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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의 상품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옴니채널의 구매단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이론적·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하자 함이다.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이론적 연구에 의거하여 가설 설정하며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연구분석 결과로서 1) 구매단계에서의 관광옴니채널의 선택요인과 만족도간에는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으며, 
2) 관광객의 옴니채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관광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높아지며, 3)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편의
성, 신뢰성)과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하여 관광경험은 정(+)의 조절 역할을 하며, 4)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신뢰성)과 만족
도간의 관계에서 재무적 위험은 부(-)의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결과는 편의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옴니채널의 지식체계를 관광분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 향후는 관
광옴니채널이 발달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변수와 설문체계가 적용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관광구매단계,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 만족도, 구매의도
Abstract  On the tourism purchasing stage,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ourism 
omnichannel selecting factor, satisfaction and purchasing intention considering the moderator effects of tourism 
experience and perceived risk. Based upon antecedent studies and literature about tourism omnichannel, We 
presented the study model and hypotheses. For the accurate analysis, we did field survey with 400 respon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relationship are found between channel selecting factors during 
purchasing  and tourism omnichannel satisfaction. Secondly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omni-channel satisfaction and tourism purchasing intention. Thirdly tourism experience is proved 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between channel selecting factors during purchasing and tourism omni-channel satisfaction.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risk is negative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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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옴니채널(Omnichannel)은 아마존과같은거대전자상

거래기반기업에고객을빼앗긴기존소매사업자가실제

오프라인 점포를 갖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아마존에 대

항하고자 하는 판매전략으로부터 탄생되었다[1,2]. 이렇

게 오프라인 강점과 온라인 강점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목적으로대두된옴니채널은 IT에능숙한소비자

의 호응에 의하여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3]. 최근 기업들은옴니채널마케팅전략으로서소

비자 경험제공 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옴니채널

의 기본 개념은 ‘끊김 없는(seamless-ness) 경험’으로서

모든 채널을 끊김 없이 연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기능을융합하여고객의편의성과경험을증진시킨다[4].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관광상품의 구매는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극

대화된다는독특한구매환경조건을가진다. 이러한관광

상품의특성을반영하여 Disney[5]는 관광옴니채널서비

스를통하여시간과장소를초월한구매정보를제공함으

로써구매의도의실현을도모한다[6]. 검색단계와구매단

계로 구성되는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관광옴니채널분

야는 검색단계에 대한 구현 및 연구[7,8]가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반면 아직 연구가 미약한 관광옴니채널의

구매단계분야의심층적연구로서본연구는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관광구매단계에서의상황변수로서관

광옴니채널의선택요인[7,8]을 중심으로하여만족도, 구

매의도 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관광

경험을중시하며인지적위험도가높은관광상품의특성

상본연구는관광옴니채널의선택요인과만족도간의관

계에 관광경험과 인지된 위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관광의상품적특성을고

려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광옴니채널을 추

진중이거나도입하고자하는관광기업에실무적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함, 그리고 관광옴니채널에 대한 학문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관광옴니채널관련 선행연구

학문적으로 옴니채널의 선행연구는 주로 사례연구와

채널선택중심의연구들이진행되고있으나점점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서, 옴니채널

커머스[9], 옴니채널 구매자 행동[10,11], 옴니채널 브랜

드 경험[12], 옴니채널환경 공급망 재설계[13], 옴니채널

소비자 특성[14] 등의 선행 연구가 발견된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으로서

검색단계와구매단계중관광옴니채널상의검색단계에서

의관광객만족도및구매의도간의영향관계를분석연구

[7], 관광옴니채널상의 검색단계에서의 관광경험과 지각

된위험연구[8] 등이있다. 이들 연구결과에서는변수간

의유의미한관계를파악할수있었다. 본연구에서는아

직연구가부재한관광옴니채널의구매단계에대한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2.2 구매단계의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
미디어의이용범위또한복잡다단해지고있는소비자

들의 구매단계는 보다 다양한 접점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구매채널의 선호이유에 대한

연구로서 박복희 등[6]은 이용편의성, 접촉용이, 신뢰성,

접근성,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 광고성등을제시하였다.

특히 IBM[5]은 관광옴니채널의특성중에서편의성과신

뢰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주장하였다.

2.3 만족도
만족은고객의전반적인즐거움[15] 또는흡족함정도

로정의할수있겠다[16,17]. 채널에대한만족은서비스

성과에 대한 전반적 고객평가로 이루어진다[18]. 다양한

구매채널에대한만족은채널충성도및재구매의도에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4 구매의도
일반적으로소비자는옴니채널이제공하는서비스속

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14,19]. 본 연구와 연계한다면옴니채널을 통한

구매과정에서 관광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속성

들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구매의도는높아질것이라

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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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광경험 및 지각된 위험
옴니채널의 기본 목적이 어떠한 채널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20]하는 것이다. 즉,

옴니채널은경계없는채널간일관된고객경험을제공함

으로써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

이다[21]. 경험을 관광의 목적[22]으로 간주하는 오늘날

의관광분야에서디즈니는옴니채널을통하여모바일반

응형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고객경험을 강화시키고자 하

였다[23].

지각된 위험이란 소비자가 구매 결정시 결과를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면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24],

지각된 위험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

는데, 크게 기능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하였고

[25], 또한편재무, 성과, 심리, 시간위험등의 4가지로구

성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위험을 표현하게 된다고 보았다[26]. 관광분야에

서 지각된 위험은 재무, 기능, 사회, 심리위험의 4가지로

구분[27]하였다. 관광옴니채널분야에서는 정보검색단계

에서의 지각된 위험을 심리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28]으

로 구분하여 연구 및 분석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근거로 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모형을 고안하였다([Fig. 1] 참조).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구매단계의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과 관광
      옴니채널 만족도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구매단계의 채널선택요인으

로서의 편의성, 전문성 등은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관광옴니채널의 검색단계에

서의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으로서 편의성과 신뢰성은

관광옴니채널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7, 8]. 신뢰성과편의성이고객의만족과

구매의도에 영향력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H1: 구매단계에서관광옴니채널선택요인은관광옴니

채널만족도에유의한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H1-1 :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으로서

편의성은 옴니채널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으로서

신뢰성은 옴니채널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관광옴니채널 만족도와 관광구매의도
채널만족은채널충성도와재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

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20]. 관광옴니채널의 검

색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에 대한 만족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H2: 구매단계의관광옴니채널만족도는관광구매의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관광경험의 조절효과
관광경험은만족의긍정적영향요인인것으로검증되

었다[31]. 관광의 상품적 특성상 타제품에 비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장애요인이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고객경험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최대한의 경험 제공을 위한 관광옴니채널은 관광분야의

대안이될수있겠다[2]. 경험의조절적역할과관련된선

행연구[32]는 경험 등을 포함하는 사전지식이 구매단서

(cue)와 만족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과 만족도간의 관계수준은

관광경험의정도에따라달라질것으로사료되어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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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 구매단계에서관광옴니채널선택요인과옴니채널

만족도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관광경험은 정(+)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H3-1: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인 편의

성과관광옴니채널만족도간의영향관계에있어

관광경험은 정(+)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H3-2: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인 신뢰

성과관광옴니채널만족도간의영향관계에있어

관광경험은 정(+)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3.2.4 지각된 위험의 조절효과
다양한채널의제공으로인하여소비자는구매의사결

정과정에서지각된위험을느끼게된다[33,34]. 제품가치

와 고객만족간의 지각된 위험은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며

[35], 인터넷쇼핑몰에서는지각된위험이낮을수록만족

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36]. 쇼핑몰의구매의도에대

한 연구에서도 경제적인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제품에대한태도가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관계는달라

지므로조절적역할을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37]. 관광

옴니채널에서지각된위험은정보탐색과만족도간의관

계에서부(-)의 조절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8].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H4: 구매단계에서관광옴니채널선택요인과관광옴니

채널만족도간의 영향관계에있어 지각된위험으

로서지각된위험은부(-)의조절작용을할것이다.

H4-1: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인 편의

성과관광옴니채널만족도간의영향관계에있어

지각된 위험으로서 지각된 재무적 위험은 부(-)

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H4-2: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인 편의

성과관광옴니채널만족도간의영향관계에있어

지각된 위험으로서 지각된 심리적 위험은 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H4-3: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인 신뢰

성과관광옴니채널만족도간의영향관계에있어

지각된위험으로서지각된재무적위험은 부(-)

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H4-4: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인 신뢰

성과관광옴니채널만족도간의영향관계에있어

지각된 위험으로서 지각된 심리적 위험은 부(-)

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개념 및 측정항목 도출을 설명

하면다음과같다. 측정변수로서구매단계의관광옴니채

널선택의편의성은관광구매를통해얻게되는 편리한

정도이며, 신뢰성은 관광구매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

뢰 정도로 [6,7,8,38] 등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8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관광경험은 관광객의 관광경험 또는 관광상품 구매

경험을 의미한다[6]. 관광옴니채널을 통하여 관광상품을

구매하면서갖게되는관광구매경험[7], 그리고옴니채널

의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소비자 경험의 강조[21] 등의

선행연구로부터 문항을 수정보완한 결과 4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관광옴니채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위험으로서 재무

적위험과 심리적 위험은 [8]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총 8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만족수준인 만족도는 [18,19] 등으로부터,

그리고구매하고자하는의지로서구매의도는 [14,19] 등

으로부터각각 4개의항목을사용하였다. 설문지의각문

항은 리커트(Likert) 7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 ~ ⑦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4 자료 수집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관광옴니채널 경험자를 대상으

로, 그리고미경험자에게는관광옴니채널에대하여상세

히설명한후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총 430부를배포하

여 410부를회수하였으며, 회수된설문지중응답이불성

실하거나 다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0부를 제외한

총 400부의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IBM SPSS 23.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변수들 간 영향관계 검증

을 위하여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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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분석한 결과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Section N(=400) %

Sex
Male
Female

115
285

28.8
71.3

Age

Less than 20
20-30
31-40
41-50
More than 51

40
138
92
68
62

10.0
34.5
23.0
17.0
15.5

Academic
ability

Less than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ion
More than Graduate school

90
249
61

22.4
62.3
15.3

Occupation

Student
Office job
Production employee
Sales and service
Specialized job
Self-employee
Housewife
Others

125
72
29
56
29
42
27
20

31.3
18.0
7.3
14.0
7.3
10.5
6.8
5.0

Frequency
Used SNS

Facebook
Band
Kakao Story
Instargram
Twitter
Blog
Naver/Daum Cafe
Others

203
26
19
64
8
35
33
12

50.8
6.5
4.8
16.0
2.0
8.8
8.3
3.0

Information
of Tourism
SNS

Tourism Information
Food Information
Accommodation Information
Weather Information
Shopping Information
Transportation Information
Event Information
History/Culture Information
Others

185
89
39
12
21
10
37
4
3

46.3
22.3
9.8
3.0
5.3
2.5
9.3
1.0
0.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4.2 신뢰성 및 타당성
관측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요인의 평가

나 주어진 데이터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여 데이터를 요

약, 기술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래 변수들의 분산중 많은 부

분을설명하는소수의요인을추출을위해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요인의명확한구조관계를파악하기

위해요인구조가가장뚜렷하게나타나는직각회전을하

였고, 그 중해석이용이하고, 요인을단순화하는방식인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항목

들의신뢰성을평가하기위해크론바하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모두 .7이상의 수

치를보이고있어신뢰도를확보하고있음을알수있다.

Variable Name Question
Compo
nent

Eigenvalue
(Variation)

Tourism
Purchase
Motivation

Ease of
Use

EOU 1 .899
4.610
(57.620)

EOU 2 .898
EOU 3 .895
EOU 4 .867

Trust

Trust 1 .892
1.933
(24.160)

Trust 2 .887
Trust 3 .877
Trust 4 .856

Tourism Experience

TE 1 .901
2.956
(73.900)

TE 2 .862
TE 3 .838
TE 4 .836

Perceived
Risk

Financial
Risk

FR 1 .861
3.589
(51.274)

FR 2 .825
FR 3 .722

Psycho
-logical
Risk

PR 1 .889
1.437
(20.535)

PR 2 .873
PR 3 .867
PR 3 .717

Satisfaction

SA 1 .886
2.869
(74.653)

SA 2 .874
SA 3 .850
SA 4 .845

Purchasing Intention

PI 1 .893
3.007
(75.172)

PI 2 .880
PI 3 .874
PI 4 .819

<Table 2> Analysis of Validity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의 신뢰도 및 상관관계는

<Table 3>에제시된바와같이모두 p<.01 수준에서유

의한 관계가 확인 되었다.

Ⓐ Ⓑ SD
Construct of Correlation

1 2 3 4 5 6 7
1 5.09 1.01 1
2 4.26 0.98 0.41** 1
3 4.72 0.90 0.40** 0.51** 1
4 3.63 0.93 -0.15** -0.15** -0.18** 1
5 4.32 0.93 0.07 -0.31** 0.10* 0.44** 1
6 4.42 0.74 0.41** 0.37** 0.52** -0.16** 0.15** 1
7 4.48 0.91 0.53** 0.55** 0.51** -0.26** -0.18** 0.63** 1
8 - - .920 .930 .881 .766 .878 .886 .889
Ⓐ V. Name, Ⓑ average, 1 Ease of Use, 2 Trust, 3 Tourism
Experience, 4 financial risk, 5 Psychological risk,
6 Satisfaction, 7 Purchasing Intention, 8 Cronbach's alpha
** p<.01, * p<.05

<Table 3> Variable Correlations and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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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가설검증을위하여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선

정한 측정도구를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변수를

정화시켜새로운변수를만들고, 상관관계분석을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의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서 조절변수가 조절효과를 갖는가에 대한 분석은 3단계

로 이루어진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 중에서 마지

막 3단계에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매단계의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편의성, 신뢰성)

은 옴니채널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미칠것이

다라는 H1의 검증결과, 편의성은 p=.000, t=8.677로 나타

났으며, 신뢰성은 p=.000, t=9.688로 나타나 H1은 채택되

었다.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편의성, 신뢰

성)은 관광옴니채널만족도간의영향관계에있어관광경

험은 정(+)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H3의 검정결과

R2은모델1이 .417, 모델2는 .454, 모델3은 .457로 점점더

증가하고있으며, 3단계의유의도는 .010으로관광경험이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성

은 p=.038, t=2.085, 신뢰성은 p=.002, t=3.059로 각각나타

났다. 따라서 H3은 채택되었다(<Table 4>참조). 즉, 관

광경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편의

성, 신뢰성)과 만족도간의 영향관계 수준은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isfaction
Model1 Model2 Model3

Main Effect
(A) .364** .311** .079
(B) .406** .311** .843**
(C) .227** .311*

Moderating
Effect

(A)x(C) .651*
(B)x(C) .882**

R2 .419 .454 .467
⧍R2 .035 .013
F-value 143.004** 25.615** 4.682**
(A)Ease of Use, (B)Trust, (C)Tourism Experience

** p<.01, * p<.05

<Table 4>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rchasing Cannel Selection Factor and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ourism Experience 

구매단계의 관광옴니채널 만족도는 구매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H2는 채택되었다(β=.630, t

값=16.203, p=.000). 즉,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참조).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No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eta

Purchase
Intention

(Constant) 1.088 .213 5.114 .000

Satisfaction .768 .047 .630 16.203 .000**

R2=.397, Revised R2=.396, F=262.538, P=.000

**p<.01

<Table 5> The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

구매단계에서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편의성, 신뢰

성)과 관광옴니채널만족도간의영향관계에있어지각된

위험은 부(-)의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H4의 검증결

과 편의성은 p=-.073, t=-1.795로 나타나 H4-1은 기각되

었고, 신뢰성은 p=-.007, t=-2.691로 나타나 H4-2는 채택

되었다(<Table 6>참조). 즉, 재무적 위험이 높을수록관

광옴니채널 선택요인으로서 신뢰성과 만족도간의 영향

관계에부(-)의 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편의

성과 만족도간의 영향관계에 재무적 위험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atisfaction
Model1 Model2 Model3

Main Effect
(A) .364** .346** .612**
(B) .406** .390** .018
(D) -.157** -.215

Moderati
ng Effect

(A)x(D) -.418
(B)x(D) -.531**

R2 .419 .442 .453
⧍R2 .024 .010

F-value 143.004** 16.836** 3.758*

(A)Ease of Use, (B)Trust, (D)Financial Risk

** p<.01, * p<.05

<Table 6> The Analy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Ris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rchasing Channel Selection 
Factor and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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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위험의 경우 R2이 모델1은 .419, 모델2는 .425, 모

델3은 .426으로 나타났고, 3단계의 유의도는 .879로 구매

단계의 관광옴니채널의 선택요인과 만족도간의 영향관

계에있어심리위험의조절효과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편의성(p=.-781, t=-279, p>.05), 신뢰성(p=-.613, t=-506,

p>.05)로 각각나타나 H4-3, H4-4는 기각되었다(<Table

7>참조).

Satisfaction
Model1 Model2 Model3

Main Effect
(A) .364** .386** .441*
(B) .406** .368** .276
(E) -.089* -.121

Moderating
Effect

(A)x(D) -.078
(B)x(D) -.103

R2 .419 .425 .426
⧍R2 .007 .000
F-value 143.004** 4.529* 0.129
(A)Ease of Use, (B)Trust, (E)Psychological Risk

** p<.01, * p<.05

<Table 7> The Analy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Ris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rchasing Channel Selection 
Factor and  Satisfaction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매단계에서의 관광옴니채널 선택요

인과 만족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관계규명 그리고 이들

관계에 있어서 관광경험과 지각된 위험의 조절 작용을

규명하고자하였다. 검증결과를요약하면, 첫째구매단계

에서의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의 편의성과 신뢰성은 모

두만족도에 정(+)의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들[7,8,27,28]과 동일한 결과이다. 특히

신뢰성의 경로계수값이 편의성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

은편의성을우선으로고려한다는기존의개념에서한발

앞서 신뢰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

다. 즉, 관광객은 옴니채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향후의

관광옴니채널운영및개발시편의성뿐만아니라신뢰성

을 중시한다면 관광객의 관광옴니채널에 대한 만족도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매단계의 관광옴니채널 만족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들[7,18]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도가 높

을수록 구매의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개념과 유사하다.

셋째, 구매단계의관광옴니채널선택요인과 만족도간

의영향관계에있어관광경험은긍정적인조절효과가있

다는본연구의결과는 SNS의선행연구[29] 결과와유사

하다. 반면관광옴니채널의검색단계에서관광경험의조

절효과는유의적이지않았다는선행연구[8]와는달리관

광경험의조절효과가유의미했다는분석결과는본연구

의 가장 의미있는 연구결과로 간주된다. 고객의 경험증

진을 목표로 하는 옴니채널에 대한 관광객들의 반응은

불과몇개월만에현저한변화를일으킨것으로파악된

다. 본 연구는선행연구[8] 이후약 5개월후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이는 관광객들의 옴니채널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증진이 변화의 큰 이유중 하나일 것으로 해석된

다. 관광옴니채널의 전도가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구매단계의 관광옴니채널 선택요인과 만족도간

의 영향관계에 있어 인지된 위험의 조절효과는 부분적

유의함으로 나타났다. 관광옴니채널의 신뢰성과 만족도

간의 재무적 위험은 부(-)의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나타나선행연구[8] 결과와동일하였다. 관광옴니

채널에대하여느끼는관광객의재무적위험은관광객이

그 관광옴니채널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하더라

도 만족도에 부정적 조절효과를 준다는 의미이다. 상기

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편의성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옴니채널의 현상을 관광옴니채널 제공자도 고

려하되 관광옴니채널에서는 신뢰성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험의 중요성은 일반 옴니채널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옴니채널의 현

상이 관광옴니채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되 특히 관광객

에게보다강한신뢰성을부각해야한다는본연구의결

과는 학문적·실무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표본 및 설문조사지를 좀 더

확장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서 향후 연

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보다다양한변수를고

려함과동시에관광옴니채널에대한경험이많은관광객

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심층적인 관광옴니채

널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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