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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오늘날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하여 O2O서

비스는 일상생활이 되고 있다. 최근 O2O서비

스가 매출 규모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장현황’ 발표에 의하

면 2019년 O2O서비스 국내 총 거래액이 전년 

대비에 30.4% 증가하였다(서울경제, 2020). 특

히 O2O서비스가 성장하는 분야들 중 하나는 

숙박/레저에 중심에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소비의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의 

정보 빠르게 획득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김형

모, 2016). 통계청의 ‘2020년 03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발표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의 총 거래액

이 전년 동월 대비에 11.8% 증가 했다고 하였

고 총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이 67.3%로 

전년 동월 대비에 4.2%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이용하는 쇼핑보

다는 간편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환경

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

르면 2020년 1월부터 2월 첫째 주까지 기간 동

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2020년 1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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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숙박애플리케이션 이용률이 25% 감소되었

다(숙박매거진, 2020). 하지만 야놀자가 공개한 

2020 황금연휴 여가 트렌트 분석 결과 2020년 

4월 30일부터 2020년 5월5일까지의 기간 동안 

숙박애플리케이션 이용률이 전년대비에 50% 

가까이 증가되었다(이데일리,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숙박 O2O 서비스 이용자

를 대상으로 O2O 서비스 영향요인과 실용적 

가치, 고객만족, 재이용의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을 검정한다. 분석된 결과의 의미를 제시함으로

써 숙박 O2O 서비스 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숙박 O2O 서비스가 재이용 의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인과 모

형을 구축하여 설문 서베이 조사방법을 이용하

여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O2O 서비스의 영향 요인

O2O 서비스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

(offline)이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며, 

최근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

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이다(국

립중앙과학관, 2020). 안기훈과 서영호(2018)

의 연구에서 O2O 서비스 영향요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O2O 서비

스 영향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2O 서

비스에 관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O2O 서비스

의 영향 요인을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정리하였

다. 첫째, 신뢰성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상

의 정보를 얼마나 의지하며 믿을 수 있는가를 

사용자가 인식하는 정도이다(Park, 2011). 김성

년 등(2019)은 O2O 서비스 영향 요인의 하나

인 신뢰성을 도출하였고 신뢰성이 사용자 만족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신뢰성이 사용자 

만족에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다양성은 SNS 및 모바일 앱 정보의 다

양한 정도를 의미한다(김혜심, 김창봉, 2018). 

전수부와 이종호(2016)는 O2O 서비스 영향 요

인 중 하나인 다양성을 도출하였으며 다양성을 

O2O 앱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호텔과 방의 정

도를 말한다. O2O서비스 이용 중에 다양한 장

소 및 방을 비교하여 자신의 기호에 맞는 호텔

을 결정하면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셋째, 경제성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특정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적 비용수준에 대해 소비자가 

적당하다고 인지한 정도이고(Zeithaml, 1988), 

염군과 김인재(2019)는 경제성을 가격의 적절

성과 품질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용범과 조은혜

(2019)는 O2O서비스 영향 요인으로 경제성을 

도출하였으며 경제성은 가격적인 장점으로 소

비자의 소비를 자극하는 주요 특성이다(최민서 

등, 2016).

넷째, 여가성은 O2O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

정에서 느낀 즐거움을 말한다(조용범, 조은혜, 

2019). 하혜림과 정유경(2017)은 O2O 서비스 

영향 요인을 O2O 앱 이용 동기 중의 하나로 여

가성을 도출하였다. 여가성은 온라인 서핑과 관

련이 있으며 고객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유용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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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안전성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속도,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같은 것에 대한 보안성 

등을 의미한다(김현경 등, 2001). 안기훈과 서

영호(2018)는 O2O 서비스 영향 요인을 온라인

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였다. 김선영과 오경수

(2015)는 온라인 서비스 영향요인 중 하나인 안

전성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거래정보가 안전

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질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여섯째, 개인화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춤화된 

제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도이다(고

은주, 2007). 김춘연과 황진숙(2012)은 모바일

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화는 모바일 플

랫폼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사용자 만족도에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맞춤형 정보의 제공을 주력해야 한다

고 하였다(강선도, 조성갑, 2019).

2.2 실용적 가치 

실용적 가치란 목표 지향적이며 기본적인 욕

구나 실용적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정도이다

(Ryu and Jang, 2007). Richins(1997)는 실용적 

가치를 소비자가 추구하는 제품, 서비스의 기능

적 편익인 시간절약, 저렴한 가격, 시설의 편리

성 등이라고 하였다. 안기훈과 서영호(2018)의 

연구에서 O2O 서비스 영향요인인 신뢰성, 보

안성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민서 등(2016)의 연구에서도 또한 

경제성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준과 조중환(2014)의 연구에서 

실용적 가치는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 가치의 일부분인 쾌락

적 가치보다 영향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온라

인 쇼핑몰 이용자들이 각 쇼핑 동기를 충족시

켜주며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고객만족 

고객만족이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감정을 경험

하는 상태를 말한다(Hunt, 1977). 차길수와 정

민화(2018)는 O2O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

에 미치는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만족

을 O2O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라고 정의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규모의 

확장과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차길수, 정민화, 2018).

2.4 재이용 의도 

재이용의도란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상품을 재이용하거나 단골고객이 되려는 

몰입 상태이며, 향후 서비스 및 상품을 변경하려

는 마케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서비스 및 

상품을 재이용하려는 의미이다(Oliver, 1997).

임정우와 전현모(2018)는 호텔 예약 앱의 서

비스 품질이 앱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

구에서 기대확신 모델을 적용하여 유용성과 만

족이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호텔 예약 앱의 사용자가 성과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유용성을 지각하게 

되어 만족과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예

약 앱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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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지속적 사용 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임정우, 전현모, 2018).

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숙박 O2O 서비스의 재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문헌 조사하

여 신뢰성, 다양성, 경제성, 여가성, 안전성, 개

인화 등을 독립변수로, 실용적 가치와 고객만족

을 매개변수로, 재이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지정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그

림 1> 참조). 다음은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3.2 연구가설

3.2.1 독립변수의 가설설정

박병기와 전상택(2017)은 중국 내 쇼핑몰 이

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용적 가치, 서비스품

질, 그리고 신뢰성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고, 신뢰성은 인터넷 쇼핑몰이 정직하거

나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쇼핑 

사이트의 신뢰 정도를 측정하였다. 안기훈

(2018)은 서비스 품질요인 중에서 신뢰성이 실

용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신뢰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2: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지숙과 김기영(2014)의 연구에서는 다양

성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록 선행연구에서는 다양성이 지

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모바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서비스 일상이 다양해진 현 상황에서 다양성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호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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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 관한 SNS 정보 및 모바일 앱(App)의 다양

성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혜심,  김창봉, 2018).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1: 다양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2: 다양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민서 등(2016)은 경제성이 소비자의 실용

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합

리적인 가격과 거래의 편리성이 실용적인 소비

에 영향을 주고, 모바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보다 소비가치에 계획적이고 실용적이라 하였

다. 부려와 최규환(2019)은 O2O 영향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3-1: 경제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2: 경제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가성이란 시간을 보내기 좋음, 온라인 서

핑이 좋음, 사용의 즐거움을 말한다(정유경, 하

혜림, 2017).  고상 등(2019)의 실증연구에서 여

가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주형

준과 서현석(2014)의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

비자 의사결정 성향 분석 연구와 Sproles and 

Kendall(1986), Mitchell(2004)의 선행 연구에

서도 여가성의 유형 중 하나인 즐거움 중시가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1: 여가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2: 여가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전성은 O2O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상품의 

반품, 교환, 대금 환급 등의 거래 과정이 용이하

고,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 장치의 구비를 통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거래정보가 안전하게 보

호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영과 오경수(2015)

의 연구에서는 안전성이 고객만족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최지혜 등(2019)의 연구

에서는 안전성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김경희(2008)의 인터넷 

쇼핑가치, 점포이미지와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

도 연구에서도 또한 안전성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1: 안전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5-2: 안전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매개변수의 가설설정

안기훈과 서영호(2018)는 실용적 가치가 고

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수현과 유

동구(2013)의 호텔 이용고객의 실용적 가치가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 및 구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실용적 가치의 한 측면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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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비용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측면인 비금전적 비용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수용(2008)은 실

용적 가치가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7-1: 실용적 가치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7-2: 실용적 가치는 재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표훈과 안광호(2019)는 고객만족이 O2O 

앱 서비스의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임정우와 전현모(2018)의 기대확신모

형을 이용하여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호텔 예약 앱 사용자에게 제공

된 차별화된 서비스가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속적인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Binter(1990)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고객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8: 고객만족은 재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Ⅳ. 자료 분석 및 결과

4.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국내 숙박애플리케이

션을 1회 이상 이용한 사용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접근의 용이성을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

문조사 사이트 중 하나인 ‘패널퀸’ 사이트로 진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04월 02일부터 2020년 

04월 06일까지 04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628부를 배포하여 397부의 설문 응답을 받

았다. 이 중에서 신뢰도가 낮거나 부적합하게 

응답한 설문지 43부를 제외한 354부를 SPSS 

25.0과 AMOS 20.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서 구조방정

식모형을 이용하였다.

4.2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을 우선 

살펴보면 남성이 140명(39.5%), 여성이 214명

(60.5%)이었으며 결혼여부에 따른 분포에서는 

기혼자가 188명(53.1%), 미혼자가 166명(46.9%)

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20세미만이 6명(1.7%), 

20~29세가 84명(23.7%), 30~39세가 156명

(44.1%), 40~49세가 68명(19.2%), 50세 이상이 

40명(11.3%)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가 41

명(11.6%), 전문대학교 재학/졸업이 38명(10.7%), 

대학교 재학/졸업이 249명(70.3%), 대학원 이

상이 26명(7.3%)이며. 직업은 회사원이 187명

(52.8%), 사업가(자영업)가 18명(5.1), 공무원

이 10명(2.8%), 학생이 41명(11.6%), 주부가 30

명(8.5%), 기술자가 9명(2.5%), 전문직(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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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교수)이 18명, 도소매업이 3명(0.8%), 

판매/서비스업이 16명(4.5%), 기타가 22명

(6.2%)이다. 월평균소득에서는 100만원미만이 

47명(13.3%), 100~199만원이 37명(10.5%), 

200~299만원이 101명(28.5%), 300~399만원이 

72명(20.3%), 400~499만원이 36명(10.2%), 

500만 원 이상이 61명(17.2%)이다.

4.3 숙박 애플리케이션 이용 실태

본 연구의 숙박 애플리케이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한달 이용 수는 1~5회

가 327명(92.4%), 6~10회가 20명(5.6%), 11~ 

15회가 6명(1.7%), 16~20회가 1명(0.3%)이다. 

주로 이용하는 숙박 앱은 에어비앤비가 29명

(8.2%), 야놀자가 118명(33.3%), 여기어때가 

구분 빈도 수 (명) 빈도 비율 (%)

성별
남성 140 39.5

여성 214 60.5

결혼여부
미혼 188 53.1

기혼 166 46.9

연령

20세 미만 6 1.7

20~29 84 23.7

30~39 156 44.1

40~49 68 19.2

50세 이상 40 11.3

학력

고등학교 이하 41 11.6

전문대학교 재학/졸업 38 10.7

대학교 재학/졸업 249 70.3

대학원 이상 26 7.3

직업

회사원 187 52.8

사업가(자영업) 18 5.1

공무원 10 2.8

학생 41 11.6

주부 30 8.5

기술자 9 2.5

전문직(방송인/예술인/교수) 18 5.1

도소매업 3 0.8

판매/서비스업 16 4.5

기타 22 6.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47 13.3

100~199만원 37 10.5

200~299만원 101 28.5

300~399만원 72 20.3

400~499만원 36 10.2

500만 원 이상 61 17.2

<표 1>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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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10.7%), 익스피디아가 35명(9.9%), 호텔

스닷컴이 66명(18.6%), 호텔스컴바인이 37명

(10.5%), 인터파크투어가 10명(2.8%), 데일리

호텔이 10명(2.8%), 기타가 11명(3.1%)이다.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방문할 때 주요 이용하는 

기기는 태블릿이 2명(0.6%), 컴퓨터가 42명

(11.9%), 핸드폰이 310명(87.6%)으로 핸드폰

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수 (명) 빈도 비율 (%)

한달 이용수

1~5회 327 92.4

6~10회 20 5.6

11~15회 6 1.7

16~20회 1 0.3

주로 이용하는 

숙박 앱

에어비앤비 29 8.2

야놀자 118 33.3

여기어때 38 10.7

익스피디아 35 9.9

호텔스닷컴 66 18.6

호텔스컴바인 37 10.5

인터파크투어 10 2.8

데일리호텔 10 2.8

주로 이용하는 

기기

기타 11 3.1

컴퓨터 42 11.9

핸드폰 310 87.6

태블릿 2 0.6

<표 2> 숙박 애 리 이션 이용 실태

구분 변수 조작  정의 연구자

독립

변수

신뢰성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도
제정아, 서상혁(2018)

다양성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상품, 이벤트, 가격,  

사용 후기들의 다양한 정도
전수부, 이종호(2016)

경제성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는 정도
Zeithaml(1998)

여가성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흥미로움 

등을 느끼는 감정
조용범, 조은혜(2019)

안전성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침해, 결재방법에 대한 

안전한 정도
이전제, 한인희(2019)

개인화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선호하는 숙박 상품의 종류와 

위치, 이벤트 가격, 개인의 맞춤화된 서비스 정도

Surprenant and Solomon 

(1987)

매개

변수

실용적 

가치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효율적 가치, 경제적 

가치,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가치

Ryu and Jang(2007)

김상현, 박현선(2013)

고객 만족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용이성, 정보 다양성, 가격 

경제성 등에 대한 O2O특성의 전반적인 만족도
Kotler(2000)

종속

변수
재이용의도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타인에게 권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선호하는 정도
Oliver(1997)

<표 3>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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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 문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의 의미와 관련

된 문헌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모두 9개의 

연구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용적 가치와 고객만

족이라는 2개의 개념변수(Construct)를 매개변

수로 하고 6개의 영향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사

용된 연구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다.

4.5 모형 분석

4.5.1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는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연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집중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Regression Weights)과 표준요

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통하여 평가하였

다.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p<.001)되고 표준화 

λ값이 0.5이상이어야 잠재변수가 관수변수에 

의해 잘 설명된다. 그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p<.001)되지 않거나 표준화 λ값이 0.5이

하인 관측변수인 다양성 5, 경제성 5, 실용적 가

치 2를 삭제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측정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고 

표준화 λ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변수

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 및 크롬바흐 알파 

값을 구하였다. 개념 신뢰도 값이 0.7 이상, 평

균분산추출 값이 0.5 이상, 크롬바흐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개념 측정항목
표 요인
부하량

표 오차 AVE
개념

신뢰도(C.R.)
Cronbach's α

신뢰성

신뢰1 0.718 0.238

0.581 0.872 0.773

신뢰2 0.745 0.223

신뢰3 0.630 0.285

신뢰4 0.650 0.298

신뢰5 0.515 0.508

다양성

다양1 0.636 0.279

0.515 0.718 0.682
다양2 0.650 0.233

다양3 0.588 0.418

다양4 0.527 0.435

경제성

경제1 0.556 0.360

0.544 0.737 0.711
경제2 0.643 0.277

경제3 0.695 0.284

경제4 0.591 0.384

여가성

여가1 0.681 0.371

0.602 0.776 0.818
여가2 0.802 0.230

여가3 0.797 0.264

여가4 0.648 0.565

<표 4> 2차 확인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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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다양성 경제성 여가성 안 성 개인화
실용
가치

고객만족
재이용
의도

신뢰성 0.762* 0.428 0.432 0.335 0.526 0.410 0.324 0.552 0.341

다양성 0.718 0.694 0.218 0.269 0.468 0.579 0.479 0.419

경제성 0.738 0.314 0.329 0.510 0.616 0.666 0.506

여가성 0.776 0.293 0.375 0.147 0.539 0.325

안전성 0.749 0.462 0.129 0.454 0.242

개인화 0.781 0.446 0.566 0.391

실용적가치 0.802 0.671 0.729

고객만족 0.811 0.810

재이용의도 0.841

<표 5> 잠재변수 간의 상 계수

 * :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4.5.2 타당성 분석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사회과학 분야에

서 0.8을 초과하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배병렬, 2002).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계수 값의 일부 값이 0.8에 가까운 값

을 보여주고 있지만,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의 

값이 0.7 이상이고 각 대각선에 있는 이 제곱근

의 값이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

기 때문에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와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기준을 

만족한다(Fornell and Lorcker, 1981).

안전성

안전1 0.614 0.309

0.561 0.749 0.789

안전2 0.669 0.410

안전3 0.694 0.322

안전4 0.749 0.310

안전5 0.551 0.351

개인화

개인1 0.729 0.254

0.610 0.781 0.774
개인2 0.700 0.315

개인3 0.669 0.319

개인4 0.633 0.309

실용적 

가치

실가1 0.680 0.241

0.643 0.802 0.721실가3 0.672 0.271

실가4 0.687 0.257

고객만족

고만1 0.753 0.161

0.658 0.811 0.795
고만2 0.709 0.290

고만3 0.640 0.354

고만4 0.719 0.231

재이용의도

재의1 0.774 0.177

0.707 0.841 0.839
재의2 0.779 0.219

재의3 0.689 0.327

재의4 0.77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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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

증하기 위해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를 평가하였다. 연구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χ2= 1414.899 (p=0.000, df=599), 

χ2/df=2.362, GFI=0.810, AGFI=0.777, NFI= 

0.783, CFI=0.861, RMR=0.035, RMSEA= 

0.062로 분석 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 

6>과 같이 적합도 판단기준에 AGFI, NFI만 다

소 적합도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를 

제외한 적합도 지수는 GFI=0.810, AGFI= 

0.777, NFI=0.861, CFI=0.861, RMR=0.035, 

RMSEA=0.062로 나타났다.

합도 지수 기  값 출처

X² p≦0.05～0.10 이현실, 양지안(2017)

χ2/df ≤3 이현실, 양지안(2017)

RMR ≤0.05 이현실, 양지안(2017)

GFI ≥0.8 Bagozzi and Youjae(1988)

AGFI ≥0.8 Bagozzi and Youjae(1988)

NFI ≥0.8 Bagozzi and Youjae(1988)

CFI ≥0.8 Bentler and Bonett(1980)

RMSEA ≤0.08 이현실, 양지안(2017)

<표 6> 합도지수의 종류와 합도 단기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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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P-value 값이  

0.05이하, |t|값이 1.96 이상이면 가설을 채택으

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모형의 2개의 주요 

개념 변수인 실용적 가치와 고객만족,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이용 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되었지만, 독립변수 군과 매개변수 간의 인

과관계는 기각된 경로가 다수 나타났다. 독립변

수 군, 매개변수인 실용적 가치 및 고객만족, 종

속변수인 재이용의도 간의 직접/간접/총 효과는 

<표 7>과 같다. <표 8>은 가설검정의 결과이다.

구분 신뢰성 다양성 경제성 여가성 안정성 개인화 고객만족 재이용의도

실용적 가치

총 효과 - - 0.47 - 0.40 0.34 0.78 0.86

직접효과 - - 0.47 - 0.40 0.34 0.78 0.38

간접효과 - - - - - - - 0.48

고객만족

총 효과 - - 0.37 0.30 0.71 0.27 - 0.62

직접효과 - - - 0.30 0.40 - - 0.62

간접효과 - - 0.37 - 0.31 0.27 - -

재이용의도

총 효과 - - 0.41 0.19 0.59 0.29 0.62 -

직접효과 - - - - - - 0.62 -

간접효과 - - 0.41 0.19 0.59 0.29 - -

<표 7> 잠재변수간의 직 /간 /총 효과

가설검정 S.E. P-value 결과

H1-1. 신뢰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24 0.100 기각

H1-2.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19 0.728 기각

H2-1. 다양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92 0.185 기각

H2-2. 다양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81 0.148 기각

H3-1. 경제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81 0.009 채택

H3-2. 경제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80 0.530 기각

H4-1. 여가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58 0.130 기각

H4-2. 여가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61 0.000 채택

H5-1. 안전성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33 0.003 채택

H5-2. 안전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48 0.006 채택

H6-1. 개인화는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23 0.006 채택

H6-2. 개인화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28 0.279 기각

H7-1. 실용적 가치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68 0.000 채택

H7-2. 실용적 가치는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97 0.000 채택

H8.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90 0.000 채택

<표 8> 연구가설의 검정



국내 숙박 O2O서비스의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37 -

Ⅴ.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숙박 O2O 서비스의 재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O2O 서비스 특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신뢰성, 다양성, 경제성, 여가성, 

안전성, 그리고 개인화 등의 총 6개 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실용적 가치 및 고객만족을 매개변

수로, 재이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1년 이내의 국내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1

회 이상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

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총 354부의 설문 내용

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적 

가치와 고객 만족의 매개 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성과 

토대로 O2O서비스 분야에 다시 입증되었으며, 

숙박 O2O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에 이용자의 

실용적 가치와 고객만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O2O 서비스 영향 요인인 경제성, 

안전성, 개인화와 실용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

계에서 경제성, 안전성, 개인화는 실용적 가치

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숙박업소를 찾아

보는 시간, 하루 숙박 하거나 대실하는 등의 비

용과 노력을 절약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상품 결재방법이 안전하고, 숙박 상품의 종

류와 위치, 이벤트 가격, 개인의 맞춤화된 서비

스가 제공 될 수 있을 때, 사용자의 실용적 가치

가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숙박 애

플리케이션 운영자는 해당 요인을 검토하여 기

술적인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고 숙박 애플리

케이션을 운영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O2O 서비스 영향 요인인 여가

성, 안전성, 매개변수인 실용적 가치가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성, 안전성, 실용적 

가치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관

련된 정보를 구할 때 흥미롭거나, 시간이 가는 

줄 몰랐을 때, 숙박 상품이 안전하게 결재 처리

되었을 때, 나만의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 

때, 효율적 및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때 사용자

의 고객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

째, 실용적 가치, 고객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실용적 가치, 고객만족은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

은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빠른 예약, 쉬

운 예약이 가능하면은 재이용 의도가 높아지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만족감을 

느낄 때 사용자의 재이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신뢰성, 다양성, 경제

성, 여가성, 개인화는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용

자의 실용적 가치와 고객만족에 부분적으로 영

향에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설문으

로 응답자가 설문의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거나 설문의 오류 때문일 수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설문을 정교하고 만들고 표본의 크기

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숙박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그런데 응답자의 거주지가 서울, 경

기 지역으로 편중되었다. 향후 응답자의 거주지

가 서울, 경기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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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여 더 깊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O2O 서비스 영향요인을 신

뢰성, 다양성, 경제성, 여가성, 안전성, 개인화 

등으로 한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측면

의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O2O 서비스 관련 문헌에서 

이문봉과 이옥(2020)은 배달 앱에 관하여 연구

하였지만, O2O 서비스 관련하여 사전 연구가 

부족하여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다양성, 

여가성이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

만 이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안기훈, 서영호, 

2018; 심지숙,  김기영, 2014)와는 차이를 보였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다양성, 경제

성, 개인화가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선행 연구(김성년 등, 2019; 박병기, 전상택, 

2017;  전수부, 이종호, 2016; 전표훈, 안광호, 

2019; 김선영, 오경수, 2015)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온라인 한 가지 방법

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불성실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좀 더 신뢰성이 높

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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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the Intention to Reuse O2O 
Service in Domestic Accommodation 

Kim, Jung-Kyun․Kim, Injai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dually increase the use of O2O services in recent years. It 

is a part of our daily lives, and accommodation/leisure is a part of the growing use of O2O services. 

Based on various prior research related to O2O service, the Commission intends to establish th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empirical research an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O2O 

service impact factors and practical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analyzed what factors affected the intention of re-use of domestic accommodation 

O2O services. This research model was proposed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 paper, and 

reliability, diversity, economics, leisure, safety and personalization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practical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are parameters, and reuse intent is composed 

of dependent variables. Within the last year, users of domestic accommodation applications were 

selected as users who used domestic accommodation applications more than once, and data of 

domestic accommodation application user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and AMOS 20.0 

programs.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economic efficiency, safety and personaliza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ractical valu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2O service impact factors and 

their impact on practical values. On the other hand, reliability, diversity and leisure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practical values. In terms of O2O service impact factors and their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leisure and safe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reliability, diversity, economics, and individualization have shown no significant 



국내 숙박 O2O서비스의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43 -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Practical values, parameters, customer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were also shown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ractical values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Keyword:  Accommodation Applications, O2O Service, Practical Value, Customer Satisfaction, 

Intention to Reuse,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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