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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쇼핑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매장과 온라인 및 모바일 매장에서의 채널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동일한 쇼핑에도 여러 채널을 동시에 이용해 정보 검색 및 구매 행위에 적극 활용하
는 옴니채널 쇼핑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경영정보,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옴니채
널 쇼핑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소비자의 심리적 기질 차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옴니채널 쇼
핑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를 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소비자가 더 외향적(vs. 내성적) 일수록 
동일 제품의 쇼핑에 있어서도 보다 옴니채널 쇼핑방식을 선호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외향성이 높이
는 다양성 추구 성향에 의해 매개됨을 보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의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의 독특함 추구 성향 및 구조화 욕구와 옴니채널 쇼핑이 연계되어 연구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옴니채널 쇼핑, 외향성, 내향성, 다양성 추구, 온라인, 모바일

Abstract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is rapidly affecting the way of shopping. When consumers go about 
retail activities, they not only use a single channel (e.g.,  traditional stores, mobile) but also combine different 
channel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favorableness toward omni-channel shopping. 
Specificall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extraversion-introversion on the omni-channel shopping 
favorableness. Moreover, the effect of variety-seeking tendency is examined as a mediator. The results of an 
experiment using PROCESS program find that when participants are more extravert, they show greater 
favorableness toward omni-channel shopping and variety-seeking tendency mediates the effect of 
extraversion-introvers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research proposes managerial implications and several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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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MIT Sloan Management review에 의하면 미국의 경

우 스마트폰 사용자의 70%가 제품의 비교를 해 스마

트폰을 쇼핑에 이용하며[1], 이 같은 경향은  세계 으

로 확 되고 있다. IT 기기의 사용이 활발한 국내에서 이

러한 상은 더 발 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인

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쇼핑에 있어서의 이용 기

기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 이 년 비 15.4% 성

장한 58.6%로 나타났다[2]. 이같이 쇼핑에서의 IT 기기 

활용의 증가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오 라인 매

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오 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본 후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등의 채  간 크로스오버 

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온라인과 오 라인 

소매채 은 별개로 인식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각각의 

장단 으로 인해 선호하는 채 이 상이했지만 디지털 융

합이 가속화되고 모바일 컴퓨 과 증가된 실성

(augmented reality)에서의 기술이 발 되면서 통 인 

소매업과 인터넷 소매업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이

는 소매업자들에게 다양한 에서 소비자와 만나게 하

며, 오 라인의 감각 (sensory)  물리 (physical) 정

보와 온라인 컨텐트가 풍부하게 혼합(rich blend)된 크로

스오버 쇼핑을 가능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정해진 채 을 이용해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한 선택방식을 사용해 채 을 오가며 쇼

핑을 하는 시 가 되었다. 본 연구는 특별히 ‘옴니채

(omni-channel) 쇼핑1)’에 있어 소비자 개성(personality)

의 차이가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

다. 개성은 유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특정한 반

응성향으로, 특정 상황에서 발 되는 욕구의 종류와 강

도에도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욕구( , 구매)를 충족

시키기 한 행동방식( , 쇼핑채  선택)에도 향을 미

치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3]. 본 연구는 이는 쇼핑채

의 자발  조합에 한 선호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개성  특히 외향성(extraversion)과 내향성

(introversion)에 주목하 다. 그리고 이들 차이가 가져오

는 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의 상이함이 옴니채  

1) 옴니채널 쇼핑이란 소비자가 오프라인 점포(bricks and 
mortar store) 뿐 아니라 PC나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점포 등 다채널을 활용하는 쇼핑행태임. 

쇼핑의 선호도 차이를 매개함을 검증하 다.

2. 연구의 배경 및 선행문헌 고찰      

과거에는 오 라인 소매 (brick-and-mortar retail store)

들이 소비자가 제품을 터치하고 느끼며, 즉각 인 만족

감(instant gratification)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소매업자들은 폭넓은 제품구색, 

가, 제품 리뷰와 평가 등의 컨텐트로 고객에게  다른 

구매동기를 형성한다[4].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오 라인 

소매와 인터넷 소매가 결합된 크로스오버 쇼핑형태가 

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소매산업이 '옴니채  소매‘로 발

되어감에 따라 세계는 벽이 없는 쇼룸(showroom)으로 

바 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매산업의 은 교환과 

배송에서 ‘소비자 도와주기(helping consumers)’라는 심

부름 모델(concierge model)로 변화하고 있다. 를 들어, 

물리  소매 공간은 스마트폰과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에 

속 가능한 가상의 컨텐트에 의해 넓 지고 있다. 그리

고 다채 (multichannel) 소매경험이 지역이나 소비자 무

시와 같은 통 인 장벽을 허묾에 따라 소매업자와 그

들의 공 체인 트 들은 그들의 경쟁 략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오 라인 채  간 다양한 

결합은 제품을 보고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시간의 격

차도 차 이고 있다. 한편 증가된 스마트폰과 디바이

스에서의 증가된 실성은 물리  세계에서의 만지고 느

끼는(touch-and-feel)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서의 온라인 

컨텐트와 통합시키는 데 기여한다.  를 들어Google 

Glass나 eBay의 패션 앱(app), 그리고 Amazon의 Flow 

앱 등은 소비자가 가상의 세계에서 제품을 시용(trial)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 구매를 이끈다. 

이같이 옴니채  소매가 활발해짐에 따라 마 , 

MIS,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옴니채  소매의 

동인  결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에 심을 갖고 활발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의 어

떠한 성향이 이 같은 옴니채  쇼핑에 한 (비)선호와 

련이 있는 지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그런데 채  간 이동을 하는 쇼핑형태는 채 선택  

조합에 있어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매우 새로운 방식이

고, 이 때문에 소비자의 쇼핑에 한 험지각정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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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이 새 형태의 수용에 향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고 다양하게 쇼핑채 을 

선택  변경해 소비자 스스로가 만족하는 구매를 하려

는 행동 경향에서 보이는 차이가 소비자의 개성  특히 

외향 (extravert)이거나 내향 (introvert)인 성향과 

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양상인 지를 밝히고자 하

다. Eysenck(1990)은 외향 인 사람과 내향 인 사람은 

최 의 각성(arousal) 수 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자극

의 양이 다르다고 하 다[5]. 그리고 이러한 외향성-내향

성 차이는 동일한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근의 다양

성에 차이를 보이며, 주변의 자극에 한 선호에도 차이

를 가져온다. 를 들어 Furnham and Allass(1999)는 이 

이론을 주변의 소리에 용하 는데, 작업  소리가 방

해가 될 때 외향 인 사람이 내향 인 사람보다 작업의 

성과가 우월했다[6]. 이 같은 결과는, Hoyer and 

MacInnis(2000)가 정리한 것처럼, 최  자극수 이 높은

(i.e., 외향 인) 사람이 내향 인 사람에 비해 정보처리

활동에 있어 보다 더 신 이고 모험 인 상황에 익숙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7]. 이를 옴니채  쇼핑에 용

하면, 이 방식의 쇼핑은 본인이 원하는 최 의 구매결과

를 얻기 해 다양한 채 을 본인만의 략으로 재구성

해 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향 인 사람이 내향 인 

사람보다 더 친숙하게 느끼며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은 특히 외향성-내향성이 다양성 추구

(variety seeking)라는 심리 인 기질의 차이와 련이 

깊다는 데 기반한다. 소비자가 언제 그리고 왜 다양성을 

추구하느냐는 문제는 소비자 연구에서 오랜 기간 심의 

상이었다[8, 9, 10]. 이들 연구 결과는 소비자가 새로움

(novelty)에 한 열망으로 다양한 안을 시도하며[11], 

새로움 추구 성향은 험감수(risk-taking)에 한 심  

경향(mind-set)과도 련이 깊음을 보 다[12, 13]. 이 같

은 새로움 추구는 쇼핑 채 의 변화와 구성에도 용될 

수 있는데,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면 늘 이용하

는 채 을 성 (inertial)으로 찾기 보다 자신의 구매 

목 이나 동기에 따라 채 에 변화를 주려는 경향이 강

할 수 있다. 특히 외향 인 사람이 더 새로움 추구 성향

이 강하기 때문에 외향 인 성향일수록 단일 채 보다는 

옴니채  쇼핑을 선호하며, 그 기 에 새로움 추구 성향

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측을 실험

을 통해 검증하 다. 

3. 가설

련 문헌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외향성은 내향성보

다 다양성을 추구하게 하며, 이는 쇼핑 채 의 선택방식

에도 향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추

구로 인해 외향 인 소비자가 내향 인 소비자보다 채  

간 크로스오버를 통한 보다 한 안을 찾는 데 보다 

극 일 것으로 보았고, 이는 옴니채  쇼핑에 한 보

다 높은 선호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의 기 에 외향성-내향성 간 다양성 추구의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1. 외향 인 사람이 내향 인 사람보다 옴니채  쇼

핑에 한 선호가 높을 것이다.

H2. 다양성 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옴니채  쇼핑에 

한 선호가 높을 것이다.

H3. 외향성-내향성이 옴니채  쇼핑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다양성 추구 성향이 매개할 것이다. 

4. 실험    

4.1 피험자 및 실험 절차

실험에서는 가상의 쇼핑 상황에 해서 피험자의 외

향성-내향성  새로운 추구 성향이 옴니채  쇼핑에 

한 선호에 미치는 향이 조사되었다. 총 126명의 피험자

가 실험에 참가하 다(남자: 72명). 피험자는 21~26세의 

서울·수도권 지역의 학생으로, 모두 쇼핑할 때 온라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은 최근 남녀 학생들이 성별과 무 하게 공통 으

로 선호하는 스니커즈 운동화 구매상황을 설정하고, 이

를 해 여러 경로에서 동시에 구경하고( 는) 구매하려

고 하는 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 으

로, 옴니채  쇼핑에 한 선호는 피험자가 한번의 구매

를 해 여러 채 ( 를 들어, 온라인, 모바일, 오 라인 

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 지(1 = 

“  그 지 않다” vs. 7 = “매우 그 다")의 한 개 문항

으로 측정되었다. 

옴니채  쇼핑 선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외

향성-내향성을 측정하기 해 Hawki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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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mpirical Analysis Results

Mothersbaugh(2014)에서 외향성에 한 핵심특성이라

고 밝힌 다음의 3개 문항을 사용하 다[14]: 나는 혼자 있

기 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나는 다

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말이 많아진다, 나는 담한 

편이다(1 = “  정확하지 않다” vs. 7 = “매우 정확하다

"; a = .95). 다음으로 외향성-내향성이 옴니채  쇼핑 선

호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다양성 추구 성향

이 측정되었다. 피험자는 그들의 다양성 추구 성향을 응

답하기 해 Soong(2001)과 Kim(2013)에서 사용한 '특

정 제품 카테고리' 련된 질문을 본 실험에 합하도록 

조정된 다음의 두 질문에 노출되었다[15]: 나는 어떤 일

을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새롭고 신 인 것이 주는 매력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

한다(1 = “  그 지 않다” vs. 7 = “매우 그 다"; a 

= .94). 마지막으로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해 평소 스니

커즈 운동화에 한 여도와 월 평균 옴니채  쇼핑 빈

도 등이 조사되었다. 여도는 스니커즈 운동화가 피험

자에게 얼마나 요한 제품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심을 갖고 있는 제품인지의 두 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a = .89)

4.2 결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주효과  매개변수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기 

해 Preacher and Hayes(2008)의 PROCESS model no. 

4가 사용되었다[16]. PROCESS는 연속변수의 매개효과

를 분석할 수 있고, 기존의 매개분석이 가지는 다 공선

성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테

스트로, p 값  低 신뢰구간(LLCI: Low Level of 

Confidence Level)에서 高 신뢰구간(HLCI) 사이에 0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 0이 존재할 경우 

유의하지 않음) ß값  방향( , 정, 부정)에 한 유의

도를 악하게 된다. 분석 결과 우선, 연구모델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
2 = .88), 소비자의 외향성은 옴니채

 쇼핑에 한 선호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ß = .41, SE = .60, t = 6.93, p < .001, LLCI 

= .30, ULCI = .53), H1지지. 한 다양성 추구 성향도 옴

니채  쇼핑에 한 선호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 = .83, SE = .07, t = 11.55, p < .001, 

LLCI = .68, ULCI = .97), H2지지. 외향성은 다양성 추구

와 정의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ß = .68, SE = 

.44, t = 15.43, p < .001, LLCI = .59, ULCI = .76). 

한편 외향성이 옴니채  쇼핑에 한 선호도에 미치

는 향을 다양성 추구 성향이 매개하는 지 분석한 결과 

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ß = .56, SE = .06, 

BootLLCI = .45, BootULCI = .68), H3지지. 실험 결과는 

[Fig. 1] 참조. 한편 실험 결과에 있어 성별, 스니커즈 운

동화에 한 여도, 그리고 월 평균 옴니채  쇼핑 빈도

의 향은 주효과  이 변수를 연구모델에 넣었을 경우

의 어떤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ps >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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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옴니채  쇼핑 선호에 있어 이들 변수의 향이 유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향성  다양성 추구가 이들 변수

와 상호연 되어 옴니채  쇼핑 선호에 미치는 향 

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모델에서 이들 변

수가 잘 통제되었음도 의미한다.     

5. 토의

실험 결과는 소비자의 개인  특성  특히 외향성이 

옴니채  쇼핑 선호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이 과정

을 다양성 추구 성향이 매개함을 보 다. 이는 소비자가 

보다 외향 인 성향을 가질수록 본인이 쇼핑 채 을 새

롭게 조합하려는 방식을 더 선호하며, 이러한 행 에는 

외향 일수록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짐이 기

에 있음이 밝 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옴니채

 쇼핑에 있어 소비자의 개성 향을 확인한 첫 시도이

며, 개인  특성에 따라 동일한 구매에 있어 채 의 선택 

 조합의 복합성을 시도하는 행태가 뚜렷하게 구분됨을 

보여 다는 데서 향후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 까지의 옴니채  쇼핑 련 연구는 상에 한 

탐색  이해와 채 의 매력도를 높이기 한 구성, 그리

고 온라인과 모바일  오 라인 매장 간 연계방법 모색 

등 소비자의 본질  상이 기질 이외의 요인들에 집 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들의 수용도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함이 본 연구로 밝

진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소비자의 기질  성향

과 연계해 옴니채  쇼핑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

뿐 아니라 디바이스 지각  이용에 한 소비자의 반응

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옴니채  쇼핑을 다루는 데 있어 

디바이스와 소비자의 심리  성향 간 연 성에 한 고

려도 필요할 것이다. 보다 외향 인 소비자를 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다양한 경로를 조합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상 으로 내성 인 소비자를 

해서는 한 채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 로의 이동 없이도 만족스러운 구매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심리  기질  외향성-내향성에 

을 두었으나 향상-방어 (promotion-prevention 

focus) 는 근-회피(approach-avoidance) 성향과 같

이 수많은 소비자 심리 연구에서 다루어온 상이한 기질

의 향 한 향후 연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는 매개변수로 다양성 추구만을 다루었으나, 

외향성이 높을수록 최 의 각성 수 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자극의 양이 높기 때문에 독특성 추구(need for 

uniqueness) 등도 매개변수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같은 소비자의 성향 고려는 디바이스의 사용

패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처되어야 한다. 특히 모바

일 기술은 소비자의 행동과 기 를 이 과  다른 모

습으로 바꾸고 있고, 24시간 인터넷 속이 가능해 시공

을 월한 쇼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장'에서

의 소비자에게  수 있는 혜택에 보다 집 될 필요가 있

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Wal-Mart, 

Target, 그리고Macy’s와 같은 형유통업체들은 소비자

들이 제품과 가격을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뿐 아니라 지역

(local)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로컬 매장에서의 정확하고 세부 인 정보까

지 제공함으로써 업체들은 온라인 채 과 오 라인 채  

어디에서도 아무 때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할 뿐 아니

라 각각의 채 로의 고객 유입도 증 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디지털 디바이스의 융복합이 더 증 되고 있

기 때문에[17, 18, 19], 일상 인 활동에서 큰 비 을 차지

하는 활동인 쇼핑에서 이는 매우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모바일 기기의 검색 역량(capability) 증 는 

특히 니치 상품 매에 효과 일 수 있는데, 모든 로컬 

매장에 진열하지 않아 재고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다양

한 구색을 갖추는 랜드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못하 으나 특히 독특함(salience)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

한 소비자에게는 니치 상품의 구비력  다양성만으로도 

랜드에 한 선호가 증 될 수 있다. 

한편 옴니채  쇼핑에 향을  수 있는 소비자의  

다른 심리  기질로 '구조화에 한 욕구(need for 

structure)'를 제안할 수 있다. 이는 Neuberg and 

Newsom(1993)가 처음 주장한 이래 수많은 연구에서 검

증되어 온 심리  기질로, 단순한 구조에 해 갖고 있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세상에 해 이해하

고,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20]. 

정보처리에 있어 인지  구조의 창출과 사용 가능한 인

지  자원을 덜 쓰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수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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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구조들은 새로운 사건과 상황에 해 상 으로 

단일하며(homogeneous) 명확한 해석과 정의를 하게 한

다. 왜냐하면 보다 이종 이며(heterogeneous) 경계가 모

호한 자극들은 새로운 사건과 상황에 한 이해를 효율

으로 하는 데 덜 유용하기 때문이다. Neuberg and 

Newsom(1993)은 높은(vs. 낮은) 구조화 욕구를 사진 사

람들은 사회 인 정보뿐 아니라 비사회 인 정보에 해

서도 가능한 덜 복잡한 방법으로 조직화하고, 타인을 고

정 념화(stereotyping) 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업을 제 

시간에 완수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하 다. 본 연구

는 소비자가 구조화 욕구가 강할(vs. 약할)수록 옴니채  

방식의 쇼핑에 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본

다. 이 같은 측은 차 채  간 제공 정보의 수   종

류의 차이가 모호해지면서 이러한 보다 은 인지  자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는 스스로 조합을 하며 

쇼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덜 효율 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데 기반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 부분

을 실증 으로 검증한다면, 옴니쇼핑 채 의 이해에 있

어 보다 본질 인 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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