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ntly, delivery app services based on the O2O platform are increasing rapidly. Accordingly, various studies on
O2O service have been conducted. Most of the studies are on consumer behavior in O2O services, and few studies
on platform vendors have been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vender's
intention to continuous use in the O2O delivery app platform service. Based on prior researches, we se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network characteristics of the O2O platform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O2O platform consisted of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and service quality, and the O2O platform network
characteristics consisted of network externality and platform reputation. Perceived value and switching cost were set
as mediated variables, and vender's intention to continuous use was set as 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analysi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vendors of O2O delivery app platform service, and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O2O platform, such as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and O2O platform network characteristics,
showed that network externality and platform repu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The perceived valu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witching cost and th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and the switching cost
was found to mediate the perceived value and th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latform operation strategy a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of
O2O platform vendors to use the platform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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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O2O 플랫폼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O2O 플랫폼 서비스인 배달 앱 서비

스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하여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음식

시장규모도 2005년 1조원에서 2020년에 20조 규모

로 증가하였으며, O2O 플랫폼 기반의 배달 앱 서비

스의 거래액도 2015년 1.5조원에서 2019년에는 7.1

조원 규모로 성장하였다(김성아, 2020). 이러한 배

달 앱 서비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의 요인은 생활환

경 패턴의 변화와 이용 편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환경 패턴이 외식문화에서 배달 문화

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중심의 1인 가구

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의 배달 서비스 이용비중

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하

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간편 결제 서비스의 편리성이

배달 앱 사용을 일상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배달

앱 서비스 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 배달 플

랫폼의 공급업체의 등록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배달 앱 서비스의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2019년

기준 전국 등록 업소 수는 약 30만개에 달하고 있다

(김보라, 2019).

플랫폼 비즈니스는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비즈

니스로 정의한다(Parker et al., 2016). 플랫폼 비즈

니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플랫폼 소유자

(owner), 사용자와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제공업자

(providers),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producers),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

(consumers)로 구성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진고 할 수 있다(Alstyne

et al., 2016). 음식 배달 O2O 플랫폼 서비스의 생

태계도 플랫폼 소유자인 배달 앱 서비스 운영자, 생

산자인 음식 공급업체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구성 주체가상호작용을 하면서창출한 가치를 서로

가 공유할 수 있어야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속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달 앱 서비스 시장

이 성장하고 활성화됨에 따라 배달 앱 플랫폼 운영

자와 공급업체와의 불협화음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2019)의 배달 앱의 가맹점인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배달 앱에 대한

가맹점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고, 배달앱-가맹점

간 수수료, 광고료, 불공정행위 등의 거래관계와 관

련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요 몇 개의 플랫폼들이 과점을 형성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운영자와 가맹 공

급업체간의 관계에 균형이 무너지면서 수수료 문제

를 포함해 광고비 문제, 월 정액제, 배달기사의 윤

리적 문제 등 각종 사회적 이슈로, 배달 앱 플랫폼

운영자와 공급업체의 불협화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급업체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에 공급업체들이 이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의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공급업체의 이용의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O2O 플랫폼에 기반 한 배달 앱 서비스에서

공급업체들의 지속 이용의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

O2O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

계한 비즈니스를 의미한다(Wu et al., 2015).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객들

에게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다. 협의의 관점에서는 온

라인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오프라인 커머스를 지원

하는 것으로 보고, 광의의 관점에서는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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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의 연결 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

로의 연결모두 라고 본다(황지현, 2015).

O2O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비즈

니스를 확대하는 유형,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유형, 플랫폼 기반 사업자가

O2O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유형, 그리고 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모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황지현, 2015), O2O 배

달앱 서비스는 마지막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는 기존 요식업체들

이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를 통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형태에서, 다양한 배달 음식점을 하

나로 통합하여, 주문과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새

로운 형태의 서비스이다(신승만 외, 2015).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 요식업

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여러 유용성을 제공한다.

온라인 소비자는 요식업체에 직접 전화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음식점을 찾아서 주문하

고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결제까지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 앱 서비

스는 상품 정보 검색과 선택에 필요한 시간을 절

감해준다. 또한 주문에서 환불까지 거래과정 안전

을 보장해주며, 가격비교 및 후기를 통한 합리적

의사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김연철, 2015). 반면

오프라인 요식업체 입장에서 배달 앱 서비스는 온

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홍보

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고, 플랫폼을 통해 잠재 고

객 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다(이수인, 2017). 이러

한 요인들이 요식업체들이 O2O 배달 앱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급업체들이 O2O 배달 앱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내부적 요

인으로 O2O 플랫폼의 품질 특성과 외부적 요인으

로 플랫폼의 네트워크 특성 등이 공급업체가 O2O

배달 앱 플랫폼에 지속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고자 한다.

2.2 O2O 배달 앱 플랫폼의 품질 특성

O2O 배달 앱 플랫폼은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거

래시스템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

Lone and McLean(2003)의 전자상거래 성공모형

을 바탕으로 O2O 배달 앱 플랫폼의 품질특성 요인

을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그리고 서비스 품질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2.2.1 시스템 품질

시스템 풀질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편리한 접속 상태에서 빠른 전송 속도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봉규 외, 2008). DeLone and McLean

(2003)은 전자상거래 성공 모델에서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품질을 융통성, 사용성, 신뢰성, 반응시간,

유용성 등 5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2.2 정보 품질

정보 품질은정보시스템 품질에의해 나타난결과

물로 정의할 수 있다(DeLone and McLean, 2016).

DeLone and McLean(2003)은 전자상거래 성공

모델에서 정보시스템의 정보 품질을 정보에 대한

완벽성, 이해 용이성, 개인화, 관련성, 보안 등 5개

의 측정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연구에서 동적인

콘텐츠, 콘텐츠 개인화, 정보의 다양성을 추가 하였

다(DeLone and McLean, 2004). 손병모(2005)는

정보 품질의 측정 요인으로 유용성, 정보 용이성,

신뢰성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2.2.3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을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서비스역량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품질은 비즈니

스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

며(Anderson, 1984; Buzzell, 1987), 시스템 사용자

가 정보시스템 조직 및 IT지원인력으로부터 제공

받는 품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andrum, 2009).

Pitt et al.(1995)은 서비스 품질 요인을 최신의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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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유, 신뢰성, 응답성, 확실성, 공

감성 등 5가지로 구성하였다. DeLone and McLean

(2003)은 전자상거래 성공 모델에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서비스에 대한 보증, 감정이입, 응대

등 3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손병모(2005)

는 정보시스템 지원부서의 서비스 품질 측정항목으

로 상호 작용, 신속성, 준수성 3개의 요인을 제시하

였다.

2.3 O2O 플랫폼 네트워크 특성

O2O 배달 앱 플랫폼은 공급업체인 요식업체와

소비자들 간의 연결과 공유를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업체와 소비자들이 플랫폼 상에서 상

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확보된 사용자기반은 잠재적 사용자들에

게도 해당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적인 방향의 지각

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증대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김용식 외, 2015).

따라서 플랫폼의 네트워크 확장성은 공급업체의 배

달 앱 플랫폼 지속 이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네트워크 특

성 요인으로 네트워크 외부성과 운영자 평판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2.3.1 네트워크 외부성

네트워크 외부성은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얻

는 가치 또는 효용이 이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참가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하며,

또 기술사용의 경우 기술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기술사용에 따른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라고도 한다(Farrell

and Saloner, 1985; 현정석 외, 2000).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은 어떤 상품에 대

한 가치, 품질, 효용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용자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의가장 큰 특징이다(안설주 외, 2020).

Lin and Bhattacherjee(2011)는 네트워크 외부성

의 하위요인으로 호환성과 네트워크 크기를 제시

하였으며, Zhou and Lu(2011)는 네트워크 외부성

측정 항목으로 이용자자수와 지인 이용자 수, 지

각된 호환성으로 구성하였다.

2.3.2 플랫폼 평판

기업 평판은 과거의 기업성과나 실적에 기초를

두면서 해당기업의 신뢰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

고 정의할 수 있다(Fombrun et al., 1997). Herbig

and Milewicz(1993)은 기업 평판을 실체의 속성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라 정의

하였다.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기업 평판은 장기간

에 걸쳐 형성된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반

적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Gotsi and Wilson,

2001),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이미지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구원과 진용주(2008)은

기업 평판을 경쟁요인, 미래지향적 요인, 경영요인

으로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김승희 외(2013)는

기업의 디지털 평판 측정 연구에서 정체성 관점과

인지관점에서 측정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정체성

관점에서는 기업제품 및 서비스 질, 고용환경, 기업

비전, 사회적 책임, 경영 성과 5개 항목을, 인지적

관점에서는 호감, 능력, 진취성, 세련, 무정함, 비공

식성 6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O2O 배달 앱 플랫폼

은 요식업체와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하면

서 플랫폼 이용자 각자의 편익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4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가 받는 것과 주는 것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상품 효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 정의할 수 있다(Gale, 1994). 서비스 이용

에서 지각된 가치는 서비스 효용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의미하며(Bolton and Drew, 1991), 속성,

성과 그리고 고객의 사용 상황에서 목적과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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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조정 되어지는 결과에 대한 평가라

고 할 수 있다(Woodruff, 1997). 지각된 가치는

개인적 가치와 소비자 행동분석을 가치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작용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임종원,

양석준, 2006). 즉,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

공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 중 하나이며 이는 고객

의 기본적 욕구 표현과 자존심을 유지하고 향상하

기 위해 이용되는 개념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주

현식, 2008). 또한 박소은(2017)은 O2O 서비스에

서 지각된 가치는 고객에 따라 달리 질 수 있으며,

기호, 시간, 특성, 특정상황, 배경 및 상징 등에 따

라 다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옥(2019)은 O2O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 및 지속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를

고객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하고 제공 받았

는지를 지각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2.5 전환 비용

전환 비용은 한 제품에서 경쟁사의 다른 제품으

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생산자나, 소

비자가 현재 사용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에서 다른

기술, 제품, 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의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audon et al., 2019).

즉 전환비용은 고객이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

를 종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감수해

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Burnham et al., 2003).

기존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과 방법을 익히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나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투자비용이 높을

수록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는 것을 주저

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관계를 지속하려

는 경향이 있다(Dwyer et al., 1987).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요식업체가 기존 플랫폼 서비스를 탈퇴하지 않고

플랫폼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발생되지 않

았을 비용이다. 이러한 전환비용에는 기존에 서비

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지불비용, 누적된 애플리

케이션, 약정 기간과 위약금, 그리고 추가적인 학

습에 따르는 노력 및 시간과 같은 비용 등이 포함

된다(안설주 외, 2020).

2.6 지속이용의도

의도란 행위자의 욕구와 믿음, 그리고 그러한 행

위에 대한 자각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지속사용의도

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미래에도 해당 서

비스를 재이용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용자가 서비

스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Bhattacherjee, 2001, 이옥, 2019). 즉 지속적 사용

의도는 교체행동을 유발하는 잠재적인 상황에서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Oliver, 1997). 김대진(2011)은 지속이용의

도를 서비스를 수용한 후 한번 이상 이용한 소비자

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

서 지속사용의도는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수

용단계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행위로 볼 수 있다(김민경, 2020). O2O 배달 앱 플

랫폼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급업체 관리 비용 절감을 위

해서도 요식업체의 지속 이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배달 앱 서비스를 중심으로 O2O 플

랫폼 비즈니스에서 공급업체인 요식업체의 지속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

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O2O 플랫폼 품질 특성으로는 전자상거래 성공

모형의 구성 요인인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

스품질 3가지 변수를사용하였고, O2O 플랫폼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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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특성은 네트워크 외부성과 플랫폼 평판 2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가치와 전환비용을 매개

변수로 지속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플랫폼 평판

정보 품질

지각된 가치

지속이용의도

전환 비용

020플랫폼 품질특성

네트워크외부성

020플랫폼 네트워크특성

H1

H6

H4

H2

H3

H5

H7

H8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가설

3.2.1 O2O플랫폼 품질 특성과 지각된 가치

O2O 플랫폼에서 공급업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자신에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오프라인에

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

구에서의 O2O 배달 앱 플랫폼은 공급업체가 음식

상품 등록, 홍보, 주문 및 배달, 배달, 고객관리, 데

이터 분석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봉규 외(2008)의 연구에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De

Lone and McLean(1992)는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의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이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Molla et al.(2001)의 연구에서

는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품질 요인을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품질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O2O

플랫폼 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소비자 행동에 미치

는 영향 연구에서 O2O 플랫폼 품질 요인으로 정보

품질, 시스템품질, 그리고 서비스품질을 사용하였으

며, 이러한 품질 요인들이 지각된 가치와 소비자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주, 2017;

김진주, 2018; 이아름, 2019, 김민경, 2020). 이옥

(2019)은 O2O 서비스 품질과 지각된 가치 및 지속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

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에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

비스 품질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O2O 플랫폼의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가

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O2O 플랫폼의 정보 품질은 지각된 가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O2O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은 지각된 가

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O2O플랫폼 네트워크 특성과 지각된 가치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지속이용에 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 외부성의 하위요인

인 이용자수와 호환성이 지각된 가치와 지속사용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

and Bhattacherjee, 2011; Zhou and Lu, 2011). 고

미현 and 권순동(2008)의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효과와 지속적 이용의도

와의 연구에서 네트워크 연계성과 이용자 수는 지속

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Zhao and Lu(2012)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네트워크

크기가 블로깅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만족과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은정(2003)의 기업평판이 소비자의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평

판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제품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효진(2004)은 기

업평판과 CEO평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평판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및 서

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다른 사

람에게 추천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타사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충성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O2O 배달 앱 플랫

폼 서비스에서도 네트워크 외부성과 플랫폼 평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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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O2O 플랫폼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O2O 플랫폼의 평판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각된 가치와 전환비용

지각된 가치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

끼는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Zeithaml, 1988). 이

러한 소비자는 자신이 받은 혜택과 이를 위해 지불

한 비용의 비교를 통하여 가치를 지각한다. 즉, 지

각된 가치는 혜택과 비용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에 높은 품질이 제

공될 때 높게 평가된다(Brady et al., 2005). 반면

전환비용은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재 인지하

는 가치가 클수록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변경하

는데 발생하는 전환비용이 높아 질 수 있다. 따라서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공급업체의 지

각된 가치는 전환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지각된 가치는 전환비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지각된 가치와 지속이용의도

사용의도는 O2O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

의 의도를 의미한다(Chunxiang, 2014). 모바일 커

머스의이용의도에관한연구에따르면, 지각된가치

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7; Chunxiang, 2014). 하혜림(2017)의

O2O 앱의 지속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지각된 가치

는 인간의 행동의도 영향을 미치며, 행동하도록 동

기를 부여한다(Quelch, 1989). 따라서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지각된 가치는 공급업체의 서

비스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 지각된 가치는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전환비용과 지속이용의도

지속사용의도는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를 계속 유

지하려는 행위이며, 전환비용은 현재 사용하는 서비

스를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는데 발생하는 종합적 비

용을 의미한다. 전환비용은 서비스 전환행위로 인하

여 이미 투자한 노력, 시간, 학습비용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이 클수록 커지며, 이러한 전환비용에 대한

거부감은기존서비스를계속이용하게하는데영향을

미칠 수 있다(Burnham et al., 2003). 즉 전환비용은

고객을 이탈을 방지하고 서비스를 지속하는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안설주 외, 2020; 변충규, 2009). 모

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환비용이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Deng et al., 2010). 따라서 전환비용에는 금

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소비와 같은 비금전적

비용도 포함되며(Dick and Basu, 1994), 일반적으

로전환비용을크게인지할수록해당기업과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Willys,

2018).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O2O 배

달 앱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전환비용은 플랫폼 서비

스 공급업체가 특정 플랫폼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

려고 할 때 발생하며, 전환비용은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 전환비용은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제시한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

스에서 공급 업체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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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항목 References

시스템
품질

SQ1. 신뢰성
SQ2. 반응시간
SQ3. 사용성

Molla et al.(2001)
이옥주(2017)
김진주(2018)
이아름(2019)

정보
품질

IQ1. 정확성
IQ2. 이해용이성
IQ3. 최신성

DeLone and
McLean(2003)
손병모(2005)

서비스
품질

SQ1. 확신성
SQ2. 공감성
SQ3. 반응성

Delone and
McLean(2003)
Pitt et al.(1995)
Landrum(2009)
이옥(2019)

네트워크
외부성

NE1. 소비자이용자수
NE2. 공급업체 수
NE3. 지각된 호환성

Lin and
Bhattacherjee(2011)
Lin and Lu(2011)
오상현, 김상현(2008)
안설주 외(2020)

플랫폼
평판

PR1. 서비스 실적
PR2. 감성적 어필
PR3. 서비스에 대한

인식

Fombrun et al.(1997)
문효진(2004)

지각된
가치

PV1. 가격 대비 효과
PV2. 경제적 가치
PV3. 기능적 가치
PV4. 서비스이용가치

Bolton and Drew(1991)
Sweeney and
Soutar(2001)
Brady et al.(2005)

전환
비용

SC1. 혜택 손실
SC2. 불확실성 비용
SC3. 탐색비용
SC4. 매몰비용

Dwyer et al(1987)
Michael and
Mothersbaugh(2002)
Burnham et al.(2003)
Laudon et al.(2019)

지속
이용
의도

CU1. 지속이용의도
CU2. 추천의도
CU3. 재이용의도

Oliver(1997)
Bhattacherjee(2001)
김민경(2020)

<표 1> 변수의 측정 항목

3.3.1 O2O 플랫폼 품질 특성

본연구에서 O2O 플랫폼품질특성은 DeLone and

McLean(2003)의 전자상거래 성공모형에서 도출한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의 3가지 하위요

인으로구성하여 Likert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시스

템 품질은 플랫폼의 공급업체가 사용자인 점을 고려

하여 요식업체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편리한 접속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배달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DeLone and Mc Lean(1992,

2003), 이봉규 외(2008), Molla et al.(2001), 이옥주

(2017), 김진주(2018), 이아름(2019), 김민경(2020)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성, 반응시간, 사용성

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정보품질은 O2O 배달

앱 플랫폼 시스템에서 공급업체에게 제공되는 정보

품질로 정의하고, DeLone and Mc Lean(2003), 손병

모(2005)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확성, 이해용

이성, 최신성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품

질은 O2O 배달앱플랫폼운영자가배달앱을사용하

는 공급업체에게 제공하는 전반적인 지원 및 운영관

리를 의미한고 정의하고, De Lone and McLean

(1992, 2003), Pitt et al.(1995), Landrum(2009), 이옥

(2019)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을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3.2 O2O 플랫폼 네트워크 특성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네트워크 특성 요인으로 네

트워크 외부성과 운영자 평판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네트워크외부성은 O2O 배달

앱플랫폼을이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가치가플랫

폼 이용자 수와 호환성으로 결정되는 현상으로 정의

하고, Lin and Bhattacherjee(2011), Lin and Lu

(2011), 오상현, 김상현(2008), 안설주 외(2020)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이용자수, 공급업체 이

용자수, 지각된 호환성을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플랫폼평판은배달앱플랫폼의실적과성과그리고

호감 등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Fombrun

et al.(1997), 문효진(2004) 등의선행연구에서사용된

도구를본연구에맞게수정하여서비스실적, 감성적

어필, 서비스에대한인식을측정항목으로구성하였다.

3.3.3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요식업체가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지불해야 하

는 것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효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Bolton and Drew

(1991), Sweeney and Soutar(2001), Brady et al.

(2005), 임종원, 양석준(2006), 박소은(2017), 심희진

(2015)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 문항으로 구

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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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전환비용

전환비용은 요식업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를 탈퇴할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으로 정의하고, Dwyer et al.(1987), Michael

and Mothersbaugh(2002), Burnham et al.(2003),

Laudon et al.(2019)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5 지속이용의도

지속 이용의도는 요식업체가 O2O 배달 앱 플랫

폼서비스에지속적으로이용하려는정도로정의하고,

Oliver(1997), Bhattacherjee(2001), 김대진(2011),

정성용(2017), 이옥(2019), 김민경(2020) 등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3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연구는 O2O 배달 플랫폼서비스에서 공급업체

인요식업체의지속이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O2O 배달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요식업체의 점주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2020년 5월 25일부

터 2020년 6월1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응답한설문지 53부 중응답

이불성실한 5부를제외한 48부를분석에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한 요식업체가 이용

하고 있는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 66.7%, ‘요기요’

33.3%로 나타났고, 종사하는 요식업 종류는 한식

10.4%, 중식 14.6%, 일식 4.2%, 양식 10.4%, 분식

22.9%, 패스트푸드 37.5%로 나타났다. 업체별 앱을

통한 하루 평균 주문건수는 21∼30건이 33.3%, 31∼

40건이 31.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4.2.1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우선 실

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베리멕스법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였

으며, 고유치가 1이상, 요인적재량이 0.6 이상, 공통

성 0.5을 기준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요인들을 추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아이

겐 값이 1보다 큰 요인이 8개 추출되었고, 요인모델

의 총 설명변량은 82.437%로 나타났다.

또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를 확인하는

KMO 검정은 KMO 값이 최소 0.5이상이어야 설명

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

석에서 접합한 변수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KMO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의 모든

KMO 통계량이 0.905로 1에 가깝게 나타나 요인분

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요인분석

모형의 접합성을 검토하는 Bartlett 구형성 검정에

서 P = 0.000 < 0.05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구분 빈도 %

배달 앱
종류

배달의 민족 32 66.7

요기요 16 33.3

합계 48 100.0

요식업
종류

한식 5 10.4

중식 7 14.6

일식 2 4.2

양식 5 10.4

분식 11 22.9

패스트 푸트 18 37.5

합계 48 100.0

하루
평균
주문량

10건 이하 1 2.1

11∼20건 3 6.3

20∼30건 16 33.3

31∼40건 15 31.3

41∼50건 11 22.9

51건 이상 2 4.2

합계 48 100.0

<표 2>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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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Q PR SV IQ NE CU PV SC

SQ1 .942

SQ2 .927

SQ3 .884

PR1 .915

PR2 .893

PR3 .835

SV1 .894

SV2 .848

SV3 .816

IQ1 .874

IQ2 .816

IQ3 .793

NE1 .854

NE2 .772

NE3 .743

CU1 .847

CU2 .828

CU3 .804

CU4 .711

PV1 .814

PV2 .773

PV3 .719

PV4 .692

SC1 .805

SC2 .771

SC3 .688

<표 3> 요인분석 결과

SQ : 시스템 품질, IQ : 정보 품질, SQ : 서비스 품질,
PR : 플랫폼 평판, NE : 네트워크 외부성, PV : 지각된
가치, SC : 전환 비용, CU : 지속이용의도

4.2.2 신뢰성 분석

측정모형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 알파 값은 내적 일

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계수로 사용되며 일반적으

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알파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다

고 볼 수 있다.

변수 Cronbach α 측정항목 개수

시스템 품질 0.856 3
정보 품질 0.925 3
서비스 품질 0.740 3
플랫폼 평판 0.805 3
네크워크 외부성 0.702 3
지각된 가치 0.614 4
전환 비용 0.624 4
지속이용의도 0.806 3

<표 4> Cronbach 알파 신뢰도 분석

4.3 가설검증 및 결과해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

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상관성 측정하기 위

하여 Durbin-Watson검정을 실시하였다. Durbin-

Watson 검정 결과, Durbin-Watson지수 d값이 du
와 4-du 사이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고 독

립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VIF를 확인한 결과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3.1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O2O 플랫폼 품질 특성과 지각된 가치

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

비스 품질 요인 모두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결과

H1 SQ → PV 0.456 5.633*** Supported

H2 IQ → PV 0.620 7.404*** Supported

H3 SV → PV 0.302 3.879*** Supported

H4 NE → PV 0.524 3.179*** Supported

H5 PR → PV 0.502 5.611*** Supported

H6 PV → SC 0.369 3.268*** Supported

H7 PV → CU 0.322 2.238** Supported

H8 SC → CU 0.428 2.572** Supported

<표 5> 경로분석 결과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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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은 경로계수가 0.456이고 t값이 5.633으로

유의수준 5%(t => 1.9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났다. 가설 2는 경로계수가 0.620이고 t값이 7.404로

유의수준 5%(t => 1.95)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3은

경로계수가 0.302이고 t값이 3.879로 유의수준 5%

(t => 1.95)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O2O 플랫

폼 서비스에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옥주

(2017), 김민경(2020), 이옥(2019) 등의 기존 연구

결과와일치한다. 이는 O2O 배달플랫폼품질요인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인 요식 업체의 지각된

가치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O2O 플랫폼 네트워크 특성과 지각된 가

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외부성과 평판 요

인 모두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 경로계수가 0.524이고 t

값이 3.179로 유의수준5%(t => 1.95)에서 채택되었

다. 이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이용의도와 지각된 가

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Zhao and Lu(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가설 5는 경로계수가 0.502이고 t

값이 5.611로 유의수준5%(t => 1.95)에서 채택되었

다. 박은정(2003)의 연구에서도 기업 평판이 소비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

과에서는 O2O 배달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외부성과

평판이 공급업체인 요식업체의 지각된 가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가치와 전환비용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6

은 경로계수가 0.369이고 t값이 3.268로 유의수준

5%(t => 1.9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

었다. 따라서 O2O 배달 플랫폼 서비스에서 공급업

체인 요식 업체가 인지하는 가치가 클수록 다른 배

달 플랫폼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할 때의 전환비용

도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각된가치와지속이용의도와의관계에대한가설

7은 경로계수가 0.322 t값이 2.238로 유의수준 5%

(t => 1.9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는 Kim et al.(2007), Chunxiang(2014) 등의 기

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O2O 배달 플랫폼 서비스

에서도 지각된 가치가 공급업체의 서비스 지속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환비용과 지속이용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 8은 경로계수가 0.428이고 t값이 2.572로

유의수준 5%(t => 1.9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채택되었다. 이는 서비스 변경에 필요한 비용이

클수록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와 지속이용의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와 Burnham et al.(2003), 안

설주 외(2020), 변충규, (2009), Deng et al.(2010)

등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O2O 배달 플랫폼에서

도 공급업체인 요식업체가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클수록 기존 배

달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4.3.2 매개효과 분석

지각된 가치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환비용의매개효과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 Baron

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에 걸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

시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 지각된 가치가 전환비용에 미치

는 영향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434로 지속이용의

도에 전환비용이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

계에서 지각된 가치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313으로 지각된 가치가 지

속이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단계

에서는 지각된 가치가 0.196, 전환비용이 0.268로 지

속이용의도에 지각된 가치와 전환비용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표준화 회귀계수(β =

0.196)가 2단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표준화 회귀계수

(β = 0.313)보다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개변수인 전환비용이 통제되었을 때 지각된

가치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전환비용은 지각된 가치와 지속이

용의도 사이를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단계

에서 지각된 가치의 영향력이 유의하므로 전환비용

은 지각된 가치와 지속이용의도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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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β t-value p

Step 1 PV → SC 0.369 0.434 3.268 .002

Step 2 PV → CU 0.322 0.313 2.238 .030

Step 3
PV → CU 0.202 0.196 1.973 .003

SC → CU 0.325 0.269 2.993 .038

<표 6> 전환비용의 매개효과

PV : 지각된 가치, SC : 전환비용, CU : 지속이용의도.

5.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생활문화가 일상화

됨에 따라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및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O2O 플랫폼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서

비스 공급업체인 요식업체의 플랫폼 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달 앱을 중심으로 한 O2O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인 요식업체의

관점에서 공급업체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공급업체의 플랫폼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2O 플랫폼 품질요인인 시스템품질, 정

보품질, 서비스품질과 O2O 플랫폼 네트워크 특성

으로 네트워크 외부성과 평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지각된 가치와 전환비용을 매개변수로, 지속이

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

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에서 O2O 플

랫폼 품질 특성 요인인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

비스 품질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업체인 요식업체는 신

뢰성이 높고 반응시간이 빠르고 사용성이 좋은 시

스템을 제공할 때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최신의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

태로 정확하게 제공할 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높

은 가치를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배달 앱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요식업체에게 오류가 없고,

맞춤화된 서비스와 피드백을 제공할 때 플랫폼에

가치를 높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O2O 배달 앱 플랫폼의 네트워크 특성에 해

당하는 네트워크 외부성과 평판은 지각된 가치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많고 호환성이 높을수록 요식업체는 플

랫폼의 가치는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배달 앱 플랫폼의 서비스 실적이 많고 명성이 높을

수록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배달 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요식업체의 지

각된 가치는 전환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하는 배달 앱 서비스를 통

해 자신이 받는 혜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보다 크

다고 느낄수록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을 탈퇴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데 저항을 많이 느끼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달 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요

식업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환비용을 높

일 수 있도록 요식업체가 지각하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각된 가치에 영향

을 미치는 플랫폼의 품질 특성과 네트워크 특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각된 가치는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배달 앱 플랫폼의 공급업체인 요식업

체가 현재 플랫폼을 지속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즉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품질

특성인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을 높이

고 플랫폼 네트워크 특성인 네트워크 외부성과 평

판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배

달 앱의 신뢰성과 빠른 반응,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

고,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오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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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식업체의 지

각된 가치를 높이고 배달 앱 플랫폼의 지속이용의

도 역시 높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달 앱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사용량을 늘리

고 명성을 높이는 것이 요식업체가 느끼는 가치를

높이고 배달 앱 서비스에 대한 지속 이용의도를 높

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환비용은 요식업체의 O2O 배달

앱 플랫폼의 지속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사용하는 배달 앱을 탈

퇴하고 다른 배달 앱으로 변경하는데 발생하는 비

용과 노력을 크게 느낄수록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

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비용은 지각된 가치와 지속이용의도 사이를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가치와 전환비

용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요식업체의 지속이용의도

를 높이는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학문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학문적 관점에서는, 첫째, O2O 플랫폼은 플

랫폼 운영자, 소비자, 공급업체로 구성되는데 그 동

안의 연구는 플랫폼과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수행되

어 공급업체측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

구는 O2O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공급업체의 지속

이용의도에 관한 요인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O2O 플랫폼 비즈니스 연구에 기여하였다. 둘째,

O2O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의도 및 지속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정

보시스템 품질 요인을 주로 다루었다. 반면 본 연구

에서는 플랫폼의 공급업체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품질

을 포함하는 플랫폼 품질 특성뿐만 아니라 네트워

크 외부성과 플랫폼 평판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특

성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의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무적 관점에서는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배달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배달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하는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요식업체의 불만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식업체의 불만은 서

비스품질을 저하시키고 최종 소비자불만으로연결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O2O

배달 앱 플랫폼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O2O 플랫폼에서 공급업체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분석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요식업체가 배달

앱 플랫폼을 지속이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

달 앱 플랫폼의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

질에 대해 오프라인 요식업체가 인식할 수 있을 수

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배달 앱 플랫폼의 네

트워크 외부성과 평판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공급업

체가 플랫폼의 가치를 지각하고 지속적으로 플랫폼

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O2O 배달 앱 플랫폼 중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 집중되어 일반화에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배달

통’, ‘쿠팡 이츠’ 등 배달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다양한 플랫폼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배달 서비스는 요식업 종류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식업의 종류

를 고려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요식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설문을 실

시하고 요식업의 특성을 연구 모델에 반영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요식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O2O 배달 앱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두 개 이상의 플랫

폼에 가맹하여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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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요식업체가 플랫폼 서비

스를 두 개 이상 복수로 가맹할 것인지와 어느 플랫

폼을 주 서비스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추

가하여 연구하는 것이 플랫폼 운영 정책 수립에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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