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ogistics distribution systems and services have

been improved, new types of services have been provided, and consumption patterns in consumer markets have also

changed. In the domestic distribution market,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the spread of smart devices, and

the growth of the e-commerce market have led to Omni-channel, a service that integrates offline channels and online

channels. Omni-channel service aims to provide consumers with consistent and convenient service by integrating offline

and online domain into one. Consumers can get integrated service on and offline. In this study, consumers' intention

to use Omni-channel was examined by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SERVQUAL. The survey was conducted on

Omni-channel user and the research model was composed of 2nd order factor mod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Omni-channel which provides integrated service based on the prior literature and 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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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1인 가구의 확대, 고령화 사회와 같은 사

회적 변화와 유무선 인터넷과 관련 스마트 기기 및

인프라의 보급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은 다양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기

업 역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장

을 확장하고 있다. ICT의 발전은 전통적인 소매 시

장인 오프라인 매장(In-store) 뿐만이 아닌 전자상

거래(E-commerce)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 하였고,

M-commerce, Social-commerce과 같은 과거에

는 없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각각

의 시장은 매장 내 고객 경험 증대, 가격 차별화, 배

송의 편리함 등 각각의 장단점을 내세우며 경쟁하

는 구도로 나타났다(Dholakia et al., 2010). 하지

만, 최근에는 현장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직

접 확인하고 선택하여 구매하던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상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획득부터 구매까지

가능한 온라인 채널 등을 합쳐놓은, 각각의 장단점

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이

등장하였다(Lee et al., 2018). 옴니채널(Omni-chan-

nel)이란, 고객들에게 모든 접점(touch point)에서

일관된 편의를 추구하며 기존보다 더 나은 쇼핑 경

험을 제공하려는목적으로유통채널사이의 누락이

나 단절이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채널이

통합된 서비스를 옴니채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옴니채널과 멀티채널(Multi-channel)에 대한 명확

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으나(Georsch,

2002), 멀티채널은 쇼핑 경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

인 채널을 동시에 사용하여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

우이다(Cao and Li, 2015). 멀티채널과 옴니채널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소

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일관적이고 동일한 품질

과 서비스의 유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 오프라

인 매장 상관없이 동일하고 일관된 정보, 품질,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하나의 유통채널을 옴니

채널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옴니채널 서비스를 통해 모든 유통망에서 통일된

수평적 경험(Horizontal Experience)을 제공하고

자 하며, 모바일 앱과 매장 내 바코드 스캔, 스마트

결제 등을 통하여 고객 경험과 접점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구매자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Dongwon Min, 2016; Kim

and Shin, 2016). 옴니채널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국의 글로벌 유통업체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의

다국적 기업들은 옴니채널 서비스를 자신들의 기업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Jang and Lee, 2016). 국

내에서는 롯데, 신세계 등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 유

통 기업을 위주로 옴니채널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

고 있다. 옴니채널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옴니채널이 제공하는 가치 창출과 채널의 융합 및

통합에 관한 연구(Kim and Shin, 2016), 기업 측

면에서 옴니채널을 실행하는데 주요한 요인인 물류

시스템에 관한 연구(Lee, et al., 2018), 상품 재고

정보제공에 따른 옴니채널 편의와 사용의도를 조사

한 연구(Park et al., 2018) 등이 있다. 하지만, 옴니

채널 서비스를 통한 구매 동기와 옴니채널 서비스

의 품질과 같은 내외적 동기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채널 연구에 비해 부족하다. 옴니채널 환경하에서

소비자들은 유통망의 선택에 있어서, 시간, 장소의

편리성, 효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유통

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에서 구매한 이후 집으로 배송시키거나, 온라인으

로 구매한 상품을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원하는

매장에서 수령해 갈 수 있다. 환불, 교환, AS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원하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자기결

정성)으로 인해 채널에 대한 사용 의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용에 따른 서비스 품질

의 경험과 인지 역시 사용 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

라 채널 융합에 따른 새로운 유통 채널인 옴니채널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옴니채널을 사용하는 소비자

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실제 소비자들이 옴니채널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을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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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은 개인 성격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자기적 조절을

구분하기 위한 내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는 Deci

(1985)가 주장한 이론이다. 다양한 연구에서 SDT

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 및 만족(Lee et al., 2016),

브랜드 선택과 태도(Hwang, 2014), 만족 및 관계

지속 의도(Suh, 2011), 제품의 구매의도(Han and

Park, 2019) 등 다양한 연구에서 구매 의도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선행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Deci

and Ryan(1986)에 의하면 자기 결정성은 외부에

서 오는 보상 혹은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자

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

다고 주장하였다. SDT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외부에서 오는 강제성, 보상, 압박에 의해 행동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

며, 사회화 과정 속에서 특정한 가치나 행동을 자

신에게 내면화(internalization)하기 때문에 보상

혹은 내적 요인으로 흥미가 없어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Broeck et al., 2008). Deci

and Ryan(1985; 2000)는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상호적으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

라 자율성의 수준에 의해서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SDT에서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내재적 동기

란 행동에 대한 선택의 근거가 되는 근원이 개인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외재적 동

기란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외부에서 어떤 자

극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Suh, 2011;

Hwanl, 2014; Kim and Suh, 2016). Ahn and Yang

(2018)에 따르면 SDT의 3가지 요인-자율성(auto-

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들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행위의 강도 및 몰입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2.2 서비스 품질(SERVQUAL)

많은 선행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 측정 척도인

SERVQUAL을 이용하여 서비스 품질 조건이 소

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대한 태도나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Kim and

Lennon, 2013). Parasuraman et al.(1991)에 따르

면 고객들이 서비스를 평가하기에 제품의 품질보다

더욱 복잡하며, 서비스 품질의 지각의 경우 실제 제

공받은 서비스성과에 대해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기

대와 비교를 통해 결정되며, 품질 평가는 서비스의

결과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전달

과정도 포함된다. SERVQUAL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품질 연구 및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

다. 해당 척도의 가장 큰 특징은 품질 측정의 일반

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SERVQUAL 척도로 측정

이 가능한 서비스의 측면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의 항목에 적용이 가

능하다. 단점의 경우 일반화하기엔 우수하나 특정

한 서비스가 가지는 개별적인 차원이나 특성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Cronin and

Taylor, 1992; Deci and Ryan, 2008; Lin, 2012).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현재로 이어지는 서비

스나 제품에 대한 품질을 측정한 연구자들은 지속

적으로 척도를 개발하여 SERVQUAL 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E-SERVQUAL(Jarvenpaa et al.,

2000; Kim and Oh, 2015),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M-SERVQUAL

등 다양한 서비스품질 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연구

하고 있다(Moon et al., 2018).

3. 연구모형 및 연구 가설

3.1 연구 모형

옴니채널서비스의경우타채널에비해, 소비자의

주도적 결정권이 강화되어 있으며(구매선택,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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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픽업 선택 등), 다양한 채널에서 얻을 수 있는 서

비스의 편의가 통합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진

다(Lee et al., 2018; Park et al., 2018). 통합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의 측정에 있어 개별적 차원과 특성을 파악하

기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외재적 동기로 서비스

품질 척도인 응답, 확신, 유형, 공감, 신뢰성을 측

정항목(1st order factor)으로 옴니채널 서비스 구

매의도에 대한 2차 요인(2nd order factor)으로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SERVQUAL 관련 연구에

서 많은 연구자들은 SERVQUAL의 5가지 요인을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Jung,

2018). Sureshbab et al.(2014)는 연구에서 서비스

측정항목으로 하나의 요인(tangibility)만을 고려

하고 있으며, Theodorakis et al.(2013)과 Kasiri

et al.(2017)는 각각의 연구에서 5개의 요인을 2개

2차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같

이 Nyadzayo and Khajehzadeh(2016), Lin et al.

(2015) 그리고 Lee et al.(2018)은 연구에서 통합

적 서비스 측정을 위하여 5개의 SERVQUAL 요

인을 하나의 2차 요인으로 측정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옴니채널 등장 이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들은 대부분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각각의 채널에서 제공되

는 한정된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멀

티채널 소비자라 할지라도 통합된 서비스(i.e. 온라

인-오프라인 연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

늘날의 옴니채널 소비자들은 통합된 온라인-오프

라인 채널에서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

용 방식을 개인화한다. 그러므로 자기 결정은 옴니

채널 소비자의 두드러진 측면일 것이다. SDT(자율,

유능, 관계성)는 구매의도와 같은 행위의 원천인 일

련의 심리적 요구(needs)를 설명하며, 개인이 자신

의 환경에서 행동하고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에너

지를 제공한다(Karahanna et al., 2018). 본 연구에

서는 자율, 유능, 관계성의 SDT의 세요인(1st order

factor)을 바탕으로구매의도에대한내재적동기로서

(Deci and Ryan, 2000), 2차 요인(2nd order factor)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옴니채널 환경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 동기와 서비스품질이 옴니채널 서비스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27

3.2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갖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사, 혹은 재구매 가능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

발적 추천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Song and Jeong,

2017). 구매에 대한 의도는 실제 서비스의 사용과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

비자가 인지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적인

구매 의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시장조사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

사 조사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Baek and Han,

2015). 본 연구에서 구매의도는 옴니채널 서비스

를 통하여 소비자가 가지는 구매 혹은 사용의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인

식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채널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 소비로 이루어질 잠재적 가능성과

의도를 의미한다.

3.3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인

SDT(Deci and Ryan, 2000)에 의하면 인간은

자율, 유능, 관계성의 세 가지 심리 욕구를 소유하

고 있다. SDT의 핵심은 개인이 가지는 내재적 동

기를 촉진시키고 외부에서 내부로 받아들여지는

외재적 동기들을 내면화시킴으로써 통합된 조정

을할 수있도록, 인간은자율성(autonomy), 유능성

(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요인들을 자

극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적인 구성과 통

제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몰입해 간다는 점이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다. SDT와 관련한 연구는 일반

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몰입하기 위한 전제

적 조건으로서 진행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

차 마케팅 및 전략적 연구에서 소비자 개인의 행

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합리적 근거 이론으로서 활

용되고 있다(Hwang, 2014; Cho, 2018; Ahn and

Yang, 2018; Jung, 2018).

3.3.1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이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

이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

운 상태를 원하는 것이다(Deci and Ryan, 2000).

자율성은 자신 스스로가 행하는 행동에 대한 근원

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

며, 개인이 인식하는 심리적 보상으로 어떤 행동

을 행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흥미, 재미, 자아실현

등과 같은 내적인 보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성은 자기결정성의 세 가지

구성요인 중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자율성이 보장

될 때 유능감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다(Ryan,

1982). Deci(2004)의 연구에서 자기 결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되

어 온 요인이며, 자율성과 함께 통제된 의도와 함

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Deci and Ryan, 2000).

개인의 행동에 자율성을 보장받을 때 유능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며(Deci and Ryan, 2000) 개인

이 유능성에 대해 지각할 때 행동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아진다고 하였다(Levesque et al., 2004).

3.3.2 유능성(Competence)

유능성은 행동을 통해서 효율성과 자신감을 느끼

는 의미로 개인들 스스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함으로써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를찾고

경험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Deci and Ryan,

2000). 유능성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고, 내부적 동기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요인들

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때 충족될 수 있고(Deci and Ryan, 1985). 개인별로

특정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확

장함으로 만족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Koestner and McClelland, 1990; Ryan and

Deci, 2000; Elliot and Thrash, 2002). 그러므로 유

능성은 개인이 가진 가치, 역량에 대한 개인적 확신

혹은 믿음의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Elliot and

Thras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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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항목 연구자

자율성
(Autonomy)

나는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Deci and Ryan(2000)
Deci et al.(2011)

Van den Broeck et al.
(2008)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유롭게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서비스를 사용한다.

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내린 결정이 항상 옳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결정하고 사용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다.

스스로 결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유능성
(Competenece)

내가 받는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한다.

나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 할 수 있다.

나는 무언가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다.

나는 소비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관계성
(Relatedness)

나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비스 제공자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느낀다.

나는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고 공감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

<표 1> 자기결정성(SDT) 항목

3.3.3 관계성(Relatedness)

관계성은 사회,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

면서 자신 스스로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소유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Deci and Ryan, 2000),

하나의 성향으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타인들과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추구하면서 더욱 발전시키

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Levesque et al., 2004).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자기 결정성 요인 중 가장

늦게 논의되었으며, 내면화의 요인 중 중요한 요

소이기는 하나 자율성이나 유능성만큼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eci

and Vansteenkiste, 2004). 이와 관련하여 Ryan

and Deci(2000)의 SDT에서는 관계성을 위한 욕

구 충족이 유능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처럼 내재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내

재적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에서는 자율성, 유능, 관계성을

옴니채널 선택의 내재적 동기인 자기결정성의 2차

요인(Deci and Ryan, 2000)으로 구성하며(<표

1>),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 소비자의 자기결정성은 옴니채널 서비스 구

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옴니채널 서비스품질(SERVQUAL)

연구에서는 옴니채널이라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

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자

Parasuraman et al.(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모

바일, 온라인, 웹, 소셜 미디어 등에 관련된 연구의

다변화된서비스품질척도를참고하여재구성하였다

(Parasuraman and Berry, 1991; Jarvenpaa et al.,

2000; Lin, 2012; Kim and Lennon, 2013). 서비스

품질척도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 5가지요인

인 응답성,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 신뢰성의 요인

을 사용하였으며,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

에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반응성이란 소비자가 상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기업이 어느 정도로

고객을 도우며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신속한 태도를 의미한다(Deci and Ryan, 2008;

Lin, 2012). 확신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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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항목 연구자

응답성
(Responsiveness)

기업은 명확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까?

Parasuraman and
Berry(1991)
Jarvenpaa et al.

(2000)
Kim and Lennon

(2013)

고객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 했습니까?

기업은 귀하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 했습니까?

서비스는 빠르고 최신의 것입니까?

확신성
(Assurance)

기업은 고객이 서비스 사용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까?

서비스를 제공 할 때 거래에 대한 보안을 제공 했습니까?

기업은 지속적으로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까?

회사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형성
(Tangibility)

가장 최근에 사용한 서비스입니까?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 되었습니까(웹 페이지, 상점 구조, 시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당신이 사용한 서비스는 좋고 편안했습니까?

당신이 제공받은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보입니까?

공감성
(Empathy)

기업은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기업은 모든 고객에게 사용하기에 좋은 경험을 제공 했습니까?

고객을 개인적으로 관리 한 직원이 있습니까?

기업은 당신이 가진 최선의 이익을 이해했습니까?

기업은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이해했습니까?

신뢰성
(Reliability)

기업에서 제공한 운영시간동안 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 업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기업이 제공하기로한 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해당 기업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예상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표 2> 서비스품질(SERVQUAL) 항목

기업 혹은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의미하며, 소비자에

게 확신과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사자들

의 능력 수준을 의미한다(Jarvenpaa et al., 2000).

유형성이란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제공받는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요인

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의미로서 서비스 제공

직원의 태도, 점포, 매장, 시설, 웹사이트, 어플리케

이션, 홈페이지등서비스제공을위해수반되는모든

물리적인 부분을 의미한다(Lee et al., 1999; Lin,

2012). 공감성이란 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

공할 때 소비자가 인지하게 되는 고객 개개인에 대

한 관심, 배려, 응대 등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원하

는 수요에 대한 이해 정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Jarvenpaa et al., 2000; Kim and Oh, 2015). 신

뢰성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서 지정된 시간, 장소 등 소비자가 해당 아이템을

제공받는데 설정된 유무형의 설정 사항들이 정확하

게 수행되는 정도를 의미한다(Cronin and Taylor,

1992; Kim and Lennon, 201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구성하였고,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2차 요인(Lin et al., 2015; Nyadzayo and Kha-

jehzadeh, 2016; Lee et al., 2018)으로 옴니채널 서

비스품질을 구성하였다(<표 2> 참조). 연구 가설

은 다음과 같다.

H2 : 소비자가 인식한 옴니채널 서비스품질(SER-

VQUAL)은 옴니채널 서비스 구매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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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빈도

성별
남 106

여 73

합계 179

나이

20s 64

30s 63

40s 38

50s over 14

수입
(월, 만원)

< 100 57

100 < 200 61

200 < 300 23

300 < 400 12

400 < 500 8

500 이상 18

교육

고등학교 졸업 52

대학교 졸업 93

석사학위 이상 34

직업

대학생 31

공무원 7

전문직 28

주부 12

사무직 54

자영업 7

서비스업 9

생산업 4

농업 7

기타 20

<표 3> 인구 통계4. 연구방법

연구의 실증 분석 진행을 위해 국내에서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를 확인하고자 사전

조사(pilot test)를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상

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브랜드와 옴

니채널 서비스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옴니채널 서비스는 온라인 구매 후 오프라인 픽업이

가능한 ‘스마트 픽’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였다. 국내

에서 해당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롯데

스마트 픽’, ‘SSG 매직픽업’, ‘현대 스토어 픽’, ‘교보

문고 바로 드림’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한

후 오프라인에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비스선

택의 내재적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자율성(auto-

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은 Deci and Ryan(2000)의 연구와 후속 연구인

Deci et al.(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 항목을

본연구의주제에적합하도록재구성하여측정하였다

(<표 1> 참조). 서비스품질측정을위해 Parasuraman

and Berry(1994)의 연구와 Jarvenpaa et al.(2000)

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비자의 외부 평가 요인인 서

비스 품질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측정

하였다(<표 2> 참조). 해당 옴니채널 서비스를통하

여 상품 구매경험이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Likert

scale의 5점 척도(1 = “strongly disagree” to 5 =

“strongly agree”) 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총 224개

의 응답을 획득하였다. 이중 모든 항목에서 같은 응

답(i.e. 5, 5, 5, 5, 5, 5)을 하거나, 결측 값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179개의 데이터를 PLS-SEM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3> 참조).

5. 분석 및 결과

제안된 연구 모형을 테스트하기 위해 Partial

least squares-Structural equation modelling(PLS-

SEM)이 사용되었다. Smart PLS 3.0(V.3.2.7)에서

구현된 PLS(partial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

여 연구 모형을 검정했다(Henseler et al., 2009).

PLS는 공분산 기반 SEM 방법(Gefen et al., 2011)

보다 분산을 극대화하는데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PLS는 큰 표본 크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측정 척도 및 잔차 분포에 대한 제한이 적다(Chin,

2003). 분석은 측정 및 구조 모델을 테스트함으로써

진행되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측정

모델은 각 구성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테스트하고

bootstrap procedure로 요인부하 및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정했다(Davison et al., 2003).

Cronbach’s Alpha 및 composite reliability(CR)

는 내적일관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표 4>,

<표 5> 및 <표 6>은 관련 추정 값을 보여준다.

Nunnally(1978)는 0.70 이상의값이적절한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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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ronbach’s α 복합신뢰성(CR) 평균 분산(AVE)
확신성 0.788 0.876 0.703
자율성 0.706 0.836 0.631
유능성 0.787 0.876 0.702
공감성 0.786 0.875 0.701
구매의도 0.9 0.926 0.714
관계성 0.811 0.889 0.728
응답성 0.781 0.872 0.695
신뢰성 0.795 0.907 0.83
유형성 0.781 0.874 0.698

<표 4> 신뢰성과 타당성(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 확신성 0.838 　 　 　 　 　 　 　 　 　 　
2. 자율성 0.208 0.794 　 　 　 　 　 　 　 　 　
3. 유능성 0.169 0.586 0.838 　 　 　 　 　 　 　 　
4. 서비스품질 0.586 0.284 0.407 0.736 　 　 　 　 　 　 　
5. 공감성 0.627 0.322 0.426 0.619 0.837 　 　 　 　 　 　
6. 자기결정성 0.433 0.71 0.723 0.469 0.516 0.728 　 　 　 　 　
7. 구매의도 0.502 0.258 0.431 0.595 0.553 0.437 0.845 　 　 　 　
8. 관계성 0.552 0.241 0.408 0.846 0.577 0.451 0.54 0.853 　 　 　
9. 응답성 0.6 0.296 0.316 0.716 0.532 0.477 0.458 0.709 0.834 　 　
10. 신뢰성 0.516 0.222 0.393 0.642 0.428 0.544 0.425 0.605 0.52 0.911 　
11. 유형성 0.483 0.304 0.453 0.807 0.508 0.537 0.561 0.778 0.715 0.616 0.835

<표 5>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항목 VIF 항목 VIF 항목 VIF 항목 VIF 항목 VIF
확신1 1.548 자율1 1.517 공감1 1.636 신뢰1 1.441 응답1 1.726
확신2 1.516 자율2 1.338 공감2 2.16 신뢰2 2.298 응답2 1.788
확신3 1.77 자율3 1.623 공감3 1.603 신뢰3 2.018 응답3 1.692
확신4 1.695 자율4 1.354 공감4 1.167 신뢰4 2.526 응답4 1.501
의도1 2.48 의도2 2.196 의도5 2.503 유능2 1.803 유능4 1.465
의도3 2.245 의도4 2.506 유능1 1.856 유능3 1.901 유능5 1.685
관계1 1.546 관계3 1.772 유형1 1.861 유형3 2.134
관계2 1.772 관계4 1.467 유형2 1.595 유형4 1.41

<표 6> 공선성 통계(Collinearity Statistics-VIF)

나타낼 것을 제안했다. 우리 연구 결과의 Cron-

bach’s α값은 모든 항목에서 권장 임계값을 초과했

다. 복합 신뢰도(CR)가 0.7 이상이면 내적일관성의

신뢰성이 확보되고(Hair et al., 1998), 평균 분산

(AVE)이 0.5 이상이면 측정 모델은 수렴 타당성을

갖는다(Fornell and Larcker, 1981). 분석결과 모든

CR, AVE 값이 0.836～0.926, 0.631～0.830으로 내

적일관성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다중공선성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분산 인플레이션 계수(VIF)

를 계산했다. VIF 값은 임계값보다 낮았으며, 이는

다중공선성이 이 연구에서 위협이 아님을 나타낸다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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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 T P

서비스품질
(반영적 2차 요인)

서비스품질 → 확신성 0.586 12.025 0.000

서비스품질 → 공감성 0.619 11.253 0.000

서비스품질 → 신뢰성 0.846 38.919 0.000

서비스품질 → 응답성 0.716 20.068 0.000

서비스품질 → 유형성 0.807 27.197 0.000

자기결정성
(반영적 2차 요인)

자기결정성 → 자율성 0.71 17.816 0.000

자기결정성 → 유능성 0.723 15.842 0.000

자기결정성 → 관계성 0.544 8.908 0.000

가설 1 자기결정성 → 구매의도 0.202 3.36 0.001

가설 2 서비스품질 → 구매의도 0.5 6.885 0.000

<표 7> PLS-SEM 결과

[그림 2] PLS-SEM 결과(Path Coefficients and T-Values)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7>과 [그림 2]와 같다.

반영적 2nd order construct는 Bradley and Henseler

(2007)의 하이브리드 접근법(the hybrid approach)

을 사용했으며 1st order construct : Assurance,

Empathy, Reliability, Responsiveness, Tangi-

bility,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가

indicator로 SDT, SERVQUAL에 각각 반영적으로

할당되었고,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6. 결 론

6.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비 패턴

의 변화에 따라 진화되고 융합된 유통채널인 옴니

채널 서비스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확인하고자 국내 옴니채널 서비스 중 가장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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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픽(Smart Pick)’ 서비스 사용자에게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내, 외

재적 요인(SDT, SERVQUAL) 모두 서비스에 대

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Lin, 2012;

Kim and Lennon, 2013; Mcknight et al., 2002).

2차요인에서 SERVQUAL 요인(0.468)이 SDT 요인

(0.264)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사용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요구(needs) 충족(Karahanna et al.,

2018)도 중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품질 요

인이 구매의도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Mcknight et al., 2002; Wells et al., 2011; Hutter

et al., 2013). 옴니채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채널

선택, 채널 융합, 물류, 정보제공 등 다양한 관점에

서 연구(Kim and Shin, 2016; Lee et al., 2018;

Park et al., 2018)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옴니

채널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내재적, 외재적 동

기를 구분하여 실증함으로써 기존의 지식 체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DT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어 옴니채널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자기 스스로 찾아 직접 실행하는’, ‘자

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알며 잘 할 줄 알고

있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될 수 있다고 개념

화할 수 있다(Deci et al., 2000; Karahanna et

al., 2018). SDT의 1차 요인 모두 구성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유능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서

비스를 이용할 때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

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옴니채널의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소비자에게 시간과 공간 측

면에서 더욱 자율성과 유능성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쇼핑이 후 시간활용(오프라인 구매-배

송), 바로 구매가 필요한 상품(온라인 구매-픽업),

상품에 대한 통합된 정보제공(탐색비용 감소), 가

격의 합리성(플랫폼 내 동일한 온오프라인 가격

및 할인), 재고 조회를 통한 시간절약(매장 방문

시 재고 없음-탐색비용 감소) 등 소비자들은 옴니

채널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자율성, 유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품질의 1차 요인 모두 구성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응답성과 유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

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국내 옴니

채널의 경우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 대형 유

통업체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특징과 온오

프라인,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 등 어떤 접점을

통하더라도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서 동일한 정보

와 쇼핑 경험을 제공(Park et al., 2018)하는 옴니

채널의 특징으로 해석된다. 서비스의 예로 실시간

상품 재고 정보 제공, 배송 시간 및 장소 정보, 바

로 픽업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정보, 통합 AS,

플랫폼 내의 실시간 채팅기능, 현금, 신용카드, 스

마트 페이, 상품권 등의 다양한 결제 방법, 통합

제공되는 쿠폰과 할인 정보 그리고, 통합 관리되

는 마일리지 등이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

는 정보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

를 통한 지속적 신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통

합된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비자

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 가독성이 높은 UI(User Interface)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스마트 기기(어플리케이션)

를 사용하여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예를 들어,

QR코드를 통한 정보획득, 매장 내 검색 및 위치

네비게이션, NFC, RFID 등을 활용한 할인 쿠폰

및 자동 정보 제공-를 제공하고, 이를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직원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높은 품질경험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가 높아질 것이며,

사업자는 옴니채널을 통한 재고, 물류관리 측면

의 이점 외에도, 통합 마일리지를 통한 고객 정보

관리의 이점과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충성

도 및 브랜드 충성도를 관리하고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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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설문을 받고자, 옴니채

널 서비스 기업 및 픽업 서비스를 예로 들고, 해당

서비스 사용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향을

최소화 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지만, 서비스에 대한

예시로 인해 소비자들은 설문조사 응답 시 각인효

과가 발생하여 설문조사 응답에 개인의 한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특정 브랜드나 기업명에 대

한 소비자 태도를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

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정 기업, 서비스 별 차이에 따른

서비스 구매의도에 집중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

고 있으므로 옴니채널의 활성화 및 보편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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