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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consumer traits(technology anxiety and 
need for interaction) explain attitude toward self-service technologies in fashion retail 
stores. We examined if technology anxiety influences perceived productivity and 
attitude toward self-service technologies, and if so, how the need for interaction with 
employees moderates the impact of technology anxiety on perceived productivity and 
attitud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web-based survey with Korean consumers 
was conducted. The final sample size was 21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nd PROCESS in SPSS were employed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echnology anxiety negatively affected perceived productivity and attitude 
toward self-service technologies in which perceived productivity affected attitude 
positively. Need for interaction with employees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xiety and perceived productivity. It also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xiety and attitud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elf-service 
technology literature by identifying two antecedents of consumer attitude toward self- 
service technologies: technology anxiety and the need for interaction. The findings 
further provide valuable insights to retailers and marketers as to how technology anxiety, 
perceived productivity, and the need for interaction work in enhancing consumer 
attitude toward self-service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fashion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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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소비자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유통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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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유통업체들이 비용 절감, 고객 

정보 획득, 점포 내 쇼핑 경험 개선 등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McKenzie, 
Burt, & Dukeov, 2018). 이러한 기술 중 점원의 개입 

없이 상품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서비스테크놀

로지(self-service technology)(Meuter, Ostrom, Bitner, 
& Roundtree, 2003)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

술로, 기차역, 공항을 비롯하여 마트, 백화점, 전문점 

등 유통 분야에서 무인 결제 키오스크, 인터렉티브 윈

도우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근 소개되는 다양한 

혁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무인자판기에서 제품을 검

색, 제안,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유통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 중 셀프서비

스테크놀로지는 점원과의 대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으며, 사용이 어렵지 않아 패션 유통업체들이 적극 

도입하고 있다(Kim & Lee, 2019). 예를 들어, 해외 

Nike와 Zara 일부 매장에서는 점포 내 키오스크를 통

해 소비자가 결제를 위해 대기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illitoe, 2019). 또
한, Rebecca Minkoff는 소비자가 매장 내 video wall
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로부터 제품을 검색하고, 마음

에 드는 제품을 요청하여 매장 내 피팅룸에서 착용해

보고, 셀프 체크아웃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Mroz, 2018). 이에 패션 유통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극 활용되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에 관한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

부분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을 중심으로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Blut, Wang, 
& Schoefer, 2016), 즐거움(Kim & Park, 2019), 기술

준비도(Elliott, Hall, & Meng, 2013) 등 변수를 사용

하여 이들 요인이 기술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

의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슈퍼마켓, 레스토

랑, 공항 등의 소매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

되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에 국한되어 있다(Kim & 
Lee, 2019). 최근 패션 분야에서도 셀프서비스테크놀

로지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기존 유통 

연구와 같이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셀프

서비스테크놀로지 행동 의도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소비자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

해 심도 깊게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Kim & Lee, 2019).
기술수용모델은 다수의 연구에서 혁신기술 수용을 

설명하는 모델로 사용되었으나(Jeong & Roh, 2016; 
Kim & Shin, 2015; Yoon, Park, & Lee, 2018), 지각된 

사용용이성 및 유용성 등 기술에 대한 기능 혹은 실용

적 접근만으로 소비자의 기술수용을 설명한다는 제한

점이 있다(Bagozzi, 2007; Han, Shim, & Shin, 2014; 
Kim & Qu, 2014). 학자들은 소비자 지각은 생각과 행

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기에(Mowen, 2000), 소비자의 수용과정에 있어 소비

자 특성과 같은 외부 변인의 영향력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주장한다(Dabholkar & Bagozzi, 2002; Han, 2019). 
이에 일부 학자들은 기술기반 셀프서비스에 대한 소

비자 수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의 전반적인 기

술에 대한 불안감(technology anxiety)(Lee, Cho, Xu, 
& Fairhurst, 2010), 종업원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

(need for interaction) 등과 같은 소비자 개별 특성 혹

은 성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기하였

다(Lee & Leonas, 2020). 특히, 선행연구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의 경우, 소비자의 전반적인 기술에 대

한 염려와 두려움(기술불안감)이 기술에 대한 평가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비자 특성으로 언급되었

다(Gelbrich & Sattler, 2014). 또한, Perea y Monsuwé, 
Dallaert, and de Ruyter(2004)는 온라인 쇼핑과 같은 

비대면 쇼핑 환경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수용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소비자 특성으로 상호작용욕구를 언

급하였다. 패션 유통분야에서 활용되는 셀프서비스테

크놀로지를 소비자 특성을 중심으로 심도 깊게 살펴

본 연구가 미흡함을 고려할 때(Lee & Leonas, 2020), 선
행연구에서 기술수용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특성으로 

언급되는 기술불안감과 상호작용욕구 요인의 기술수

용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불안감과 상호작용욕구를 중심

으로, 기술불안감이 지각된 기술 생산성(productivity),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attitude)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욕구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패션 업계에서의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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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대한 관심과 제한적인 연구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유통분야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

리라 사료된다. 또한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를 활용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통업체에 해당 기술

의 도입 시 기능적인 측면(생산성)과 함께 소비자의 

개별적 특성(기술불안감, 상호작용욕구)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함으로써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리

라 기대한다.

Ⅱ. Review of Literature

1. Perceived productivity and attitude

본 연구에서 패션 유통분야에서 활용되는 셀프서

비스테크놀로지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 태도를 

결과변수로 채택하였다. 태도는 “개인이 대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기본적인 성향으로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된다(Chae, 2010, p. 
379).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혁신 기술의 수용은 해

당 기술을 사용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예측되며(Davis, 
1989), 다수의 의류 유통 분야 연구에서 태도가 기술

수용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검증되었다(Han, 2019; 
Kim & Shin, 2013; Ko & Kim, 2014).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태도를 결

과 변수로 채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지

각 혹은 평가는 소비자 태도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nitsal & Schumann, 
2007; Lee & Yang, 2013).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평

가 중 기능과 관련한 변인인 지각된 생산성(productivity)
은 서비스 참여자로써의 소비자 투입(input) 대비 성과

(output)의 비율로 정의되며(Parasuraman, 2002), 타인

이나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닌 서비스 이용 과정

에서 도출되는 소비자의 자기 생산성(self-productivity)
를 의미한다(Kim, Kim, Moon, & Chang, 2014). 지각

된 생산성은 소비자가 기술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인

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사용

은 지각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Kim et al., 2014). Anitsal and Schumann(2007)은 생

산성을 만족과 서비스 품질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논의하며, 인지적 요인으로 행동의도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킬 것이라 논의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기술

기반 셀프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각하는 생산성이 

해당 기술 사용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Kim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생산

성이 소비자의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제안한다.

2. Technology anxiety

기술불안감(technology anxiety)은 기술을 실질적으

로 사용할 때 혹은 사용을 고려할 때 느끼는 불안, 두
려움 등으로 정의되며, 기술수용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Meuter et al., 2003). 기술불안감

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과평가와 행동의도로 나타난

다(Gelbrich & Sattler, 2014). Meuter et al.(2003)은 

종업원과의 대면 상호작용 없이 고객이 직접 서비스 

생산과 이용에 관여하는 기술적 수단인 셀프서비스테

크놀로지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기

술불안감 수준이 높을수록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사

용이 저조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기술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불안 혹은 사용에 대한 두려

움이 큰 소비자일수록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사용에 

부정적이었다. 쇼핑 어시스턴트와 같은 혁신 기술 사

용 시 기술불안감은 해당 기술의 수용을 저해하며, 특
히 해당 기술을 최초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vanschitzky, Iyer, 
Pillai, Kenning, & Schütte, 2015). 뿐만 아니라, 쇼핑 

시 사용하는 셀프서비스 키오스크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불안감은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Fairhurst, & Cho, 2013). 
Lee and Leonas(2020) 또한 다양한 패션 리테일 매장

에서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셀프체크아웃)에 관한 연

구에서 기술 사용시 해당 기술이 실패할 것이라는 염

려가 셀프체크아웃 사용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불안감이 패

션 유통매장에서 활용되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에 

대해 지각하는 생산성에 부적 영향을, 태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제안한다.

가설1: 기술불안감은 지각된 생산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기술불안감은 셀프서비스기술에 대한 태도

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82 －



Vol. 28, No. 4 정소원․박지선 75

가설3: 지각된 생산성은 셀프서비스기술에 대한 태

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Need for interaction

상호작용 욕구(need for interaction)는 종업원과 실

제로 소통 및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의미하며, 소비자 반응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논의되었다(Meuter et al., 2003). 기존 연구에서 상

호작용욕구는 대변 상호작용의 상실로 파악되어, 셀

프서비스테크놀로지 혹은 셀프체크아웃 도입의 주요 

장애물로 논의되었다(Fernandes & Pedroso, 2017). 리
테일 환경에서 종업원과 대면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정도는 소비자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제공 시 대면 접촉이 매우 중요한 반면(Lee & 
Leonas, 2020), 다른 유형의 소비자는 대면 상호작용

을 기피하며, 종업원과의 비대면을 선호하는 독립성

욕구(need for independence)를 보인다(Anselmsson, 
2001). 상호작용욕구는 소비자 개인 특성이며, Lee et 
al.(2013)의 연구에서 쇼핑 시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변수로, Blut et al.(2016)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Evanschitzky et al.(2015)의 연구에서 퍼스널 쇼핑 어

시스턴트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로 연구되었다.
한편, Lee and Leonas(2020)는 패션 리테일 매장에

서 밀레니얼 세대의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셀프체크

아웃) 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상호작용욕구를 주요 
소비자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Lee and Leonas(2020)

는 소비자 개인 특성에 따라 종업원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다르며, 결정요인(스피드, 사용용이성, 
통제감, 즐거움, 기술실패)과 기술수용과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므로 선행 요인이 아닌 기술수용을 설명하

기 위한 조절변수로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Perea 
y Monsuwé, Dallaert, and de Ruyter(2004) 또한 온라

인 쇼핑 의도와 관련하여 상호작용욕구를 조절변수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심도 깊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종업원과의 상호작용을 원하는 소

비자들은 종업원 개입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

라인 쇼핑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 주장하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즐
거움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가 상호작용욕구 수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욕구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불안감이 지각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작용욕구 수준에 따라 다

를 것이며(가설 4), 기술불안감과 태도 간 관계가 상호

작용욕구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 제안한다(가설 5).

가설4: 상호작용욕구는 기술불안감과 지각된 생산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5: 상호작용욕구는 기술불안감과 셀프서비스

기술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셀프서비스기술

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음의 연구 

모형을 제안한다(Fig. 1).

<Fig.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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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earch Method

1. Research procedure

의류 쇼핑 시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수용의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소비자 패널 중 20대, 
30대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였다. 셀프서비스기술을 활용한 리테일 서비스 중 무

인판매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무인판매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 리테일 서비스에 

비교적 익숙한 20대와 30대 소비자 중 최근 6개월 동

안 카페, 음식점, 편의점, 마트, 기차역, 공항 등에서 

무인자판기(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셀프서비스로 물건 

혹은 티켓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만을 조사 대

상으로 설정하였다.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
표적인 SPA 브랜드 중 하나인 A 브랜드가 현재 해외

에서 활용하고 있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중 하나인 

의류 무인판매기에 대한 사진을 다음의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다(카페, 음식점, 편의점, 마트, 기차역, 공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점원의 도움없이 

셀프서비스로 물건을 검색, 구매하는 무인판매서비스

를 활용하고 있다. 의류에서도 이러한 셀프서비스기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 브랜드의 경우, 
매장 공간뿐 아니라, 공항에서 의류 무인자판기를 설

치하여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 
상품은 매장이나 우편으로 반품도 가능하다; Fig. 2).

2018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2,902부의 설문

이 발송되었고, 244부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214부의 유효표본이 분

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중 51.4%가 여성이었으며, 
20대가 49.5%. 30대가 50.5%이었다. 42.1%가 사무직, 
15.3%가 학생, 10.2%가 전업주부 및 무직이었으며, 
55.6%가 4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19%가 전문

대학 및 2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중 46.8%가 연 평균 수입

이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었으며, 17.1%
는 4,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 17.1%는 1,000
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2. Measures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기술불안감, 지각된 생산성, 
태도, 상호작용욕구 등 4개의 구성개념을 포함하였다. 
사용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되었다. 기술불안감은 모든 형태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Meuter et al., 2003)으로 
보고, Lee and Yang(2013)과 Meuter, Bitner, Ostrom, 
and Brown(2005)에서 3문항을 채택하여 구성하였다. 
지각된 생산성은 Kim et al.(2014)을 바탕으로 소비자

가 기술활용이 효율적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로 보고, 
리테일 매장에서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활용으로 생

산성 혹은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 인지하는 정도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태도는 Chae(2010), Shih 
(2004)를 토대로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에 대한 호의

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반응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

하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상호작용 욕구는 종업원

과 대면하여 소통 및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로(Meuter et al., 2003) 보고, 쇼핑 시 종업원과의 

대면 상호작용의 중요성 및 선호에 관한 4문항을 Lee 

 

<Fig. 2> Exemplar photo
From Mogg. (2017). https://www.digitaltre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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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ang(2013)에서 채택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에 포

함된 모든 문항은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
점(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연평균 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측정되었다.

3. Data analysis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5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CFA)을 실시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M) (H1-3)과 SPSS Macro 
Process 분석(H4-5)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는 SPSS 25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Results

1. Measurement model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CFA) 실시하여 측정

항목의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타당도

를 분석하였다. 문제가 되는 문항인 기술불안감 1문

항, 지각된 생산성 1문항, 상호작용욕구 1문항 제거 

후,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χ2=50.46, 
df=29, χ2/df=1.74, p<.01, CFI=.99, TLI=.98, IFI=.99, 
RMSEA=.06, SRMR=.04; Table 1). 각 구성개념에 대

한 요인 부하량은 .71 이상, CR 값은 .84 이상, 평균분

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63 이

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확

인되었다(Anderson & Gerbing, 1988). <Table 2>에서 

제시하듯이,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확인을 

위해 각 요인간 상관계수 제곱과 AVE 값을 비교하였

고, 타당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2. Hypothesis test

제시된 가설1-3 검증을 위해 실시한 구조방정식모

형 분석 결과, 모델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χ2=21.67, df=11, χ2/df=1.97, p<.05, CFI=.99, TLI=.98, 
IFI=.99, RMSEA=.07, SRMR=.02). 총 5개의 가설이 

제시되었으며, 가설1-3의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가설 1의 단측 검정(one-tailed test) 결과, 기술불

안감은 지각된 생산성에 부적(‒) 영향을(std. β=‒.13, t= 
‒1.87, p<.05) 미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설을 지지하

였다. Lee et al.(2013)의 논의를 재확인하며, 쇼핑 시 

<Table 1> Measurement items

Construct Item λ CR AVE

Technology 
anxiety

1. Technical terms sound like confusing jargon to me. .79
.86 .752. I hesitate to use most forms of technology for fear of making a 

mistake that I cannot correct. .94

Perceived 
productivity

2. The self-service technologies in a retail store made me more 
productive. .93

.92 .85
3. The self-service technologies in a retail store increases my 

understanding of the product or service. .91

Attitude

1. I like to use the self-service technologies in a retail store. .86

.93 .82
2. It is pleasure for me to use the self-service technologies in a retail 

store. .95

3. It is desirable for me to learn how to use the self-service 
technologies in a retail store. .90

Need for 
interaction

1. I like interacting with the person who provides the service. .71

.84 .63
3. Personal attention by the service employee is not very important to 

me. (recoded) .81

4. Human contact in providing services makes the process enjoyable 
for me.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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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지각된 생산성)는 기술불안감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기술

에 대한 불안감이 큰 성향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패션 
매장에서 활용되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에 대해 의

구심을 가질 것이며, 해당 기술이 생산적이지 않을 것

이라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단측 검정 결과, 기술불

안감은 태도에 부적(‒) 영향을(std. β=‒.08, t=‒1.73, p< 
.0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불안감 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와 같은 혁신 기술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연구(Evanschitzky et 
al., 2015; Gelbrich & Sattler, 2014)와 맥을 같이 한

다. 가설 3의 단측 검정 결과, 지각된 생산성은 태도에 

정적(+) 영향을(std. β=.73, t=12.58, p<.001)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제시된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와 유사하

게 Kim et al.(2014)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술기반 셀프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각하는 생산성이 인지적 요

인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에 기여

하였다.
가설 4와 5의 조절효과는 SPSS Macro Process 

Model=8을 통해 분석하였다(Table 4). 신뢰구간 95%, 
부트스트랩 샘플수를 1,000으로 지정하여 가설을 검증

하였다. 가설4의 검증모형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효

했다(F=9.58, p<.001). 지각된 생산성에 대한 기술불안

감과 상호작용욕구 상호작용항 회귀계수가 .20(p<.001)
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LLCI=.12~ULCI=.28]
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4는 지지되었다. 가설5의 회귀식 또한 통계적

으로 유효했다(F=58.24, p<.001). 태도에 대한 기술불안

감과 상호작용욕구 상호작용항 회귀계수가 .08(p<.01)
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LLCI=.02~ULCI=.14]
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5는 지지되었다. 기술기반 쇼핑환경에서의 기

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기술 사용에 대한 소비자 반

응에 미치는 영향이 종업원과의 대면 상호작용욕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Lee & Leonas, 2020; Perea y Monsuwé et al., 2004).
추가적으로 기술불안감의 태도에 대한 조건부 직

접 및 간접효과가 <Table 5, 6, and 7>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절 변수인 상호작용욕구는 연속 값으

로 측정되었으며,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해 조절변수의 특정 값(평균‒1표준편차, 평균, 
평균+1표준편차)에서의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하였다. 
<Table 5>에서 보여지듯이 상호작용욕구가 낮거나 평

균인 수준에서는 기술불안감이 지각된 생산성 및 태

<Table 2> Correlation

1 2 3 4

1. Technology anxiety .75

2. Perceived productivity .02 .85

3. Attitude .04 .58 .82

4. Need for interaction .26 .00 .00 .63

Note. Diagonal entries are average variances extracted (AVE) for each construct.
Off-diagonal entries are the square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structs.

<Table 3>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 Std. estimate SE t p

H1: Technology anxiety → Perceived productivity ‒.13 .07 ‒1.87* .03

H2: Technology anxiety → Attitude ‒.08 .04 ‒1.73* .04

H3: Perceived productivity → Attitude  .73 .03 12.58** .0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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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호작용욕구 수준에 따

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욕구가 높은 

수준에서는 상호작용욕구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점포 내에서 점원과 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가 적은 소비자일수록 평소 기술 전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지각된 생산성과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면 상호작용욕구가 낮
은 소비자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에 거부감이 적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데 심리적 장벽이 낮을 것이며, 

평소 기술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셀프서비

스테크놀로지가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며, 해

당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종업원과의 대면 상호작용욕구가 낮은 소비

자에게는 기술불안감이 중요하나, 상호작용욕구가 높

은 소비자에게는 기술불안감이 셀프서비스테크놀로

지에 대해 지각하는 생산성과 태도를 예측하는 중요

한 독립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상호작용욕구

를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비대면 쇼핑 방식인 셀프서

<Table 4> Moderation effect of need for interaction

Path β SE t CI95%

H1: Technology anxiety → Perceived productivity .20 .04 4.90** .12, .28

H2: Technology anxiety → Attitude .08 .03 2.73** .02, .14

** p<.01

<Table 5>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technology anxiety at values of need for interaction

Dependent variable Need for interaction (Moderator) β SE t CI95%

Perceived 
productivity

2.42 (Mean ‒ 1SD) ‒.40 .08 ‒4.78** ‒.57, ‒.24

3.62 (Mean) ‒.16 .07 ‒2.50* ‒.29, ‒.03

4.81 (Mean + 1SD) .08 .08   .96 ‒.08,  .23

Attitude

2.42 (Mean ‒ 1SD) ‒.20 .06 ‒3.42** ‒.32, ‒.09

3.62 (Mean) ‒.11 .04 ‒2.45* ‒.20, ‒.02

4.81 (Mean + 1SD) ‒.01 .05  ‒.27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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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Indirect effect of technology anxiety on attitude via perceived productivity

Path β BootSE BootCI95%

Technology anxiety → Perceived productivity → Attitude .12 .03 .06, .18

<Table 7>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technology anxiety on attitude via perceived productivity at values of need 
for interaction

Mediator Need for interaction (Moderator) β BootSE BootCI95%

Perceived 
productivity

2.42 (Mean ‒ 1SD) ‒.24 .06 ‒.37, ‒.12

3.62 (Mean) ‒.10 .06 ‒.21,  .02

4.81 (Mean + 1SD)  .04 .07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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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테크놀로지를 사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에

(Perea y Monsuwé et al., 2004), 사용을 하도록 유도

하는 해당 기술의 즐거움, 새로움 등의 다른 선행 변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able 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술불안감은 

지각된 생산성을 매개로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사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변수 간 관계는 상호작용욕구

에 따라 달라짐을 나타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Table 7>과 같이, 소비

자의 상호작용욕구가 평균 이하일 때, 기술불안감과 

태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각된 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욕구

가 평균값 혹은 그 이상일 경우 95% 신뢰구간의 범위

가 0을 포함하여 지각된 생산성의 매개 효과가 지각

된 생산성에 의해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Ⅴ. Conclusion

연구 결과, 소비자가 의류매장에서 무인판매기와 

같은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기술에 대해 불

안감을 느낄수록 기술 활용 시 소비자 본인의 생산성

이 낮다고 인식하며(가설 1), 그 기술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설 2)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

서비스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무인판매기 활용으로 본

인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지각할수록 셀프서비스테

크놀로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설 3). 또
한, 기술불안감이 지각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가설 

4), 기술불안감의 태도에의 영향(가설 5)은 점원과의 

상호작용욕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욕구가 낮거나 평균인 소비

자의 경우에만 평소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 인

지하고, 해당 기술사용에 부정적임을 밝혔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

한다.
첫째, 기술불안감은 지각된 생산성과 셀프서비스테

크놀로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혁신 기술 수용에 있어 개인 특성인 기

술불안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패션 소매점포에서 

활용되는 셀프체크아웃, 무인판매기와 같이 시장에 

새롭게 소개된 기술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며 

염려와 불안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해당 기술의 생산

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인식하며,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패션 유통업체는 셀프서비스

테크놀로지 도입 시 해당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우호

적인 평가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인판매기, 셀프

체크아웃,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앱 등 유통환경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홍보하여 소비자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활용으로 생산성이 높

아졌다고 인지할수록 해당 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

를 보였다. 즉, 소비자의 혁신기술에 대한 태도 및 수

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패션 유통

산업에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

를 돕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 및 마케터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기술불안감-지각된 생산성, 

기술불안감-태도에 대한 상호작용욕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매장 내에서 대면 상호

작용욕구가 낮은 소비자일수록 평소 기술 전반에 대

한 염려와 불안감이 지각된 생산성과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통해 셀프서비스테크놀

로지 활용 서비스 수용에 있어 기술불안감뿐만 아니

라 상호작용욕구와 같은 소비자 특성의 중요함을 재

확인하였다. 따라서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 도입 시 

패션 유통업체 마케터들은 개인 특성인 기술불안감과 

상호작용욕구를 기준으로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타겟 마켓 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
를 들어,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

핑과 오프라인 쇼핑 선호를 통해 대면 혹은 비대면 쇼

핑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각 세분집단별 차별화된 기술 기

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리테일 환경과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소비자 태도에 대해 

이해하여 소비자의 서비스 수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

해 심층적인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고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셀프서비스테크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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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활용 리테일 환경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미흡

함을 고려할 때, 서비스 테크놀로지 관련 소비자 연구

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테크놀로지 

기반 리테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실증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셀프서비스테크놀로

지 기반 판매 서비스 시스템 개발자와 마케터에 다음

과 같은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본 과제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한 셀프서비스테크

놀로지에 대한 소비자 수용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유

통업체와 기술개발자, 마케터에 소비자 개인 특성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시장에 따라 차별적인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

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 

개인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소비자 수

용과 관련한 상황적 변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통

합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수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패션 소매점포에 다양한 형태의 셀프서비스

테크놀로지가 제공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테크놀로지는 무인자판기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설
문 실시 시점에 무인자판기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

하는 국내 패션 매장이 없었기에 설명문과 사진을 제

공했음에도 이러한 기술에 대해 생소한 응답자가 있

었을 수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설문에 응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현

재 패션 매장에서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셀

프서비스테크놀로지를 살펴보고, 기술 수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용 연구를 통해 보

다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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