 쇼핑가이드를 제공함

으로써 QR코드 가상점포에서의 쇼핑체험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사용에 의한

충성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바일 시스템에서 프로

모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증강현실기술과 융합된 3차

원 가상공간을 재현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최적화된 화

면으로 상품대안을 디스플레이한다면 소비자의 쇼핑성

과를 더욱 증대시킴으로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가상점포를 자극물로 현장연구라는

강점을 가지는 반면, 반복실험에 의한 적은 표본크기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QR

코드 기반 점포맥락에서 모바일 거래시스템 속성에 대

한 소비자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QR코드 기술

의 다차원 속성과 마케팅 요소를 통합한 기술수용모델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점포맥락에서는

소비자의 제품관여수준의 따른 제품군의 다양성과 쾌

락적 가치를 고려한 신기술 태도와 행동을 예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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