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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시대 소비자의 무인점포 지속적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COVID-19 사회적 위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 문 요 약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은 사회전반은 물론 소매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소매업에서
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무인점포가 등장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등장한 
COVID-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사회적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무인점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무인점포 이용자가 지각하는 혜택 요인(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경제성, 지각된 
즐거움, 상대적 이점)과 희생 요인(지각된 위험, 기술성)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무인점포를 통한 소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비대면시대에 무인점포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연구는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무인점포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293부의 데이터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
이터는 SPSS 21.0과 AMO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점포의 지각된 혜택(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경제성, 지각된 즐거움, 상대적 이점)은 모두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인점포의 지각된 희생(지각된 위험, 기술성)은 모두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인점포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지속적이용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무인점포에 대한 지각된 희생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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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G가술, AI기술, IoT기술, 위치기반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소매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무인점포가 등장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등장한 코로나 19(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사회적 위험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비대면(untact) 시대가 확산되면서 무인점포
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인점포는 기술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운영인력만으로 운영하는 무인경제
가 스마트 공장 등의 산업현장에서 서비스 업종으로의 확산됨을 설명한다(Kim, 2018). 무인점포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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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의 운영비용의 절감과 영업시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결제 
대기시간의 축소와 새롭고 편리한 쇼핑의 경험이라는 이점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는다(McFarland, 2018).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이 무인화되면서 주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주문과 자동계산대를 통한 무인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점차   
무인화된 점포가 확산되고 있다(Moon, 2018).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서의 무인화현상은 타 산업에 비해 신기
술의 도입이 용이하다는 특징과 함께 소매업의 성장에 기인한다(KIET산업경제, 2018).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무인점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유통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의 여건이 마련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이동규, 
이성훈, 2018). 

아마존고(Amazon Go)는 최초의 무인점포이자 대표적인 무인점포의 유형이다(Cheon, 2018). 아마존고는  
소비자가 해당 앱을 켜고 매장에 들어가서 상품을 선택하면 매장 내에 설치된 100여 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소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카트에 담았는지 확인
한 후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명세서를 발급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McFarland, 2018). 이를 
위해 컴퓨터비전, 딥러닝 및 센싱 퓨전 기술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높은 초기 투자비용의 투입이 요구
된다. 따라서 현재는 프로토타입의 운영이라 할 수 있으나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다양한 유통점들
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고가 2021년까지 미국전역에 최대 3,000개까지 
매장을 늘릴 것이라고 보고한다. 한편, 세계적인 유통체인인 월마트도 무인점포의 또 다른 유형으로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스캔시스템인 스캔앤고(Scan and Go)를 도입해 무인점포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점포는 빙고박스가 이끌고 있는데 빙고박스는 앱에 구매자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야 
하는 점에서는 아마존고와 유사하지만 구매한 제품의 결제시 구매한 제품을 인식대에 올려놓으면 RFID를 통해 
인식된 상품정보가 모니터에 나타나고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사용한다(KOTRA, 2017). 중국의 
경우 기술적 한계와 점포규모의 제한으로 무인점포의 확산에 한계가 있지만 알리페이 등의 핀테크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iMedia Research는 중국내 무인점포 매출 규모가 
2017년 289억 위안에서 2022년 1조 9108억 위안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용고객도 2022
년 2억 4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KITA Market Report, 2018). 한편 중국 최대 e-커머스업체인 
알리바바는 2017년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얼굴인식으로 결제가 가능한 무인 편의점 타오카페
를 오픈하였으며, 징둥닷컴도 징둥 무인편의점과 X무인마트 등의 운영을 시작하였다(KOTRA, 2017).

국내의 무인점포는 비교적 소규모이면서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범적인 무인점포의 사례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이마트24 셀프, CU 바이셀프 등이다(Seo, 2018).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손바닥 정맥인식 방법을 통해 구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결제가 이뤄지는 핸드페이
(handpay) 방식을 적용하면서 스마트 CCTV와 360도 자동스캔이 가능한 무인계산대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가전전문 매장인 하이마트가 핸드페이 결제방법을 무인화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Park, 
2018; Yoon, 2018).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인점포가 확산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이지고 있어 관련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져 왔다. 무인점포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무인점포   
관련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무인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Ahn et al., 2011)과 로보틱스의 개발(Ahn et 
al., 2006)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인점포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소비자들의 무인점
포에 대한 소비자행동분야의 연구는 이용동기를 다룬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 개인이 신기술의 집합체인 무인점포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소비 매커니즘에 대한 실증연구는 향후   
점포수와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점포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ICT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에 대한 소비자 수용을 다루는 소비자관점의 이론적 모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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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술수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즉, 기술수용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Davis et al.(1989)이 제안한 기술
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설명되어왔으나 기술수용모형 관점의 접근은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 행동을 
설명하는데 주로 기술 수용자의 이용동기 즉, 혜택(Benefit)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신기
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발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정보기술을 근거로 개선되고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의 기술수용연구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기술수용을 촉진시키는 동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 수용을 저해하는 희생(Sacrifice)의 측면까지 고려하여 기술의 수용자가 기술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성을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m et 
al.(2007)의 가치기반수용모형(Value-based Adoption Model : VAM)을 근거로 무인점포의 지속적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무인점포의 수용에 VAM의 적용에서 지각된   
혜택 및 지각된 희생의 구성변수를 무인점포 특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혜택 요인과 희생 요인을 추
가하여 수정된 VAM을 이론적 근거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무인점포와 같은 
비대면 구매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사회적 위험 지각이 
무인점포에 대한 신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점포의 혜택요인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경제
성, 지각된 즐거움, 상대적 이점과 희생요인인 지각된 위험과 기술성이 각각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
한다. 둘째, 무인점포의 지각된 가치가 지속적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혜택요인과 희생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인점포 이용자 수용의 행동 프로세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무인점포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무인점포

  무인점포(unmanned stores)는 인공지능(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사물인터넷(IoT)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술 등 신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무인경제(Kim, 2018), 무인유통(Fadi, 2018) 등의 용어로 다뤄지고 있나 명확
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Seo, 2018). 무인점포의 사전적 정의는 점포 내에 운영자가 없는 점포를 말한다. 
매장의 운영자는 점포에서 고객과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계산원 및 제품을 보충하고 진열하는 
관리직원을 의미한다(Seo, 2018). 따라서 무인점포는 각종 첨단기술을 통해 비대면 쇼핑이라는 새로운 쇼핑경
험(untact user experience)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McFarland, 2018).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
를 실제 물리적 매장 내에서 고객과 판매원의 접촉이 없이 표준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무인점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이용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의 활용 또는 안면이나 손바닥 정맥 등의 생체인식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매장에 들어와서  
구매한 제품을 들고 걸어 나가는 것으로 결제가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쇼핑경험을 제공한
다. 즉, 매장이용자들은 계산원이나 관리직원과의 대면 없이도 구매과정에서 개인화된 쇼핑정보를 원활하
게 제공하면서 편리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구매를 함으로써 생활 가치가 향상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PYMNTS report, 2018; Zhang et al., 2017).

무인점포는 기본적으로 기술기반 셀프서비스(technology-based self-service; TBSS)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TBSS는 점포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업원과의 상호작용 대신에 구매자 스스로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용
하도록 하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의미한다(Meuter et al., 2000). 따라서 TBSS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점포는 
소비자의 쇼핑행동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Min and Park, 2010), 신속하고 편리한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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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holkar, 1994) 점포에는 상당한 운영비용의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Barrett, 1997).
무인점포는 최근 기술의 개발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개념으로 무인점포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기반셀프

서비스(TBSS) 관련된 연구를 통해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Dabholkar(1994)는 패스트푸드매장의 TBSS 특성
을 속도, 편의성, 신뢰성, 즐거움, 통제성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Zeithaml et al.(2000)은 e-SERVQUAL을 기반
으로 TBSS 특성을 접근성, 효율성, 신뢰성, 유연성, 심미성, 보안성, 개인화 등 7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Van 
Riel et al.(2001)은 TBSS 사용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편익으로 용이성, 유용성, 대인 접촉 회피, 통제력으
로 구성하였으며, Beatson et al.(2007)은 TBSS 특성을 편리성, 즐거움, 신뢰성, 통제성, 시간 및 위험비용 등 
6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민병권, 박정용(2010)은 TBSS 사용의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즐거움, 자기 감시성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상현 외(2011)는 점포 내 TBSS의 서비스 특성을 유용성, 용이성,   
경제성, 오락성, 개인화로 제시하였다. 이인숙 외(2013)는 TBSS 특성을 용이성, 유용성, 유희성, 자기 통제성으
로 제시하였다. 천홍말(2018)은 무인점포 서비스의 안정적 진화를 위해 소비자 욕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 경제적 욕구, 윤리적 욕구, 개인화 욕구, 편의적 욕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황미진(2014)은 무인점포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지각된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인점포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혁신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무인점포의 중요한 특성이며 이를 낮추기 위해 쇼핑에서 지각하는 편안함, 지능적 문제해
결, 맞춤 정보제공, 기대 이상의 편의성 제공 등 무인점포 내에서 제공되는 지능형 서비스 기대가치 충족을   
통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유용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Luo et al., 2010).

 2.2 가치기반수용모형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과 기술수용과 이용의 통합 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TAM과 UTAUT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수용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용 동기를 기술 수용자의 혜택(Benefit)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였다
는 한계점을 갖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발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정보기술을 근거로 개선되고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의 기술수용연구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기술수용을 촉진시키는 동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 수용을 저해하는 희생(Sacrifice)의 측면
까지 고려하여 기술의 수용자가 기술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성을 고려하여 기술수용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가 기술수용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는데 지각된 가치는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개념이다.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얻게 되는 혜택과 구매 과정에서 들어
가는 금전적인 요소와 노력 및 시간이라는 비금전적인 요소를 고려한 희생 측면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얻게   
되는 전반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된다(Zeithamal, 1988). 

Kim et al.(2007)은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에서 지각된 가치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기술 채택으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 요인과 희생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수용자가 지각하는 가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기술수용의 과정을 가치기반수용이론(Value-based Adoption Model: VAM)으로 개념화하여 제안
하였다. 즉, VAM에서는 신기술 수용자가 신기술의 수용을 통해 얻을 것으로 지각하는 혜택과 기술의 수용을 
위해 들어갈 것으로 지각하는 희생을 기술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한다(Kim et al., 2007). 
신기술에 대한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혜택으로 실용적 혜택으로는 지각된 유용성과 쾌락적 혜택
으로는 지각된 즐거움을 제안하였고, 지각된 희생으로 비금전적 희생으로는 기술성과 금전적 희생으로는 지각
된 비용을 제안하였다. 지각된 혜택 요인으로 첫째, 지각된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신기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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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성과의 향상을 기대하는 믿음의 정도라고 정의 하면서(Davis, 
1993). 신기술의 수용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혜택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지각된 즐거움을 
제시하였는데 쾌락적 가치에서 기반을 두는 지각된 즐거움은 신기술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
하는 쾌락의 지각 정도로 정의하였다(Davis et al., 1989). 다음으로 지각된 희생 요인으로 첫째, 기술성은   
신기술 사용을 위해 사용자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금전적인 신체적, 정신적 노력의 정도라고 하면
서, TAM에서 제안한 지각된 이용 용이성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Kim et al., 2007). 둘째, 지각된  
비용은 신기술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가 직접 지불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전적 비용으로 정의하면서 단순한 
기술의 이용에서 벗어나 사용하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집합체인 무인점포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무인점포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혜택요인으로 혁신기술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인 상대적 이점
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희생요인의 지각된 비용의 반대개념인 지각된 경제성요인을 추가하였다. 아울
러 희생요인의 지각된 비용요인보다 무인점포 이용에서 발생하는 지각된 위험요인을 추가하였다. 먼저 지각된 
혜택요인으로 첫째, 지각된 경제성을 추가하였다. 무인점포는 신기술의 적용으로 점포운영 비용이 저렴하며   
이로 인해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점포 이용 시 경제적인 혜택을 중요
한 혜택으로 지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각된 경제성은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점포의 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정의하며 지각된 비용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상대적 이점은 
무인점포가 기존의 점포와 이용 목적이나 형태가 유사하지만 소비자 지각하는 가치의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점포와 비교하면서 지각하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이점은 기존의 점포에 비해 갖는 혁신
적 특성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한다. 셋째, 지각된 위험을 들 수 있다. 무인점포와 같이 
최근 등장한 신기술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성은 
무인점포 이용의 저해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각된 위험은 신기술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위험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라는 신기술의 이용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혜택요인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과 더불어 지각된 경제성과 상대적 이점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각된   
희생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성에 지각된 위험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은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사회적 위험은   
위협과 불안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사회적으로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다는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과 
긴장 및 걱정 등의 주관적 감정중 부정적인 측면의 감정을 말한다(Lazarus, 1991). Morris(2001)는 사회적   
불안감을 사회적 위협으로 인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위험은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상태로 소비자들은 스스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 없을 때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이기헌, 2008).

심리학적으로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상황에 따른 개인 불안감의 지각으로 크게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으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특성불안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객관적으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을 느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격 특성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상태불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것이다. 상태불안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 경쟁에 대한 불안, 개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등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불안의 강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상황이 개선되면 불안감도 사라진다는 특성을 갖는다(Spielberger, 
1972). 최근 코로나 19(COVID-19) 펜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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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문제와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은 사회적 위험중 상태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Muse et al.(2012)은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건강적 불안감으로 불안감을 통해 특정한 행동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관련된 정보추구행위가 더 자주 
나타나며 더 장시간 나타난다고 하였다(McMullan et al., 2018). 사회적으로 과도한 건강적 불안상태가 지속되
면 개인의 일반적인 소비행동, 구매행동, 선택행동 등의 의사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생성되어지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불안감은 개인의   
특성이 아닌 사회적 원인들로 인해 발생되는 불안감으로 사회적 조건 및 문화적 성향의 산출물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Wilkinson, 2002). 사회적 불안감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 등의 다양
한 사회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박수애, 송관재(2005)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
회적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및 불황, 감염병 등의 특수한 사회적 현상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고 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언론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
한 정보는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건강과 생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한 개인적 불안감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유발된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협에 대한 지각을 사회적 위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무인점포 이용자가 지각하는 혜택요인(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경제성, 지각된 즐거움, 상대적 이점)
과 희생요인(지각된 위험, 기술성)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 이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인점포의 사용자 수용을 통한 점포 이용 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는 가치기반수용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무인점포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및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다음
의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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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가설 설정

  VAM은 기존의 기술수용을 설명한 모델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으로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을 신기술의 가치에 대한 지각의 선행요소로 분류하여 신기술의 사용의도를  
설명하였다(Lin et al., 2012). 다양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가치가 소비자의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VAM은 새로운 ICT수용과 관련하여 효과성이 
입증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무인점포의 지각된 혜택요인과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Han and Lim(2008)은 U-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을 지각된 혜택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청아 외(2015)는 모바일 지갑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지각된 혜택의 요인으로 경제
적 가치, 유용성, 가치표현, 지각된 보안, 즐거움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변수들이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오종철(2017)은 AR기술을 대상으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프레즌스를 지각된 혜택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모든 혜택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지각된 경제성은 Kim et al.(2007)의 VAM연구에서 제안한 지각된 비용의 정반
대개념으로 고객이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금전적 혜택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Wang(2014)은 
온라인 콘텐츠 구매의도와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자기 효능감에 대한 관계 연구를 통해 콘텐츠 구매에 들어
가는 이용요금을 지각된 희생요인으로 설정하여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무인점포의 경우 운영비용의 절감을 통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금전
적이 이득을 지각된 혜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각된 경제성을 지각된 혜택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Shimp and Kavas(1984)는 할인 쿠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 편익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는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쿠폰의 사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Reibstein and Traver(1982)
는 쿠폰할인율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소비자들의 쿠폰 사용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Park 
and Kim(2011)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경제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상대적 이점과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를 다룬 이원규(2016)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상대적이점을 지각된 혜택요인으로 하여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무인점포의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무인점포의 지각된 경제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무인점포의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무인점포의 상대적 이점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무인점포의 지각된 희생요인과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n 

and Lim(2008)은 U-커머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기술성과 지각된 비용을 지각된 희생요인으로 제시하
면서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종철(2017)은 AR기술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기술성과 지각된 비용을 지각된 희생 요인으로 제시하여 AR기술의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가치는 기술의 사용량과 사용의 다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청아 외(2015)는 모바일 지갑의 대상 연구에서 지각된 희생의 요인으로 프라이버시 염려, 체면 민감성, 기술
성을 제시하였으며 지각된 희생 변수들이 모바일 지갑의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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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애리 외(2012)는 전자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자책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각된  
전환비용의 선행요인으로 기술의 복잡성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의 복잡성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7)은 IoT 스마트 홈서비스 대상의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위험과 지각된   
비용을 지각된 희생의 영향요인으로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무인점포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위험은 서비스 공급자가 점포 방문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부적절하
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한다(채수연 외, 2016).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 지각이 지각
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무인점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역시 무인
점포의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의 지각
된 희생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5. 무인점포의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무인점포의 기술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인점포의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청아 외(2015)
는 모바일 지갑 이용자 대상의 연구에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을 통해 형성된 지각된 가치가 지속적 사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용희(2016)는 IoT 스마트 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된 혜택
과 지각된 희생이 지각된 가치와 스마트홈 서비스 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in et al.(2012)은 
기대일치이론과 VAM을 활용하여 IPTV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검증한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가 IPTV 사용의   
만족과 지속적 이용의도에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조용근 외(2016)는 부동산 중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혜택요인과 지각된 희생요인을 통해 지각된 가치가 형성되며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의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7. 무인점포의 지각된 가치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위험이 소비자들의 신기술에 대한 신념과 태도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rney(1945)는 인간이 불안이라는 기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발생하며 애정, 권력 및 도피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다양한 욕구가 
혼재되어 표출되며 이러한 현상은 안전에 대해 스스로 발생한 욕구의 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성
희, 2017). Fromm(1941)은 사회적 위험의 지각을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 개인적 성향과 사회문화적 현상   
사이에서 갈등의 유발요소로 파악하였다. 개인은 사회적 위험의 극복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행동양식
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Fromm(1941)은 이러한 활동을 소비와 소유의 행위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위험
은 소비자 정서의 중요한 유형으로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갖는다(한성희, 2017). 사회적 
위험과 소비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우상우 외(2010)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위험의 지각은 소비자들의   
인터넷이나 휴대폰이용과 쇼핑행동의 형태를 바꾼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즉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
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며 쇼핑의 편리성이 중심이 되어 중독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
다. 이처럼 사회적 위험의 존재는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코로나 19라는 사회적인 위험으
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을 추가하는 새로운 소비를 찾게 될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무인점포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이 무인점포에 대한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조정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소비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이 없을 때에 비해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존재할 때 소비자들은 무인점포와 같은 비대면 소비채널에 대한 지각된 혜택을 더욱 크게 지각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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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며, 반대로 지각된 희생요인을 상대적으로 더욱 작게 지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
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각이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무인점포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
칠 때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3.3 연구방법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표 1>와 같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점 ‘매우 그렇
다’까지 응답을 받아 측정하였다.

<표 1> 측정항목 및 선행연구

변수 설문문항 선행연구

지각된 유용성
(PU)

무인점포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것이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
무인점포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다.
무인점포는 전반적으로 내 생활에 유용하다.

Kim et al.(2007) :
오종철(2007)

지각된 경제성
(PE)

무인점포의 결제방식은 시간절약이 될 것이다.
무인점포는 줄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무인점포는 구매한 물건을 취소하는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무인점포는 구매 물건의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이청아 외(2015)

지각된 유희성
(PP)

무인점포 이용은 재미있다.
무인점포의 이용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기쁨을 준다.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Kim et al.(2007) :
오종철(2007)

상대적 이점
(RA)

무인점포는 다른 점포보다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무인점포는 다른 점포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인점포는 기존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인점포는 기존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원규(2016)

지각된 위험
(PR)

무인점포 이용시 개인정보유출이 걱정된다.
무인점포에서 결제시 보안성에 대해 걱정된다.
무인점포 이용시 스스로 구매하는 절차에 불안감을 느낀다.

채수연 외(2016)

기술성
(TECH)

무인점포를 이용할 때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인점포를 이용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절차가 어려울 것 같아 이용을 주저한다.
무인점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Kim et al.(2007) :
오종철(2007)지각된 가치

(PV)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것은 노력 대비 얻는 혜택이 높을 것이다.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것은 내 생활에 훌륭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할 가치가 있다.
무인점포는 쇼핑하는데 훌륭한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지속적
이용의도

(UI)

무인점포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
무인점포의 이용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다.
주변사람들에게 무인점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사회적
위험
(SR)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렵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두렵다.
코로나19는 다른 전염질환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비슷한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까 두렵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

McMullan et al.    
   (2018) ;

우상우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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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4.1 자료의 수집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무인점포에 대해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혜택요인과 희생요인을 바탕으로 지각된 가치 및 지속적이
용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따른 영향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인점포의 지각된 혜택요인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경제성, 지각된 즐거움,  
상대적 이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지각된 희생요인을 지각된 위험과 기술성으로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해당 개념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으로 무인점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지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330부를 배포하
여 324부를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응답설문 중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표본 2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
사를 통해 수집된 293부의 성별, 학력, 연령, 월평균소득에 대한 항목으로 다음의 <표 2>와 같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포를 검토하였다. 

<표 2> 응답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122 41.6

연령

20대 이하 165 56.3

30대 98 33.4
여자 171 58.4

40대 24 8.2

합계 293 100.0 50대 이상 6 2.0

합계 293 100.0

학력

고졸 23 7.8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140 47.8
대학재학중 132 45.1

101-200만 원 이하 43 14.7

대학졸업 126 43.0 201-300만 원 이하 74 25.3

301-400만 원 이하 25 8.5
대학원재학 이상 12 4.1

500만 원 이상 11 3.8
합계 293 100.0 합계 293 100.0

 

 4.2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문항의 타당성은 varimax 직각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응답의 신뢰성은 
신뢰도분석을 통해 내적일관성 지표인 크론바흐 알파 값을 이용하였다. 타당성 분석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의 eigen 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각 항목의 factor loading value는 0.5 이상으로 검정하여 항목들
의 수렴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cronbach α가 0.8이상으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끝으로 측정항목간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변수간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타당성, 신뢰성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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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 PE PP RA PR TECH PV UI

PU 1 　 　 　 　 　 　 　
PE .316** 1 　 　 　 　 　 　
PP .197** .283** 1 　 　 　 　 　
RA .323** .334** .336** 1 　 　 　 　
PR -.104 -.333** -.316** -.201** 1 　 　 　

TECH -.255** -.311** -.165** -.252** .106 1 　 　
PV .427** .431** .362** .430** -.312** -.354** 1 　
UI .142* .204** .202** .162** -.271** -.265** .187** 1

<표 3>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아이겐

값
누적분
산비율

크론바
흐

알파

지각된 
유용성

pu1 -.068 .115 -.047 .287 .769 .152 .038 .046

3.398 11.327 .891pu2 -.120 .130 .169 .078 .851 .026 .025 -.074
pu3 -.075 .102 .047 .093 .872 .145 .016 .013
pu4 -.090 .093 .063 .177 .835 .139 .088 -.047

지각된 
경제성

pe1 -.155 .845 .072 .127 .134 .114 .052 -.041

3.269 22.223 .925pe2 -.053 .874 .040 .202 .084 .125 .068 -.146
pe3 -.149 .806 .175 .134 .114 .134 .060 -.206
pe4 -.127 .876 .124 .133 .136 .104 .074 -.102

지각된 
즐거움

pp1 -.107 .125 .823 .079 .089 .184 .086 -.078

3.248 33.049 .910pp2 -.013 .097 .905 .099 .032 .136 .025 -.131
pp3 .042 .065 .842 .161 .063 .103 .074 -.121
pp4 -.114 .083 .840 .140 .053 .083 .079 -.096

상대적이
점

ra1 -.039 .147 .100 .197 .097 .833 .042 -.090

3.080 43.317 .860ra2 -.059 .096 .081 .148 .133 .853 .026 -.085
ra3 -.102 .125 .176 .086 .038 .796 .091 .015
ra4 -.130 .069 .140 .134 .185 .710 .017 -.055

지각된 
위험

pr1 .004 -.167 -.073 -.091 -.058 -.058 -.058 .856
3.078 53.576 .905pr2 .000 -.111 -.197 -.102 .025 -.058 -.145 .889

pr3 .057 -.137 -.145 -.157 -.018 -.080 -.140 .885

기술성

tech1 .832 -.084 -.082 -.197 -.057 -.069 -.099 .033

2.921 63.312 .930tech2 .873 -.130 -.011 -.119 -.066 -.061 -.156 -.060
tech3 .897 -.135 -.047 -.108 -.132 -.110 -.065 .042
tech4 .913 -.104 -.051 -.112 -.103 -.101 -.086 .057

지각된 
가치

pv1 -.127 .203 .137 .811 .126 .223 .010 -.090

2.713 72.354 .911pv2 -.180 .126 .140 .822 .207 .111 .048 -.124
pv3 -.166 .152 .179 .777 .181 .151 .101 -.150
pv4 -.147 .161 .114 .803 .177 .174 .038 -.074

이용의도
ui1 -.148 .116 .067 .082 .049 .089 .895 -.083

2.558 80.880 .943ui2 -.123 .060 .078 .044 .036 .056 .936 -.143
ui3 -.105 .040 .099 .027 .064 .018 .935 -.104

사회적
위험

sr1 .927

4.315 86.308 .962
sr2 .933
sr3 .913
sr4 .917
sr5 .955

<표 4>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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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확인요인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한 후에 측정항목들의 확인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해당 문항을 제거할 때 모형적합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을 
제거하고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모든 측정항목은 모형적합도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분석
에 활용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 각 항목의 경로계수, 표준오차, 기각비와 확인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는 다음
의 <표 5>과 같이 나타났다.

<표 5> 측정 항목의 확인요인 분석결과

연구단위 경로계수 표준오차 기각비 연구단위 경로계수 표준오차 기각비 모형적합도

pu4 0.838 0.048 17.433 pr3 0.945 0.041 22.880

 ²=707.483, 
자유도(d.f.)=377, 
GFI=0.864, AGFI=0.832, 
NFI=0.904, IFI=0.953, 
CFI=0.952, AIC=883.483, 
TLI= 0.945, RMR=0.045, 
RMSEA=0.055

pu3 1.000 pr2 1.000

pu2 0.945 0.057 16.626 pr1 0.810 0.047 17.318

pu1 0.802 0.053 15.220 tech4 0.996 0.043 23.433

pe4 0.915 0.04 22.788 tech3 0.981 0.044 22.448

pe3 0.930 0.046 20.122 tech2 1.000

pe2 1.000 tech1 0.871 0.05 17.400

pe1 0.901 0.048 18.948 pv1 0.947 0.053 17.939

pp4 0.910 0.048 18.940 pv2 0.971 0.053 18.437

pp3 0.981 0.046 21.513 pv3 1.000

pp2 1.000 pv4 0.921 0.054 17.108

pp1 0.831 0.044 18.850 ui1 0.802 0.032 25.211

ra4 0.823 0.067 12.188 ui2 1.000

ra3 0.826 0.059 14.113 ui3 1.000 0.032 31.49

ra2 0.938 0.05 18.780

ra1 1.000

 

4.4 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공분산 구조모형 분석을 AMOS 21.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검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는  ²=739.680, d.f. =383, CMIN/DF =1.931, p=0.000, GFI=0.859, 
AGFI=0.829, CFI=0.949, NFI=0.900, IFI= 0.949, TLI=0.942, RMR=0.074 RMSEA=0.056로 나타났다. 연구모
형에 대한 모든 적합도 값이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제안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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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얻어진 각 경로의 estimate value와 critical ratio 및 p-value는 다
음 <그림 2>, <표 6>과 같다.

<표 6>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Hypo Path Estimate S.E C.R. p Test Results

H1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가치 0.292 0.068 4.285 0.000** 채택

H2 지각된 경제성 ⇒ 지각된 가치 0.136 0.052 2.627 0.009** 채택

H3 지각된 즐거움 ⇒ 지각된 가치 0.090 0.039 2.313 0.021** 채택

H4 상대적 이점 ⇒ 지각된 가치 0.211 0.065 3.240 0.001** 채택

H5 지각된 위험 ⇒ 지각된 가치 -0.098 0.036 -2.714 0.007** 채택

H6 기술성 ⇒ 지각된 가치 -0.124 0.036 -3.462 0.000** 채택

H7 지각된 가치 ⇒ 지속이용의도 0.296 0.087 3.414 0.000** 채택

    ** p값은 0.05수준에서 유의함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conomics

Perceived
Playfulness

Relative 
Advantage

Perceived
Risk

Technicality

Perceived
Value

Continuous 
Usage 

Intention

0.292(4.285)

0.136(2.627)

0.090(2.313)

0.211(3.240)

-0.098(-2.714)

-0.124(-3.462)

0.296(3.414)

<그림 2>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4.5 경로간 차이가설 검정

무인점포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 코로나 19로인한 사회적 위험
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Amos 21.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분석을 
하였다. 5개의 사회적 위험 문항에 대한 평균 값(4.5795)을 기준으로 장기지향적 상호관계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난 집단(n=157)과 낮게 나타난 집단(n=136)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경로계수 값을 비교하였다. 각 집단
의 경로계수 값의 통계적 차이에 대한 검정을 위해 각 경로별 z-값을 검토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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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사회적
위험 경로계수 표준오차 기각비 p z값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가치
high 0.252 0.108 2.326 0.020**

0.884
low 0.370 0.079 4.706 0.000**

지각된 경제성 ⇒ 지각된 가치
high 0.110 0.072 1.517 0.129

1.650
low 0.286 0.079 3.626 0.000**

지각된 즐거움 ⇒ 지각된 가치
high 0.130 0.058 2.229 0.026**

-1.085
low 0.046 0.052 0.882 0.378

상대적이점 ⇒ 지각된 가치
high 0.245 0.116 2.107 0.035**

-0.342
low 0.199 0.068 2.930 0.003**

지각된위험 ⇒ 지각된 가치
high -0.170 0.058 -2.919 0.004**

2.128**
low -0.010 0.047 -0.215 0.829

기술성 ⇒ 지각된 가치
high -0.195 0.057 -3.440 0.000**

2.183**
low -0.043 0.040 -1.083 0.279

<표 7> 사회적위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4.6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무인점포의 지각된 혜택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이 

Estimate=0.292(C.R.=4.285), 지각된 경제성이 Estimate=0.136(C.R.=2.627), 지각된 즐거움이 Estimate=0.090 
(C.R.=2.313), 상대적 이점이 Estimate= 0.211(C.R.=3.240)으로 나타나 모든 무인점포의 지각된 혜택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과 상대적 이점이 무인점포
의 지각된 가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인점포를 통한 쇼핑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존의 점포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높은 이점을 갖는다는 지각이 무인점포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이지만 무인점포를 이용하면서 경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각과 새로운 쇼핑 환경에 대한 즐거움은 아직 무인점포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무인점포의 지각된 희생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위험이 
Estimate=-0.098(C.R.=-2.714), 기술성이 Estimate=-0.124(C.R.=-3.462)로 나타나 모든 무인점포의 지각된 희
생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인점포 이용 시 기술성 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상대적으로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점포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찾아주고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셀프서비스에 의존해야하는 환경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무인점포에 대한 가치를 저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이지만 무인점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구매하는 절차에 대한 낯설음 등의 위험 또한 무인점포의 가치를 높이는데 저해요소로 작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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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인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으로 인해 형성된 지각된 가치가 무인점포의 지속
적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Estimate=0.296(C.R.=3.414)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무인점포 이용자가 무인점포 이용을 통해 지각한 혜택과 희생을 고려하여 무인점포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실제 무인점포에 대한 이용을 지속할 의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무인점포와 같이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등이 집약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 경우 지각된 혜택요인
과 지각된 희생요인이 무인점포에 대한 가치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사회적 위험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검정하였다. 코로나 19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경제성, 지각된 즐거움, 상대적 이점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각된 희생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높게   
지각한 집단에서 Estimate=-0.170(C.R.=-2.919)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험을 낮게 지각한 집단에서 
Estimate=-0.010(C.R.=-0.215)으로 나타나 경로계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인 z값이 2.128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성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높게  
지각한 집단에서 Estimate=-0.195(C.R.=-3.440)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험을 낮게 지각한 집단에서 
Estimate=-0.043(C.R.=-1.083)으로 나타나 경로계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인 z값이 2.183으로 통계적인 유의성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크게 지각하는 소비자일수록 무인점포에 대한 
지각된 혜택요인보다 지각된 희생요인을 더욱 크게 지각하여 지각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위험이 클수록 무인점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지각된 위험이나 셀프기반서비
스 등으로 인한 이용의 불편함 같은 희생 요인에 대한 지각을 높아져 무인점포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지각하는 소비자일수록 무인점포에 대한 가치를 높게 지각하
여 이용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무인점포 이용자가 지각하는 혜택요인(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경제성, 지각된 즐거움, 상대적 이점)
과 희생요인(지각된 위험, 기술성)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 이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는 연구이다.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검
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적용된 신기술과 전체적인 무인매장 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기술수용관점으로 연구하였다는 시사점을 들 수 있다. 무인매장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어 주로 무인점포에 적용되는 기술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된데 비해 본 연구는 소비자의 
무인점포 이용을 적용된 기술수용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무인점포와 같이 소비자 관점에서 완전
히 새로운 서비스가 아닌 신기술의 접목으로 편의성이 개선된 서비스의 경우 초기 기술의 수용을 다루는데 제
약을 갖는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이 아닌 무인점포 이용자가 지각한 혜택요인과 희생요인을 구분하여 지각된   
가치의 관점에서 무인점포 같이 새로운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각된 혜택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경제성, 지각
된 즐거움, 상대적 이점을 제시하였으며 지각된 희생요인으로 지각된 위험과 기술성을 제시하여 지각된 가치와
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이는 VAM을 통해 지각된 혜택을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
움으로, 지각된 희생요인을 지각된 비용과 기술성으로 제시한 Kim et al.(2007)의 연구를 확장하여 특정 기술
이나 서비스가 갖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에 대한 확장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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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분석결과 새롭게 제시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희생요인의 변수가 기존의 변수의 영향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실증분석경로가 나타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이나 채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신기술과 
서비스가 갖는 특징을 해당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통해 검토하여 기존의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셋째, 개인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 지각이 무인점포에 대한 신념인 지각된 
혜택과 희생이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는 향후 VAM을 포함하여 기술수용관련 연구와 소비자 
구매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모형 정교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무인점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관점의 지각을 기술수용 등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구매 및 이용과정이 설명되더라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관련 영향이 상이함은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구성할 때 개인적 성향을 고려
한 연구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점포 이용자가 지각하는 혜택요인 중 지각된 유용성과 상대적 이점이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경제성보다 무인점포의 지각된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기존 점포와 비교하여 갖는 상대적
인 차별성을 강조하여 더 큰 혜택으로 지각하게 하는 것이 무인점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전략적 시사
점을 갖는다. 특히 지각된 경제성이 가치의 지각에 낮은 영향을 나타낸 것은 무인점포가 운영비의 절감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성을 높게 지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제품
의 가격을 낮추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점포수 확대 등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영비 
절감이 제품가격의 차별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즐거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R이나 VR 등 다양한 기술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매장 내에서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각된 즐거움을  통해 무인점포의 가치를 높게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인점포는 소비자의 점포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각된 위험과 기술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즉 무인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개인화된 정보 
등의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각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위험지각을 낮추기 
위한 프로세스 단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제품의 위치를 쉽게 검색가
능하게 하고 구매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는 등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지각이 소비행동을 바꿀 수 있음은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지
만 점차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통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 19이후에 변종 바이러스나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 들로 인해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이전의 사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위험은 기술이나 서비스의 혜택적인 요소보다는 희생적인 요소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점포 이용의 혜택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모션이나  
직접적인 혜택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무인점포 이용자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으나 점포의 유형이나 점포의 무인화 정도와 기술사용 수준을 통제하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코로나 19의 사회적 위험을 조절변수로 하여 조절효과를 검정하였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정
도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확진자 발생정도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들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
구를 통해 무인점포의 무인화정도와 코로나 19의 확산정도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학술적 
및 실무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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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sumers' Intention to Continue Use of 

Unmanned Stores in the Non-face-to-face Era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VID-19 

Social Risk

Oh, Jong-chul1)

Abstract

Recently,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used a great change not only 
in the overall society but also in the retail industry. In the retail industry, unmanned stores based on new technologies 
have emerged, changing the consumption behavior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lobal pandemic caused by COVID-19, 
which appeared in December 2019, raised social risks, and as a result of this, the beginning of the non-face-to-face era, 
interest in unmanned stores is increasing.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benefits factor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conomics, perceived enjoyment, relative advantages) and sacrifice factors (perceived risk, technicality) perceived by 
unmanned store users on continuous use intention through perceived value. In addition, it is a study to test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at role the social risk from COVID-19 plays in the process of consumption through unmanned 
sto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activation of unmanned stores in the 
non-face-to-face era.

In this study, a total of 293 copies of data were collected for users of unmanned stores for hypothesis testing. In 
addi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1.0 and AMOS 21.0 statistical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conomics, 
perceived playfulness, and relative advantages) of unmanned stores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Second, it was found that all perceived sacrifices (perceived risk, technicality) of unmanned stor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value of unmanned stor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use. Finally, the social risk from COVID-19 has been shown to play a 
moderating role when the perceived sacrifice of unmanned stores affects the perceived value.

Keyword: Unmanned stores, Value-based Acceptance Model, COVID-19, Perceived Value, Continuous Use Intention 

1)First Author, An Associate Professor of Management at Ansan University, drpeter@a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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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대외협력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경영학과의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마케팅원론, 마케팅조사론,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인터넷       
  마케팅, BPR, 기술수용 분야이다. 
  <관심분야> : 인터넷 마케팅, CRM, ERP, SCM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