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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점이라는 콘텐츠는 그 양태를 바꾸면서 꾸준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본고는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실증한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추론한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상호간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아가 
매개변인으로서 이들이 내부변인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만족, 구전 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확장된 기술수용모델과 후기수용모델의 통합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가 대형 유
통시설 내 주요 테넌트로 주목받는 복합서점에 대하여 개발자의 입장으로 접근한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혁신성, 서점, 서비스 디자인, 만족, 구전

Abstract  Despite recent changes in life style, the content called bookstore has steadily stood by our 
side, changing its shape.  In this environment, This manuscript is a quantitatively empirical study that 
individual innovation affects a combined bookstore's service design factors and the user's intention to 
word of mouth. Researchers believed that individual innovation would affect a combined bookstore's 
service design factors. It was also assumed that there would be considerable causality between the 
combined bookstore's service design factors deduced through prior study. Furthermore, the assumption 
that these parameters would affect internal variable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satisfaction, word of mouth intentions was presented, and verified using An Integrated Model of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Post Acceptance Model. Researchers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in that it is a developer's approach to the combined bookstore 
that are seen as major tenants in large retai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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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오프라인의 서점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145년 역사의 반스앤노블이 온라인 서점 아마
존에 려 7년 동안 720개 매장 중 90개가 폐점하였으
나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84%를 점유하며 고성장하고 
있다[1].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국민의 75%가 책 구매 시 
오프라인 서점을 선호한다는 상반된 조사도 확인할 수 
있다[2]. 한국도 기존 오프라인 서점의 감소세가 지속되
는 가운데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프라
인 서점은 옴니채널화, 대형화, 복합화를 중심으로 책이 
전부이던 서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독립서점과 특화된 콘셉
트의 서점이 생겨나면서 꾸준히 책과 소비자를 연결시키
고 있다. 특히 서울의 마포구는 특화된 테마의 작은 서점
들의 집결지로, 2016년 34개였던 것이 2년 만에 22개가 
늘어 56개나 된다[3]. 

또한 유통산업 분야에서 서점이 핵심적인 머천다이징
(Merchandising; MD) 콘텐츠로 이용되면서 그 주목도
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건축산업에 있어서도 상환경 조
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도 서적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다.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물질적 소비행태를 넘어 
서적을 매개로 한 지식소비를 견인하는 MD 콘텐츠로서 
서적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온디맨드 경제 시대의 혼란스런 추세 속에
서 각자도생하고 있는 서점이라는 콘텐츠의 구조화에 대
한 학술적, 실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천태만상의 개별 소비자를 만나는 접점을 고찰하고 해법
을 제시하는 서비스 디자인 차원의 고도화 전략이 서점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최근 복합쇼핑몰의 주요 테넌트(key tenant)
로 떠오르는 O2O 옴니채널 복합서점에 주목하였다. 특
히 이런 복합서점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최적
화된 전략요소를 반영하여 개점하면 그 결점이 최소화되
어 지속성장에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점의 운영
자가 아니라 그 보다 조금 전 단계의 관여자인 서점 개발
자(developer)의 입장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
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이용자의 구전 의도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연구모형을 통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복
합서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점 전 단계부터 포괄하여 

구조화해 보려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개인의 혁신성
Rogers(1962)의 연구에서 비롯된 개인의 혁신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을 수용하고, 신제품 또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
것은 다른 사람과 차이나는 고유의 성향으로서 잠재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사나 경험
과 관계없이 스스로 혁신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특성도 
있다[4].

Hirschman(1980)은 개인의 혁신성을 행위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이처럼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
며, 그 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5]. 

소비주체로서 개인의 혁신성은 동일집단 내에서 다른 
소비자보다 신기술이나 파격적인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빨리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4]. 이처럼 소비자의 혁신
성은 소비자가 신상품을 선택하도록 만드는데 매우 중요
한 변인이기도 하다[6]. 따라서 기업도 지속적인 수익창
출과 관련된 핵심적 생존요인으로 소비자의 혁신성을 중
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선행요
인으로서 개인의 혁신성은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 및 행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7].

개인의 혁신성에 대한 연구사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서 많은 편이다. e커머스, 모바일 커머스, 소셜 커머스 등
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혁신성을 선행변수로 놓고 
지각 특성과 만족, 재구매 등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준
다고 밝힌 것들이 많다[8]. 특히, 전자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새로운 거래방식의 리스크에 구애받지 않고 새
롭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혁신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9].

2.2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은 1991년 퀼른 국제디자인학교의 

Michael Erlhoff 교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10].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한

다. 그 중에서 서비스디자인협의회는 “서비스 디자인이
란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유·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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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모든 경로에 대해 고객 중심의 맥락적인 리서치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잠재된 요구를 포착하
고 이것을 창의적이고 다학제적·협력적인 디자인 방법을 
통해 실체화함으로써 고객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효과·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분야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1].

즉,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 경로별 접점
에서의 경험가치가 극대화되도록 모든 관계자가 협력하
여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경
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전혀 다른 독립된 지식분야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12]. 

서비스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에 비해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IT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서비스 디자인은 프로세스와 전달 범위에 
있어서도 제품 디자인보다 광의적이고 포괄적이다[13]. 
따라서 첨예한 경쟁 환경에 처한 기업일수록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서비스 디자인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비즈
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비스 디자인은 그것을 추진하
는 전문가들마다 프로세스와 방법이 다양하다. 그 중 가
장 대표적인 방법론인 디자인 카운슬의 더블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은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의 4D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은 4D 단
계별로 다양한 프로세스 방법론이 쓰이고 있는데, 브레인
스토밍,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서비스 블루프린트 등 대
표적인 20개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14].

또 다른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추진 사례를 살펴보
면, 서비스 관련 제반 환경을 다루는 서비스 스케이프, 고
객의 서비스 경험 과정에서 유발되는 물리적 요소, 상호
작용 및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터치 포인트, 고객의 
판단 및 행동을 연구하는 고객여정 지도, 서비스 사이클
을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되는 서비스 블루프린트, 서비스 
시뮬레이션 과정으로서의 경험 프로토타이핑 등 서비스 
디자인 관련 방법론들을 순차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적
용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의 결과물은 간단한 서비스의 
개선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될 수
도 있다. 전자를 점진적 혁신, 후자를 급진적 혁신으로 분
류하기도 한다[15].

한편 이상식(2018)은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대형 복합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사례연구
를 하였다. 경쟁 속에서 오프라인 서점들이 어떻게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충성고

객 확보와 고객의 체류시간 증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
이 그 요체라 하였다[16]. 

이와 같이 서점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혁신하여야 하는 것은 개인의 소비가 다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점이라는 유통 콘텐츠 자체
가 첨예한 경쟁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복합서점에 대한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디자인 요인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여 서점의 변화 방향을 
검증하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3 기술수용모델, 확장모델 및 후기수용모델
2.3.1 기술수용모델과 확장모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 

TAM) 은 정보기술 이용자의 이용 행동을 설명하고 미리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연구모델이다. 간단한 측정과 설명
이 용이한 모델로서의 우수성이 검증되면서 정보기술 분
야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7]. 

기술수용모델은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
된 행동이론(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특히 TRA를 바탕으로 한 이 기술
수용모델은 Fig. 1과 같이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태도(Attitude),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로 구
성되어 있다[18]. 

Fig. 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초기의 기술수용모델은 이 중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용
이성을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영향을 주는 신념변수를 사
용하고 있다. 이 두 신념변수가 이용자의 기술수용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 태도가 행위의도에 영향
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위의도가 기술의 이용행동
을 최종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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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초기 기술수용모델은 범용성과 높은 예
측력에도 불구하고, 지각 요인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간과로 기술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각요인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
게 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배달앱 기술의 유용성은 속도
에 기반하지만, 의료기술의 유용성은 진단의 정확성에 의
해 결정된다. 이처럼 선행요인에 대한 이해가 특정기술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대한 고찰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선행요인들을 포함한 확장된 기
술모형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Venkatesh와 
Davis(2000)는 초기의 기술수용모델과는 다르게 개인적
인 차원의 인지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영향의 효과를 
또 다른 선행요인으로 추가 하면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TAMⅡ)를 제시하였다[7].

2.3.2 후기수용모델
한편 정보기술의 수용과 이용에 중점을 둔 기술수용모

델은 이용자들의 지속적 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수용모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후
기수용모델(Post Acceptance Model: PAM)이 제시되
었다[20].

후기수용모델은 Bhattacherjee(2001)가 기존의 기술
수용모델과 기대-일치 이론을 결합하여 제시한 이론이
다. 사용자의 기대 충족도와 지각된 유용성, 만족, 지속 
이용의도가 구성요소이며,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기술이
나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에 대한 주요 요인들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설명하는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21]. 후기수
용모델의 기대 충족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전의 기대가 구매 후의 지각된 성과로 인하여 받은 영향
을 의미한다. 기대 충족의 양대 측면으로서 기대와 지각
된 성과는 결과적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에서 기대 충족도는 지각된 유용성의 선
행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과 지
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적 이용의도는 이용자가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일
정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나 지속적인 행
동에서 보이는 일련의 패턴을 의미한다. 이것은 긍정적 
만족이 충족되었을 때 형성된다[20,21].

본 연구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이론적 기반으로 활
용하였던 기술수용모델의 장점에 주목하고, 확장된 기술
수용모델과 후기수용모델을 통합 적용하여 옴니채널 복
합서점의 소비자 성향과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이용자의 
구전 의도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수용

모델은 TAMⅡ로 확장되고 후기수용모델을 추가하는 과
정에서 외부요인들을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연구자
들은 이 요인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유의미한 영향요
인들을 도출하고 연구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것이다.

3.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이용
자의 구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변수
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대형 복
합쇼핑몰의 주요 테넌트로서 복합서점의 전략적 구축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합서
점의 서비스 디자인 모형을 설계하고, 혁신적인 소비자들
이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용자의 구전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기본모형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차
용하여 개인의 혁신성을 외부변인으로 놓고, 후기수용모
델을 참조하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만족, 구전 
의도를 내부변인으로 구성한 후,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
인 요인으로서 대규모의 콘텐츠, 주차 접근성, 사용자 기
반의 공간, IT기반의 서비스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은 포괄적으로 
O2O 옴니채널 정보기술의 총체적 반영체라는 점을 감
안하여 기술수용모델의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모형을 AMOS를 활용한 구조방
정식을 통하여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모형은 
Fig. 2와 같다. 

3.1.1 개인 혁신성과 서점 서비스 디자인 요인의 관계
Agarwal & Prasad(1997)는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

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행동의도를 깊이 분석
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서 개인의 혁신성에 주목하였다. 혁신성이 높
은 이용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만족도의 상
승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하여 인지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22].

매개변수로서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도출하였고, 4개
로 집약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복합서점은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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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내의 테넌트를 가정하였으므로 오프라인에 상대
적 비중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도출된 복합서
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은 옴니채널 복합서점 서비스의 
주속성인 ‘대규모의 콘텐츠’와 ‘사용자 기반의 공간’, 그리
고 부속속성인 ‘주차 접근성’과 ‘IT 기반의 서비스’이며, 
그 상관관계를 구조화하여 Fig. 2의 Service Design 
Factor와 같이 가정하였다. 

개인의 혁신성은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에 민
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서점의 옴니채널화와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회귀현상을 대하는, 혁신성이 강한 개인의 입장
에서는 옴니채널 복합서점의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개인
의 혁신성은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개인의 혁신성은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대규모의 콘텐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개인의 혁신성은 복합서점의 서비스디자인 요인 
‘주차 접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개인의 혁신성은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사용자기반의 공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개인의 혁신성은 복합서점의 서비스디자인 요인 
‘IT 기반의 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복합서점 서비스 디자인 요인의 상호관계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고객여정 맵과 블루프린

트 기법, 터치 포인트 도출과 분석, 고려요소 도출과 분석
을 이용하였으며, 사용자를 고려한 제공자 입장에서 재설
계하는 과정을 거쳐,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전략이라
는 큰 틀에서 당해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13].

요즘 서점들은 대부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상품들
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옴니채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2014년부터 도서정가제가 개정
되면서 온라인 서점의 가격전략에는 다소 힘이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23]한 오프라인 서점은 그 차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규모의 대형화, 콘텐츠의 복합화, 공
간기획 차별화, 검색을 비롯한 IT환경 차별화 및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자동차 접근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16,24]. 연구자들은 자본과 규모면에서 상기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시설 내의 대형 
복합서점을 염두에 두었다[25]. 아울러 복합서점 서비스
의 주속성은 서비스 디자인 차원에서 그 부속속성에 대
해 정(+)의 관계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차원에서 주속성인 ‘대
규모의 콘텐츠’는 부속속성인 ‘주차접근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차원에서 주속성인 ‘사
용자 기반의 공간’은 부속속성인 ‘IT기반의 서비
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복합서점 서비스디자인 요인과 지각특성과의 관계
다수의 선행연구 사례를 통하여 개인의 혁신성이 선행 

변수로서 지각 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판명
되었다[26]. 따라서 매개 변수로서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
자인 요인 또한 지각 특성과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의 
속성과 지각특성과의 상관관계는 대형 복합서점과 유사
성이 많은 복합쇼핑몰 선택속성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구
조화된 형태로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차성수, 박철(2014)은 복합쇼핑몰의 선택속성을 연구
하면서 기존 연구자와는 달리 소비자의 소비가치 조절효
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의 소비가치에 따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선택 
요인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실용지향의 소비자들은 
MD콘텐츠와 주차 접근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쾌락지향의 소비자들은 복합쇼핑몰의 시설규모와 엔터테
인먼트 시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따라서 대규모의 MD 콘텐츠와 주차 접근성이라는 
실용지향 요소와 시설 공간의 규모와 엔터테인먼트·IT기
반의 시설이라는 쾌락지향 요소가 지각된 용이성과 상호
관계가 큰 것으로 구조화하여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으로서의 적합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복
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은 지각속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7.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IT 기반의 서비
스’는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주차 접근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지각된 용이성 및 유용성과의 관계
선행연구 사례들은 기술수용모델에서 지각된 유용성

이 지각된 용이성보다 이용행위와 더 큰 상관관계를 가
지게 되고,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 요인
으로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6]. 이는 특정기술이 이용
하기 쉬우면 더욱 유용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지각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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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Davis(1989)의 설명과 맥락이 같다[17]. 따라서 선행 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9. 복합서점 이용자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지각특성과 만족과의 관계
만족이란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경험하기 

전후를 비교하면서 가지게 되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27]
후기수용모델에서는 기대 충족도를 설명하면서 기대

와 지각된 성과는 결과적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21]. 그 외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도 지각특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8]. 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각된 용이
성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 변수로 하여 만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가
설을 설정하였다.

H10. 복합서점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복합서점 이용자의 지각된 용이성은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만족과 구전과의 관계
구전은 소비자들이 서로 간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이다. 최근
의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는 개인적 소비의 경험에 대
한 만족과 불만족을 신속하고 유의미하게 전달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적 구전정보(e-WOM)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29,30].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21].

H12. 복합서점 이용자의 만족은 구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문항의 구성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들을 Table 1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변수에 
대한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환
경과 목적에 맞는 측정 항목을 차용하여 수정하고 재구
성하였다. 특히 측정 항목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기존 연구에서 검정된 문장들을 선별적으로 원용하여 
수정하였고, 각 문항의 출처를 표기하였다. 각 3문항씩 
모두 리커드(Likert) 7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3.2.1 개인의 혁신성
본 연구에서 개인의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에 대해 능동적인 수용행태를 보이는 혁신의 정도로 정
의[4,18]하고, 그 측정문항의 구성은 개인의 혁신성과 관
련한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조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4,32]. ‘나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적극 정
보를 찾는 편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면 경험해 
보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새로운 정보를 확
보하고 싶다.’

3.2.2 복합서점 서비스 디자인 요인1 - 대규모의 콘
텐츠

본 연구에서는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으로서 
‘대규모의 콘텐츠’는 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위해 
콘텐츠 서비스의 유·무형 요소를 총체적으로 배열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정의[16,25]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
여 혁신성과 후기수용모델의 검증된 측정항목을 연계하
여 서점이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그 요인별로 재구성하
여 사용하였다[7,21,32]. ‘책과 다양한 콘텐츠가 복합된 
대형서점을 자주 가게 된다.’, ‘서점은 책 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어야 살아남는다.’, ‘가족과 함께 이용 가능
한 콘텐츠가 있는 서점을 가게 된다.’

3.2.3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2 - 주차 접근성
본 연구에서는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으로서 

‘주차 접근성’은 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위해 주차 
접근성 서비스의 유·무형 요소를 총체적으로 배열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정의[16,25]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
여 혁신성과 후기수용모델의 검증된 측정항목을 연계하
여 서점이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그 요인별로 재구성하
여 사용하였다[7,21,32]. ‘나는 주차가 가능한 대형쇼핑
몰의 서점에 자주 가는 편이다.’, ‘서점의 전용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면 방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 ‘조금 먼 곳이
라도 주차가 편리한 서점이면 이용하고 싶다.’

3.2.4 복합서점 서비스디자인 요인3-사용자 기반의 
      공간
본 연구에서는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으로서 

‘사용자 기반의 공간’은 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위
해 사용자 기반 공간 서비스의 유·무형 요소를 총체적으
로 배열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정의[16,25]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혁신성과 후기수용모델의 검증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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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Referenc

es
Innovative-ne

ss
(IN)

The degree of innovation that shows 
active acceptance of new 
technologies or services

[4,18,
26,32]

Bookstore’s 
Service 

Design Factor
SDF1

-Contents
(SC)

The overall arrangement and design 
of the type and intangible elements 
of content services to innovate the 
service design of bookstores.

[7,12,
13,16,
21,24,
25,32]

Bookstore’s 
Service 

Design Factor
SDF2

-Parking
(SP)

The overall arrangement and design 
of the type and intangible elements 
of parking accessibility services to 
innovate the service design of 
bookstores.

[7,12,
13,16,
21,24,
25,32]

Bookstore’s 
Service 

Design Factor
SDF3

-Space
(SS)

A holistic array and design of 
user-based space services and 
intangible elements for innovation in 
the service design of bookstores

[7,12,
13,16,
21,24,
25,32]

항목을 연계하여 서점이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그 요인
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7,21,32].  ‘공간이 아름답
게 구성된 서점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독서
공간이 잘 구축된 서점을 자주 가게 된다.’,  ‘서점에 다목
적 공간이 많으면 방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

3.2.5 복합서점의 서비스디자인 요인4-IT기반의 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으로서 

‘IT기반의 서비스’는 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위해 
IT기반 서비스의 유·무형 요소를 총체적으로 배열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정의[16,25]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
여 혁신성과 후기수용모델의 검증된 측정항목을 연계하
여 서점이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그 요인별로 재구성하
여 사용하였다[7,21,32]. ‘나는 IT 서비스 환경이 잘 구축
된 서점을 자주 가게 된다.’, ‘서점은 책에 대한 IT 검색 
시스템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수시로 서점의 모바
일 페이지에서 책 검색을 하는 편이다.’

3.2.6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의 사안이나 행동이 유리하거나 

이득이 된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Davis(1989)
는 개인이 자신의 특정한 업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에
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된다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17,18]하고, Venkatesh와 Davis(2000) 등의 측정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
하였다[7,33,34]. ‘나는 서점 이용시 시간적, 경제적 효율
성을 중시한다.’, ‘서점 이용시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서점 방문시 내 경제활동에 대한 
득실을 생각한 적이 있다.’

3.2.7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용이성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이용이 쉽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Davis(1989)는 개인이 별다
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
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복합서점 서비스 
디자인 요인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잘 다룰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17,18]하고, Venkatesh와 Davis(2000) 
등이 사용한 항목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항
목으로 재구성하였다[7,33,34]. ‘나는 서점이 새로 제공
하는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점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능의 사용 방법을 잘 익혀왔다.’, ‘나는 서점의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2.8 만족
만족은 어떤 대상을 사용한 뒤에 느끼는 감정적 반응

이다. Oliver(1980)는 만족이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
용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이용한 후의 경험을 비교하
여 가지는 감정의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
족은 개별 소비자가 복합서점의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
가 느끼는 전반적인 기대 충족의 정도라고 정의[27,31]
하고, Bhattacherjee(2001) 등의 만족도 측정에 대한 
연구에 사용된 검증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21,33,34]. ‘나는 
이용 중인 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현재 서
점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증대 되었다.’, ‘이
용 중인 서점의 온라인 사이트 품질에 만족하는 편이다.’

3.2.9 구전
구전은 소비자들 간의 소통으로 비공식적인 상호작용

이라고 전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구전은 복합서점의 
서비스를 경험한 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타인
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정도[29]라고 정의하고, 구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증된 측정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30]. ‘이용 중인 서점과 온라인 
사이트를 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이용 중인 서점과 
사이트 장점을 주변인에게 알려줄 것이다.’, ‘현재 서점에 
대한 이용 경험을 지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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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tore’s 
Service 

Design Factor
SDF4

-IT (SI)

A holistic array and design of 
IT-based service types and 
intangible elements for innovation in 
the service design of bookstores

[7,12,
13,16,
21,24,
25,32]

Perceived 
Usefulness

(PU)

The extent to which an issue or 
action is perceived to be useful

[7,17,
18,33,
34]

Perceived 
Ease of Use 

(PE)

The degree to which one perceives 
that it is easy to use on a particular 
issue.

[7,17,
18,33,
34]

Satisfaction
(SA)

The overall degree of satisfaction 
felt by the user after the bookstore's 
service use

[21,27,
28,32,
33,34]

WoM (WO)

To the extent that you want to give 
advice on goods and services to 
others after experiencing the 
services of a bookstore

[29,30]

3.3 연구 방법 
연구자들은 앞의 연구모형 검정을 위하여 각 변인들을 

Table 1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설문 문항을 구성
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은 Fig. 2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온라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옴니채널 복합서점 이용자의 속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에서 서적 
구입 경험을 가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11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 진행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를 분
석하기 위해 일반적 통계처리용 프로그램으로 SPSS 
18.0을, 구조방정식 모형검정을 위하여 AMOS 18.0을 
주로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및 집
단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검정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모형 검정을 실행하였다.

Fig. 2. Research Model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를 이
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로 한정하여 전국에서 인터넷으
로 모집된 사용자 패널 257명의 응답자 중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응답한 238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
다. 모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본 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120명(50.4%), 여성 118명
(49.6%)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20~25세 11.8%, 
26~30세 23.5%, 31~40세 37.4% 41~50세 17.2%, 
51~63세 10.1%로 집계되었으며, 평균연령은 35.6세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 34.0%,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31.5%이고 나머지는 부산/울산 9.7%와 기타 
지방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 
57.6%, 전문직 7.6%, 기술 및 영업직 6.3%, 학생 7.1%, 
자영업 5.9%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점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이용하는 서점은 중복응
답 기준으로 교보문고 73.1%, 영풍문고 33.6%, 반디앤
루니스 21.0%, 예스24가 54.2%, 알라딘이 50.8%였다. 
오프라인 서점은 어느 정도 서열이 정해져 있으나, 온라
인 서점은 양자가 이용률 50%대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듯하다. 오프라인 서점의 선택요인은 넓은 공간과 많은 
책이 31.5%, 가까운 거리가 24.8%이고, 온라인 서점의 
선택요인은 시간적 제약이 적어서가 27.3%였다. 서점 방
문 의도는 도서구입(40.3%)이나 자유롭게 책을 보기 위
함(44.1%)등이 84.4%였다. 접근수단은 지하철 34.5%, 
승용차 34.5%, 도보 16.0%, 버스 14.3%였다. 63.9%가 
혼자 방문하고, 28.2%는 가족과 함께 방문한다고 하였
다. 서점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으로 사용자 기
반의 공간구성이 32.4%, 교통 접근성이 31.1%, 대규모
의 복합 콘텐츠가 29.0%, IT기반의 검색 서비스가 6.3%
였다. 

4.2 실증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데이터분석에 앞서 실시
한 정규성 검증에서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절대값 2.58미
만으로 무리가 없었으며, 30샘플이상의 데이터이므로 주
관적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하였다. 아래 Table 2와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570.068, df=288, p<0.000, /df=1.979 등
으로 권고수준에 적합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RMR은 
0.072, RMSEA는 0.064로 나타나 두 결과치 모두 0.08
이하의 적합성을 보였으며, GFI가 0.848, AGFI가 0.880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이용자의 구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201

Variables of proposed model Standardized item loading T-Value CR AVE Cronbach a

Innovative-ness
(IN)

in1 0.807 15.843 *

0.844 0.644 0.882in2 0.936 - a)

in3 0.808 15.889 *

SDF1
-Contents

(SC)

sc1 0.786 12.287 *

0.790 0.557 0.827sc2 0.794 -

sc3 0.777 12.133 *

SDF2
-Parking

(SP)

sp1 0.711 10.062 *

0.693 0.429 0.773sp2 0.755 10.642 *

sp3 0.727 -

SDF3
-Space

(SS)

ss1 0.633 10.125 *

0.711 0.454 0.784ss2 0.841 -

ss3 0.787 13.284 *

SDF4
-IT (SI)

si1 0.908 -

0.811 0.590 0.882si2 0.883 17.486 *

si3 0.758 14.15 *

Perceived Usefulness
(PU)

pu1 0.673 9.912 *

0.707 0.447 0.780pu2 0.836 -

pu3 0.725 10.631 *

Perceived Ease of Use (PE)

pe1 0.888 -

0.898 0.746 0.907pe2 0.903 19.641 *

pe3 0.837 17.152 *

Satisfaction
(SA)

sa1 0.792 14.163 *

0.858 0.669 0.873sa2 0.845 -

sa3 0.876 16.228 *

WoM (WO)

wo1 0.887 -

0.912 0.776 0.927wo2 0.915 20.628 *

wo3 0.897 19.894 *

Summary of model fit indices  =570.068, df=288, p<0.000 , /df=1.979
RMR=0.072, GFI=0.848, AGFI=0.800, PGFI=0.646, IFI=0.935, TLI=0.920, CFI=0.934, PNFI=0.720,  PCFI=0.767, RMSEA=0.064

*p<0.001, a) fixed to 1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가 0.9에 다소 못 미쳤으나, TLI가 0.920, IFI가 0.935, 
CFI가 0.934 등으로 다수의 지수가 0.9이상이고, 간명적
합지수인 PGFI가 0.646, PNFI가 0.720,  PCFI가 
0.767 등으로 대부분 0.6이상의 적합한 범위 내에 포함
되어 있었다. 따라서 모형의 설명력이 결과적으로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표준화 경로계수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t 값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신뢰도에 
있어 부족함이 보이는 요인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크론
바흐 알파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0.7에 근접하거나 상회
하고 있어 사회과학연구에서 사용가능한 최소한의 신뢰
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추가적으로 확인한 판별타당도에서는 Table 3과 같

이 AVE와 SMC 수치를 비교하였는데, 36개 SMC 측정
치 중 3개를 제외하고 다수는 비교치안에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데이터가 판별타당도가 부분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부분적인 신뢰도의 부족에는 측
정문항과 샘플상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비
록 부족한 점이 인지되었으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여 모형의 분석에 활용하고 추가적인 연구에서 보
완하기로 하였다.

4.3 구조모형의 가설 검정 
구조모형의 가설 검정을 위하여 제안된 구조모형에 대

한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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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IN 0.644 *

2. SS 0.201 0.557 * 

3. SI 0.328 0.425 0.429 * 

4. SC 0.161 0.706 0.513 0.454 *

5. SP 0.127 0.202 0.162 0.298 0.590 * 

6. PU 0.134 0.186 0.339 0.260 0.130 0.447 * 

7. PE 0.244 0.298 0.605 0.316 0.181 0.440 0.746 *

8. SA 0.168 0.315 0.497 0.393 0.165 0.327 0.446 0.669 *

9. WO 0.142 0.226 0.315 0.264 0.078 0.201 0.229 0.500 0.776 *
* Values in asterisk (*) along the diagonal indicate the AVE. 

Table 3. AVE and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Path of proposed model Standardized 
item loading T-Value Results 

SC ⟵ IN H1 0.452 6.236*** Support

SP  ⟵ IN H2 0.163 2.240** Support

SS ⟵ IN H3 0.495 6.836*** Support

SI ⟵ IN H4 0.378 5.036*** Support

SP  ⟵ SC H5 0.548 6.659*** Support

SI ⟵ SS H6 0.489 6.424*** Support

PE  ⟵ SI H7 0.689 9.433*** Support

PE  ⟵ SP H8 0.193 3.483*** Support

PU ⟵ PE H9 0.686 10.228*** Support

SA  ⟵ PU H10 0.196 2.231** Support

SA  ⟵ PE H11 0.554 6.227*** Support

WO ⟵ SA H12 0.706 10.688*** Support

Summary of model fit indices  =758.047, df=312, p<0.000 , 

/df=2.430, RMR=0.172, GFI=0.811 ,PGFI=0.670, IFI=0.897, TLI=0.883, 
CFI=0.896, PNFI=0.744,  PCFI=0.797, RMSEA=0.078

*p<0.1, **p<0.05, ***p<0.001

Table 4. Results of Model estimated by AMOS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758.047, df=312, 
p<0.000, /df=2.430으로 나타나 /df가 1보다 크
고 3이하로 적합하였으며,  RMR이 0.172로 다소 높게 
나왔으나 RMSEA가 0.078로 권고치인 0.8이하에 적합
하였고, GFI가 0.811로 0.9이하여서 권고치에 다소 부족
하였으나, IFI가 0.897, TLI가 0.883, CFI가 0.896 등으
로 0.9에 근접하고, 그 외 간명적합지수들은 모두 0.6 이
상의 권고치에 부합하여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H1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452, t값이 6.236으

로 나타나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대규모의 콘텐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개인이 혁신성을 지닐수록 복합
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인 ‘대규모의 콘텐츠’에 민감
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가설 H2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0.163, t값이 2.240으
로 나타나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주차 접근성’과 정(+)의 영향 관계일 것이라는 가설
이 채택되었다. 즉, 개인이 혁신성을 지닐수록 복합서점
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인 ‘주차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가설 H3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495, t값이 6.836으
로 나타나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사용자 기반의 공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개인이 혁신성을 지닐수록 복
합서점 서비스 디자인 요인인 ‘사용자 기반의 공간’의 구
현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설 H4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0.378, t값이 5.036으
로 나타나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IT기반의 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개인이 혁신성을 지닐수록 복합
서점 서비스디자인 요인인 ‘IT기반의 서비스’가 있는 것
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개인의 혁신성과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
인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주속성인 ‘대규모의 
콘텐츠’와 ‘사용자기반의 공간’이 부속속성인 ‘주차 접근
성’이나 ‘IT기반의 서비스’보다 더 개인의 혁신성과 접
한 영향관계에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즉, 복합서점 개발단
계에서 서비스 디자인 요인 구축시 주속성을 더 면 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가설 H5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0.548, t값이 6.659로 
나타나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차원에서 주속성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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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콘텐츠’는 부속속성인 ‘주차접근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복합서점이 
대규모 콘텐츠를 갖추었으면 어느 정도의 주차 접근성에 
대한 배려는 수반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가설 H6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489, t값이 6.424로 
나타나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차원에서 주속성인 ‘사
용자 기반의 공간’은 부속속성인 ‘IT기반의 서비스’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사용
자 기반의 공간 구축시 IT기반의 편의 서비스에 대한 동
반구축은 상당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상호간에는 
‘대규모의 콘텐츠’와 ‘주차 접근성’, ‘사용자 기반의 공간’
과 ’IT기반의 서비스‘가 각각 더 접한 관계에 있음이 검
증되었다. 즉, 주속성과 부속속성 간의 긴 도 또한 복합
서점 개발단계의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수 있겠다.

가설 H7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689, t값이 9.433으
로 나타나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IT기반 서비
스’는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이 채택되었다. 즉, 복합서점 이용자에게 서점의 IT기
반 서비스는 편의성 면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다.

가설 H8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193, t값이 3.483으
로 나타나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주차 접근성’
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이 채택되었다. 즉, 복합서점 이용자에게 있어 서점의 주
차 접근성도 편의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설 H9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0.686, t값이 10.228
로 나타나 복합서점 이용자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
었다. 즉, 사용자는 복합서점이 이용하기 쉽다고 여길수
록 그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지하는 것 같다.

가설 H10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196, t값이 2.231
로 나타나 복합서점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복
합서점 이용자에게 있어 서점 이용이 유용하다고 여길수
록 만족하는 경향이 클 으로 여겨진다.

가설 H11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0.554, t값이 6.227
로 나타나 복합서점 이용자의 지각된 용이성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복
합서점 이용자에게 있어 서점 이용이 쉽고 편리하다고 
인지할수록 서점이용에 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설 H12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0.706, t값이 10.688
로 나타나 복합서점 이용자의 만족은 구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복합서점 이

용자에게 있어 만족은 구전의 동기가 되어 적극적인 구
전이 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저성장 기조의 온디맨드 경제 시대에 다양한 유통 

MD 콘텐츠들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서점이라는 MD 콘텐츠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그 양태를 바꾸면서 꾸준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연구
자들은 오랜 MD 콘텐츠로서 매력도는 여전하지만 치열
한 경쟁국면에서 각자도생하고 있는 서점에 대한 구조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모델
로써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과 후기수용모델을 통
합 활용하여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이용자의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
써 서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자(Developer)의 입장
에서 포괄적으로 구조화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과
적으로 12가지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으며, 연구결과
를 크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혁신성은 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구전 의도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옴니채널 복합서점의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소비자 개인
의 혁신성이 유의한 영향 관계에 있음을 확신하고 선택
요인 강화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옴니채
널 복합서점을 개발함에 있어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도
입한다는 것은 서점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분석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요소들을 추
가하고 결점들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이는 혁신적
인 소비자의 관점으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요
소를 늘리고, 그들의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 장
치를 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크게 연구되지 않았던 복합서점의 서비
스 디자인 요인의 가치와 요인들 상호간의 역학관계와 
매개변인으로서 유의미함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분야에서 자신 있게 세부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옴니채널 복합서점
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으로서 대규모의 콘텐츠는 주차 
접근성 극대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은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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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말하자면 콘텐츠
가 매우 잘 구비된 대형 복합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차여건이나 접근성이 좋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편의성을 
따져 그 서점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서점에서 사용자 기반으로 기획된 공간은 별도의 기능적
인 IT 기반의 서비스 구축에 영향을 주며, 이것 역시 지
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정성을 
들여 심미적으로 잘 구현시킨 공간이라 할지라도 검색 
등을 포함하는 IT기반의 기능적 서비스가 없거나, 있더
라도 소비자의 기대와 따로 논다면 이용 편의성 측면에
서 소비자들은 불편하다고 느껴 그것을 이용하는데 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상환경을 설계하는 서점 
개발자(Developer) 입장에서는 복합서점의 유치와 주차
여건 확보, 잘 기획된 공간구현과 IT기반의 서비스 구축
을 동일선·연속선상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만족, 구전 의도 
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고, 또한 지각된 용이성은 
직접적으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각된 유용
성을 매개해서 만족, 구전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후기수용모델 기반의 연
구결과가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즉, 서점 이용이 편리하
다고 느낄수록 서점 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만족이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지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형 유통의 MD 콘텐츠로서 서점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옴니채널 복합
서점의 경쟁우위 구현을 위해 개발자 입장에서 서비스 
디자인 요인을 연구하고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서비스 디자인 요인을 소비자의 혁신성과 연계하면서 
만족, 구전 의도 간의 영향관계 검증까지, 즉 소비자 중심
의 비즈니스 모델 측면까지 살펴보았다는 두 가지 점에
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는  소비자 개인의 혁신성이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이용자의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정량적으로 실증하는 연구였다. 확장된 기술수용모
델을 기반으로 그리고, 후기수용모델과의 통합모델을 제
시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의 혁신성과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과 구전 의도에 대한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확장모델을 구상하고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서점 개발자(Developer) 입장에서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을 도출하여 구조화하고, 혁신적 소비
자를 염두에 두고 만족과 구전 의도에의 영향관계를 검
증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원하는 성과제고를 위
해 복합서점에 대한 디테일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
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정보는 
유통회사의 MD 개발자들에게도 복합서점 유치를 위한 
기반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으로 복합서점의 개발 담당자는 소비자 경험(UX: User 
Experience) 기반의 정 한 서비스 디자인을 연구하고 
유통회사와 협력함으로써 그 사업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 연구방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다소의 학문적, 실무

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점 지니고 있다. 

우선 옴니채널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 도출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용자의 소비행동 차이에 결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인들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변인으로서 옴니채널 복합서점의 서비스 
품질요인 중 콘텐츠와 주차 서비스, 공간과  IT기반 서비
스에 대하여는 세분되고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후
속 연구에서는 세분 시장별 잠재적 사용자를 예측하고, 
복합서점의 서비스 디자인 요인을 다양화하여 검증하면
서 최적화된 서비스 디자인 요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연구모형의 검증과정에서 샘플의 신뢰도와 모형
의 적합도에 있어 일부 수치가 권고치에 미달하는 등 완
전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견고히 연구모형을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여러 방향에서 연구되어 온 서점 관련 선행연
구들을 복합서점 개발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종합하고 통합적인 지식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도 유의미
한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자들은 상기와 같은 
한계점들을 개선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관련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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