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기술 준비도에 따른

패션 옴니채널 서비스 수용태도

이하경·권기용
†
·최아라·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Fashion Omni-Channel Service Acceptance

Based on Consumer's Technology Readiness

Ha Kyung Lee · Ki Yong Kwon
†

· Ara Choi · Ho Jung Choo*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June 14, 2016; Revised August 24, 2016; Accepted September 13, 2016

Abstract

This study clarifies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he Omni-Channel service (Pintech service, Beacon ser-

vice, and Click and Collect service) and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among four clusters grouped by level

of technology readines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572 individuals between 20 and 30 years of age

were collected, but only 539 were used.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frequency analysis were adopted to analyze data using SPSS 20.0. The results are as follows. Technology

readiness was divided into four factors: optimism, innovativeness, discomfort, and insecurit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four sub-factors of technology readiness: brave adopters, opti-

mistic laggards, indifferent adopters, and critical adopters. These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he Omni-Channel service and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Critical adopters and brave

adopters recognized the value of the Omni-Channel service and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it than

other groups. Critical adopters also better perceived the risk of service with new technology that showed

higher fashion innovativeness and monthly consumption of fashion products than other groups. We inferred

that the indifferent adopters did not use the Omni-Channel service or services offered by fashion retailers as

much as other groups because indifferent adopters were less interested in both the Omni-Channel service

and fashion consumption behavior than other groups. Optimistic laggards viewed the Omni-Channel service

optimistically, despite perceptions of high risks to accompanying it and a low intent to use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assisted in the forma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of consumer behavior associated with the

Omni-Channel, which is an emerging issue in research related to distribution. The results can help fashion

industries that operate consumer-oriented marketing based on Omni-Channel strategies.

Key words: Omni-Channel service, Fintech service, Click and collect service, Beacon service, Technology

readiness; 옴니채널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클릭앤콜렉트 서비스, 비콘 서비스, 기술 준비도

– 1045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alwayskky@snu.ac.kr

ⓒ 2016,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0, No. 6 (2016) p.1045~1061

https://doi.org/10.5850/JKSCT.2016.40.6.1045

〔연구논문〕



80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6, 2016

I. 서 론

Digieco(2015)에 따르면 세계 56개 국가 중 한국의 스

마트폰 보급률은 83.0%로 아랍에미리트(90.8%), 싱가포

르(87.7%), 사우디아라비아(86.1%)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Korea On-Line Shopping Association(2014)는

2015년 한국 인터넷 쇼핑 시장 규모가 50조에 이를 것이

며, 그 중 모바일 시장이 약 21조(42.4%)를 차지할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모바일 시장의 규

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

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통

해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시간과 공

간의 제약 없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업

에서는 각 유통채널의 소비자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

니라 점포, 온라인, TV, 모바일 등 여러 유통채널을 통합

하여 관리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옴니채널

은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

태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유통의 패러다임을 의

미한다. 채널별로 수집 및 관리하는 고객 데이터를 통합

하고 분석하여 최상의 고객 서비스 구조를 구축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Korea Research Institute for Fashion In-

dustry Consortium [KRIFI Consortium], 2015; Lee & Son,

2014), 실제 고객들이 옴니채널 서비스의 장점을 지각하

고 기술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션 유통업계에서도 옴니채널이 중요한 이슈로서 다

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밝힌 학문적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 기사와 레포트를 통해 패션

기업에서 실행하는 옴니채널 전략의 배경과 활용 사례

가 보고되고 있지만(Park, 2014; Son, 2014) 옴니채널

을 접하는 소비자 행동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미

비하다. IBM(2015)에서는 다채널 쇼핑에 대한 이해도

및 기술 중요성 인식에 따라 소비자 유형을 4가지로 분

류하고 각 집단의 소비 유형을 탐색한 바 있다. 하지만

16개국 3만 500여 명의 다양한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각 집단의 소비 특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일반적인 특성만을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각 소비

자 집단이 옴니채널 서비스를 사용해 보았는지, 이에 대

한 만족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rown et al.(2014)는 미국 2,500여 명의 쇼

핑객을 대상으로 옴니채널 쇼핑 선호도에 대해 조사하

였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탐색, 구매, 결제, 수령, 반품으

로 구분되는 각 쇼핑 단계에 따라 어떤 채널을 사용하는

지 조사한 결과, 최소 32개의 서로 다른 쇼핑 패턴이 존

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2/3 이상이 제품 쇼핑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 Brown et al.(2014)는 소비자의 쇼핑 패턴을 채널

관점에서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각 채널 이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이나 위험과 같은 요소를 간과

하였으며 소비자 관점의 조사는 아니었다. 옴니채널 서

비스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인 유통전략으로

여겨지는 만큼 타겟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

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는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Fr-

azer & Stiehler, 2014; Levitt, 2013) 해당 서비스가 내포

하고 있는 기술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

은 서비스라 할지라도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기술 수

용도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패션 소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패션 혁신성 및 패션 제품 구매 행

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기술 수용도와 패

션 소비 행동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

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옴니채널 서비스 중

핀테크, 클릭액콜렉트, 비콘 서비스에 대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Park, 2014; Son, 2014) 실제 국내 패션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Lee & Lee,

2015; S. G. Park, 2015; Song, 2014) 본 연구에서는 핀테

크, 클릭액콜렉트, 비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

치, 위험 및 전반적인 태도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옴

니채널 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패션 기업이 고객 지향

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II. 이론적 배경

1. 옴니채널 서비스

옴니채널은 ‘모든, 모든 방식’을 뜻하는 접두사 ‘옴니

(omni)’와 유통경로를 뜻하는 ‘채널(channel)’이 합쳐진

용어로 백화점, 마트, 인터넷, 모바일 등 기업에서 별도

로 영업하던 온 ·오프라인 매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소

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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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체계이다(“옴니채널 쇼핑 [Omni-Channel shopping]”,

2015). Rigby(2011)는 옴니채널 리테일링을 오프라인 매

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온라인 쇼핑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정보가 합쳐진 통합된 쇼핑 경험이라고 정의하

였다. Son(2014)은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이 싱글채널(Sin-

gle-Channel), 멀티채널(Multi-Channel), 옴니채널(Omni-

Channel) 순으로 변화해 왔다고 하였다. 싱글채널 환경에

서는 소비자가 단일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하였지만 인터

넷 등장과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로 오프라인 점포를 포

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멀티채널 시

대가 도래하였다. 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멀티

채널과 달리 옴니채널 시대에는 온 ·오프라인이 유기적

으로 통합되어 각 채널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Son, 2014). 옴니채널 환경

하에서는 웹사이트, 매장, 키오스크, 메일, 카달로그 등

채널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리테일

러가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외 패션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옴니채널 서비스인 핀테크, 클릭앤콜렉트, 비콘 서

비스 3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실제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사용한 경험이 없더라도 각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과 수용 의도를 살펴보았다.

1) 핀테크 서비스(fintech service)

핀테크(fintech)란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셜(financ-

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개인자산관리, 모바

일 결제 및 송금 등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기술 서비스나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FinTech”, 2015).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모

바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결제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카카오 페이, 삼

성 페이, 애플 페이, 구글 월렛 등과 같은 모바일 결제 플

랫폼이 생겨나고 있다. 패션 기업에서도 이러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Lee & Lee, 2015). 미국 메이시스(Macy's) 백화점의 마

이 월렛(my wallet) 서비스는 다채널 통합 결제 시스템

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계정 내 개인정보에 저장해 두고

모바일, 타블렛, 컴퓨터 등 모든 기기에서 결제 시 이용

할 수 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의 SSG 페이, 인터파크

의 옐로 페이, 이베이 코리아(G마켓)의 스마일 페이 등

국내 패션 유통시장에서도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의 패션 브랜드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

며 이를 핀테크 서비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국내외 동향

및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Lee & Lee, 2015;

S. G. Park, 2015)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나 만족도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클릭앤콜렉트 서비스(click & collect service)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서비스로, 온라인에서 주문(click)한 제품을 오프

라인 매장에서 찾아갈(collect) 수 있는 서비스이다(KR-

IFI Consortium, 2015). 영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아스다

(Asda)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클릭앤콜렉트 서비스

를 확장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하루 24시간 중 언제든지

제품을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Steiner,

2012). 셀프리지(Selfridge), 존루이스(John Lewis) 등의

백화점에서도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로 인해 특별한 기획

시즌의 매출이 향상한 것으로 보고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Jang, 2014). 아마존(A-

mazon)은 미국 전역에 제품을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마

련하고 있으며(Wallop, 2013) 이베이(Ebay)에서는 클릭

앤콜렉트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설

치한 바 있다(Baker, 2012). 이와 같이 대형 소매점을 중

심으로 클릭앤콜렉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

서는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에서 ‘스마트픽(smart pick)’이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롯데닷컴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롯데백화점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교환 및 수선과 같은 오프라인 서비스

도 같이 제공한다(Song, 2014).

기업에서는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가 지각하였던 불편함과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는 배송 시 소요되는 불필

요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

다(IBM, 2015). 특히 패션 브랜드의 경우,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는 제품 착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온라인

점포에서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Mc-

Cormick et al., 2014). Rosa(2012)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클릭앤콜렉트 가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온라인

에서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하는 서비스(order online

pick-up in store)를 통해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해당 서비스

의 가장 큰 이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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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콘 서비스(beacon service)

비콘은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를 기반

으로 한 근거리 위치 추적용 기술 플랫폼이다(Hwang, 2013;

J. W. Park, 2015). 비콘을 활용한 대표적인 쇼핑 서비스

로 샵킥(shopkick)을 들 수 있다. 샵킥은 비콘 신호를 통

해 스마트폰 위치를 인식하여 자동 체크인 기능을 구현

한다. 소비자가 매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을 때 맞춤형 할

인 및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여 점포 방문을 유도하고, 사

용자의 정보, 관심사, 구매 패턴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보

를 제공한다(Lee & Kim, 2014).

애플에서는 고객이 매장에 진입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 정보, 고객 후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J. W. Park,

2015). 패션 점포에서도 비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

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메이시스 백화점에서는 샵킥 앱

을 다운받은 고객이 메이시스 매장을 지나가면 이와 관

련된 행사 메시지와 할인쿠폰이 제공되고 고객이 다른

코너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판촉 메시지도 바뀌어서

제공된다. 국내 신세계백화점에서도 고객의 위치를 파

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다.

Hui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GPS를 활용하여 구매 목

록에 대한 정보 및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기기의 사용

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RFID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쇼핑 동선을 측

정하고 쇼핑 전후 설문을 통해 실증 데이터를 거두었다

는 의의를 지닌다. 이외에도 상품 ·점포 정보 발송, 쿠폰

발행 등 비콘 서비스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을 실행할 수 있음이 다수의 학술지와 보고서를 통해 보

고되고 있지만(Hwang, 2013; Lee & Cho, 2014; J. W.

Park, 2015) 비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긍

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 옴니채널 서비스 수용태도

소비자는 의사 결정 시 여러 기능적, 경제적, 심리적 위

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Simcock et al., 2006) 특히, 온라

인 쇼핑 상황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

문에 구매 결정 시 불확실성을 지각하게 된다(Kim et al.,

2010; Taylor, 1974). Peter and Ryan(1976)은 특정 서비스

나 제품으로부터 비롯되는 불확실한 효용(negative util-

ity)으로부터 소비자가 위험을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 결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신념을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지각으로 볼 수 있다. 패

션기업에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

자 역시 해당 서비스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점

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이

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수용하는 과정 혹은 결과에 대

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역시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Kim et al., 2010). Peter and Olson(1994)은 소

비자가 지각하는 혜택을 특정 제품의 물리적 측면이 제

공하는 기능적인 혜택,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기분과 관

련 있는 심리적인 혜택으로 구분하였다. Kim et al.(2010)

은 지각된 혜택을 온라인 거래 상황에서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물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하였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리함, 시간과 금전적 비

용 절약, 다양한 종류의 제품 탐색 가능 등과 같은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Margherio et al., 1998) 이러

한 혜택을 지각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 소비자

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가 의사 결정 시 지각하는 위험과 혜택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긍정

적 신념을 형성한다(Peter & Olson, 1994). 이는 결국 특

정 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

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

험 지각과 혜택 지각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Park &

Sohn, 2015; Peter & Olson, 1994; Peter & Ryan, 1976).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과 혜택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

스에 대한 태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소비자의 기술 준비도 수준이 옴니채널 서비스 수용

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

면, 통합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다.

3. 소비자의 기술 준비도

Parasuraman(2000)은 기술 준비도를 가정이나 직장에

서 특정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

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기술 준비도는 기술을 사용하

는 소비자의 이용 능력으로 보기보다 기술에 대한 개인

의 내재적 성향으로 여겨진다. Parasuraman(2000)은 기술

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긍정적인 감정이 기

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기술에 대한 부

정적인 감정은 기술 수용을 늦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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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정의 개념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기술 준비

도를 낙관성(optimism), 혁신성(innovativeness), 불편감

(discomfort), 불안감(insecurity)의 4개 차원으로 구성하

여 측정하였다.

낙관성은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으로 낙관

성이 높은 사람은 기술이 인간의 삶에 통제성, 유연성,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Parasuraman, 2000).

일반적으로 낙관성이 높은 소비자는 부정적인 사람들

보다 긍정적인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낙관적 성향

을 가진 소비자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술을 수용하

는 경향이 있다(Walczuch et al., 2007).

혁신성은 어떠한 정보 기술이든지 새로이 시도해 보려

고 하는 성향이다(Agarwal & Prasad, 1998; Parasuraman,

2000). 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기술을 사용할 때 편리하다

고 느끼며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동반되는 위험에 대

해서는 낮게 지각한다(Agarwal & Prasad, 1998). 또한 혁

신성이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능의 사용 빈

도를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on & Han, 2011).

따라서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접하였을

때에도 기술 사용 시 위험을 낮게 지각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선호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 준비도의 부정적 요인인 불편감은 기

술을 통제함에 있어서 느끼는 상실감, 기술에 대해서

압도당한다는 감정이다(Parasuraman, 2000). Mick and

Fournier(1998)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높은 불편감을 지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

이 복잡하다고 느끼며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대

적으로 실망과 상실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

편감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본적인 기술 활용에 있어

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선행연구도(Son &

Han, 2011) 보고되고 있다. 이에 불편감이 모든 기술에 대

해 지각되는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접했

을 때 느끼는 상실감, 어려움의 감정임을 알 수 있다.

불안감은 기술을 활용한 일 처리는 부정확할 것이라고

불신하는 경향으로 정의한다(Parasuraman, 2000). Meu-

ter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높

게 지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며, 이들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술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성향

을 보였다. 반면, 혁신적인 기능이 아닌 별도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적인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

안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

에 불안감 역시 불편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임을 예

상할 수 있다(Son & Han, 2011).

패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가 ICT(Inf-

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옴니채널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신기술에 대한 수용 정도를 의미하는 기술 준비도가 좋

은 설명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 준

비도 수준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행동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Bae et al.(2011)는 소비자의 국적(한국 vs. 미국)

와 기술 준비도 수준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품질 인식 차

이를 규명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에 비해

미국 소비자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더 매력적으로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 준비도 군집에 따른 모

바일 서비스 품질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Victorino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호텔 이용객을 기

술 준비도 수준에 따라 혁신자(innovators), 편집증(par-

anoids), 지체자(laggards) 3가지 집단으로 나누고 각 군

집을 구성하는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구분되고 호

텔의 최신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패션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

한 수용태도 역시 소비자의 기술 준비도에 따라 다를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소비자의 패션 관련 특성

본 연구는 패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수용하는 소비자

집단의 패션 관련 특성으로서 패션 혁신성과 패션 소비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패션 기업이 타겟 소비자

를 이해하고 옴니채널 전략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패션 혁신성

패션 혁신성은 유행성이 강한 패션 제품 혹은 관련 서

비스의 채택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혁신적인

성향의 정도를 의미한다(S. Kim & Y. S. Rhee, 2001). 패

션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활동적이며 사회적

인 성향이 강하며 패션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패션 혁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보

다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 관련 제품 혹은 서비스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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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구매한다(Goldsmith & Stith,

1993). Choo et al.(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패션 혁신

성이 사용 혁신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용 혁신성은 새로운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채택한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으로(Hirschman, 1980)

사용 혁신성이 높은 개인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 것처럼 응용할 수 있다(Ridgway & Price, 1994). 새로

운 대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측면에서 사용 혁신성

은 기술 준비도의 하위 요인인 기술 혁신성과 유사하다.

또한 패션 혁신성이 패션 제품뿐만 아니라 패션 관련 서

비스의 수용과 관련 있기 때문에 패션 기업에서 제공하

는 옴니채널 서비스 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Yang

and Park(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패션 혁신성, 기술

준비도가 높을수록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D 쇼핑 환

경에서 패션 혁신성이 높을수록 해당 점포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이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

다(Lee & Rha, 2007).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된 패

션 점포에서 소비자의 기술 준비도와 패션 혁신성은 소

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패션을 수용하고자 하는 성향인 패션 혁신

성과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기술 준비도는 새

로움에 대한 수용태도라는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기

술 준비도 수준에 따라 패션 혁신성이 다른지 살펴봄으

로써 패션 점포에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수용

하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2) 주이용 유통채널 & 월평균 패션 제품 지출액

소비자의 패션 소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 구매 시 주로 사용하는 유통채

널과 월평균 패션 제품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유통채널

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와 연

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제품에 대

한 정보를 얻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공간이 된다(Lee,

2013).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모바

일을 통한 제품 구매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며, 소비자들

이 오프라인 점포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사용

하고 있다(Son, 2014). 소비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

로 사용하는 유통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수

용 정도인 기술 준비도에 따라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장

소가 차이날 것이다.

패션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은 유행에 민감하고

의견 선도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회적 자아와 개인

적 자아를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패션을 사용하고(Gold-

smith, 2002)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여러 패션 정보를 수

집하고 패션 제품을 구매한다. 패션 제품에 지출하는 비

용이 높은 소비자는 패션 관여도가 높으며 최신 트렌드

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미디어 속 패션 정보를 통해 자

아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다(Lee & Choo, 2015). 따라

서 월평균 패션 제품 지출액은 개인의 패션에 대한 관심

및 관여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쇼핑 금액과 패션 관여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Goldsmith, 2002; Ti-

gert et al., 1976). 따라서 기술 준비도에 따른 소비자의

월평균 패션 제품 지출액을 분석함으로써 패션 기업에

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패

션 소비 행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소비자의 기술에 대한 태도

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 준비도의 하위 차원인 낙관성,

혁신성, 불편성, 불안정성 네 가지 요인에 따라 응답자

를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세분화된 집단의 패션 소

비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패션 제품 구매 시 주로 이용

하는 유통채널 및 월평균 패션 제품 지출액, 집단별 패

션 혁신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집단에 따라

패션 브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

한 태도가 다른지 규명함으로써 신기술 서비스를 활용

하고 있는 소비자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30대 소비자를 기술 준비도에 따라

세분화한다.

연구문제 2. 기술 준비도에 따라 나뉜 세분 집단의

옴니채널 서비스(핀테크, 비콘, 클릭앤

콜렉트)에 대한 태도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기술 준비도에 따라 나뉜 세분 집단의

패션 제품 구매 행동 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기술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

– 1050 –



소비자의 기술 준비도에 따른 패션 옴니채널 서비스 수용태도 85

해 Lin and Hsieh(2007)과 Chung et al.(2014)의 연구에

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이들은 Parasuraman(2000)

이 개발한 기술 준비도(technology readiness index) 36문

항을 축소하여 사용하였으며 해당 척도의 신뢰성과 타

당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므로 소비자의 기술

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패션 브랜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핀테크 서비스, 비콘

서비스, 클랙앤콜렉트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 지각된

가치, 위험 지각 및 서비스 태도를 측정하였다. 각 서비

스에 대한 정의와 사례를 기술한 스크립트를 읽게 한 후

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② 사용하지

는 않았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지, ③ 사용해 본 적이 없

는지에 대해 명목 척도로 측정하였다. 여러 패션 기업에

서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이

거나 일부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없더라도 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서

비스에 대한 가치 지각은 Parasuraman et al.(2005), Lee

(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문항

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기존 서비스에 비해 가치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위험 지각 문

항은 Gutiérrez et al.(2010), Liu and Forsythe(2010) 연구

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

을 구입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한 제품은 비용대비 가치가 낮을까봐 우려된다.’,

‘서비스 이용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스

럽다.’). 서비스 수용태도는 Taylor and Todd(1995), Park

(2004), Lee(2008)가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나는 해당

서비스에 호감이 간다.’, ‘나는 해당 서비스가 참신하다

고 생각한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유

쾌한 경험이 될 것이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패션 제품 구매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유통채널이 어디인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항목으로 제시한 유통채널은 KRIFI Consor-

tium(2015)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월평균 패

션 제품 지출액은 직접 숫자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마지

막으로 응답자의 패션 관련 특성인 패션 혁신성을 측정

하기 위해 H. Kim and E. Y. Rhee (2001)이 사용한 문항

을 참고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및 주이용 유통채널,

월평균 패션 제품 지출액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의 7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

행되었으며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역

거주 소비자로 한정하였다. 전문 리서치 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72명이 응답

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후 539개의 데이터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SPSS 20.0을 사

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253명

으로 46.9%, 30대가 286명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으

며 평균 연령은 29.9세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47.3%,

여성이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이 68.8%로 기혼

31.2%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

학교 졸업이 62.9%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21.9%,

대학원 재학 이상 10%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

하가 5.2%로 가장 적었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 48.4%,

학생 22.3%, 전문직 13.4%, 주부 6.5%, 서비스업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직, 기타의 비중이 6.3%에 해당했

다.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18.2%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6.3%,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6.1%,

500만 원 이상~600만 원 이하 15.2%, 700만 원 이상

15.0%,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3%, 600만 원 이

상~700만 원 미만 8.0%, 100만 원 미만 2.8% 순으로 나

타났다.

IV. 연구결과

1. 기술 준비도에 따른 소비자 세분화

1) 기술 준비도 요인

기술 준비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베리

맥스(varimax) 직교 회전에 의한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

으며 요인부하량 .700 이하의 문항인 ‘최신 기술은 결함

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와 ‘온라인 금융

거래는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 두 문항을 제거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낙관주의, 혁신성, 불안정성,

불편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Lin & Hsieh, 2007;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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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uraman, 2000).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

및 신뢰도 계수는 <Table 1>과 같다. 기술 준비도의 하위

요인인 낙관주의, 혁신성, 불안정성, 불편성의 요인부하

량은 모두 .70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의 요인으로 총 분산의 74.8%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

과, 크롬바하 알파값(Cronbach's α)은 불안정성을 제외하

고는 .700 이상으로 나타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

났다.

2) 기술 준비도에 따른 세분 집단 특성

피험자의 기술 준비도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기 위

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내 개체 유사성을 최대

화하고 군집 간 개체 유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을 세분화하였다. 분석결과,

4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군집 1은 낙관주의, 혁신성이 높게 나타난 동시에 불

안정성과 불편성이 낮게 나타나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

은 집단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군집 1은 ‘용감한 기

술 수용자(brave adopter)’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539명

중 124명(23.0%)이 포함되었다. 군집 2의 경우 다른 집

단에 비해 혁신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낙관주의는 높게 나타나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불편성과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 기술

Table 1. The results of the factor loading analysis

Factor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Optimism

Technology makes you more efficient in your occupation. .894

2.776
23.137

(23.137)
.906

Technology gives people more control over their daily lives. .887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the newest technologies are more

convenient to use.
.883

Innovation

Among my peers, I am usually the first to try out new informa-

tion technologies.
.898

2.484
20.697

(43.834)
.894I like to experiment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879

I am knowledgeable about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or new

products.
.878

Insecurity

You worry that information you send over the Internet will be

seen by other people.
.819

2.014
16.782

(60.616)
.671

Whenever something gets automated, you need to check carefully

that the machine or computer is not making mistakes.
.796

Discomfort

Sometimes, you think that technology systems are not designed

for use by ordinary people.
.863

1.707
14.221

(74.837)
.716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anual for a high-tech product or ser-

vice that is written in plain language.
.829

Table 2. Comparison of technology readiness levels

Group Group 1 (n=124) Group 2 (n=172) Group 3 (n=96) Group 4 (n=147)
F

Factor Brave Adopter Optimistic Laggard Indifferent Adopter Critical Adopter

Optimism 5.84 A 5.50 B 4.02 C 5.78 A 147.341***

Innovation 5.28 B 3.73 D 4.04 C 5.59 A 223.098***

Discomfort 3.73 D 4.27 B 3.99 C 5.36 A 161.061***

Insecurity 3.62 D 4.72 B 4.01 C 5.42 A 153.130***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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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지닌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기술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사용

하고자 하는 의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집단을

‘낙관적 기술 지체자(optimistic laggard)’라고 명명하였

다. 전체 539명 중 172명(31.9%)이 포함되어 가장 규모

가 큰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3은 낙관주의, 혁신성,

불편성, 불안정성, 모든 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기

술 무관심자(the indifferent)’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539명

중 96명(17.8%)이 포함되어 가장 규모가 작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 4는 모든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기

술에 대해 낙관적이면서도 기술 사용에 대한 불편감과

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 의도(혁신성)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기술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고루 인식하며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군집

4는 ‘비판적 기술 수용자(critical adopter)’라고 명명하였

다. 전체 539명 중 147명(27.3%)이 포함되어 낙관적 기술

지체자 집단과 함께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으로 분류되

었다.

3) 기술 준비도에 따른 세분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

기술 준비도에 따른 세분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세분 집단에 따라서 연령(χ
2
=13.606,

p<.01), 월평균 개인소득(χ
2
=34.704,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최종학력, 직업에 따라서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감한 기술 수용자 집단이나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

단은 20대 비중이 기댓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

두 기술 혁신성이 높은 것이 특징적인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 의도는 30대보다 20대에게서 기대

되는 특성임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낙관적 기술 수용자

집단이나 기술 무관심자 집단에서는 20대보다 3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신기술을 긍

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로 체험해 보고자 하는 혁신성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

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개인소득 역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용감한 기술 수용자의 경우 20대 비중이 높은 만

큼 월평균 개인소득 50만 원~200만 원 미만이 많았으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저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비판적 기술 수용자의 경우 용감한 기술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20대의 기댓값이 높게 나타났으

나 월평균 개인소득에 있어서는 200만 원~400만 원 미

만인 집단이 많았고, 500만 원 이상도 기댓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개인소득 수준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직

업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

단의 경우 특히 전문직의 비중이 기댓값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들 집단은 새로운 기술이 활용된 고가의 제품을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실제로도 혁신성

이 높게 나타났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불편

이나 불안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여러 측

면을 고려한 후 사용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낙관적 기술 지체자 집단은 월평균 개인소득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용감한 기술 수용자와 비판적 기술 수용자의 중간 수

준에 해당한다.

2. 기술 준비도 세분 집단에 따른 패션 구매 행동

기술 준비도 세분 집단에 따른 패션 제품 구매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월평균 패션 제품 지출액과 주이용 유통

채널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각 집단의 패션 혁신성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집단에 따른 실제 패션 제품 소비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패션 소비 성향을 파악

할 수 있다.

먼저, 월평균 패션 제품 지출액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세분 집단에 따라 월평균

패션 제품에 소비하는 금액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이 27.4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용감한 기술 수용자가 25.0만

원, 기술 무관심자 20.5만 원, 낙관적 기술 지체자 19.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F=3.754, p<.05). 던컨 테스트를 시

행한 결과 용감한 기술 수용자가 월평균 패션 제품에 지

출하는 금액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술 준비도 세분 집단에 따른 주이용 유통

채널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터

넷 쇼핑몰(162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 백화

점(101명)과 SPA 단독 브랜드 매장(64명), 아울렛(64명)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

면 용감한 기술 수용자는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을 주

로 이용하였고, 아울렛 이용은 기댓값(14.7명)보다 적게

(9명) 나타났다. 반면, 낙관적 기술 지체자는 다른 집단

에 비해 아울렛과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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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백화점 이용은 기댓값(32.2명)보다 적게

(27명) 나타났다. 기술 무관심자 집단은 전반적으로 다

른 집단에 비해 모든 유통채널을 사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 무관심자 집단이 신기

술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패션 제품에 대한 관심 및

지출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기술 수용자는 다른 집

단에 비해 아울렛, SPA 등 단독 브랜드 매장, 백화점, 대

형 할인마트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

넷 쇼핑몰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다양한 유통채널을 고루

사용하고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분 집단의 패션 혁신성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던컨 테스트를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와 같이 집단별로 패션 혁신

성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47.534, p<.001). 패션

혁신성은 비판적 기술 수용자(4.96점), 용감한 기술 수용

자(4.30점), 기술 무관심자(3.85점), 낙관적 기술 지체자

(3.5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집단별 패션 혁신

성 수준은 월평균 패션 제품 소비 금액의 크기와 비례하

는 양상을 보였다. 유행성이 강한 패션 제품에 대한 관

심과 패션 소비 금액이 큰 비판적 기술 수용자와 용감한

기술 수용자 집단의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

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

술에 대한 혁신성과 패션 혁신성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Table 3.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rave

Adopter

(n=124)

Optimistic

Laggard

(n=172)

Indifferent

Adopter

(n=96)

Critical

Adopter

(n=147)

Total χ
2

Gender
Male 65 (058.7) 71 (081.4) 45 (045.4) 74 (069.5) 255 (009.5)

04.357**
Female 59 (065.3) 101 (090.6) 51 (050.6) 73 (077.5) 284 (010.5)

Age
20's 64 (058.2) 75 (080.7) 32 (045.1) 82 (069.0) 253 (009.4)

13.606**
30's 60 (065.8) 97 (091.3) 64 (050.9) 65 (078.0) 286 (010.6)

Education

Lower High School 4 (006.4) 11 (008.9) 8 (005.0) 5 (007.6) 28 (001.0)

11.649**
University 33 (027.1) 32 (037.7) 15 (021.0) 38 (032.2) 118 (004.4)

University Graduate 78 (078.0) 107 (108.2) 63 (060.4) 91 (092.5) 339 (012.6)

Post Graduate 9 (012.4) 22 (017.2) 10 (009.6) 13 (014.7) 54 (002.0)

Occupation

Inoccupation 3 (004.6) 10 (006.4) 3 (003.6) 4 (005.5) 20 (000.7)

18.823**

Housewife 9 (008.1) 10 (011.2) 7 (006.2) 9 (009.5) 35 (001.3)

Student 34 (027.6) 33 (038.3) 15 (021.4) 38 (032.7) 120 (004.5)

White Collar 58 (060.0) 86 (083.3) 51 (046.5) 66 (071.2) 261 (009.7)

Specialized 14 (016.6) 20 (023.0) 14 (012.8) 24 (019.6) 72 (002.7)

Service & Sales 2 (003.9) 7 (005.4) 2 (003.0) 6 (004.6) 17 (000.6)

Others 4 (003.2) 6 (004.5) 4 (002.5) 0 (003.8) 14 (000.5)

Monthly

Income

(KRW)

Under 500,000 31 (030.1) 42 (041.8) 14 (023.3) 44 (035.7) 131 (004.9)

34.704**

500,000-1,000,000 13 (008.3) 5 (011.5) 12 (006.4) 6 (009.8) 36 (001.3)

1,000,000-2,000,000 29 (025.8) 38 (035.7) 24 (019.9) 21 (030.5) 112 (004.2)

2,000,000-3,000,000 23 (034.3) 56 (047.5) 26 (026.5) 44 (040.6) 149 (005.5)

3,000,000-4,000,000 17 (016.8) 20 (023.3) 15 (013.0) 21 (019.9) 73 (002.7)

4,000,000-5,000,000 5 (005.1) 7 (007.0) 5 (003.9) 5 (006.0) 22 (000.8)

Upper 5,000,000 6 (003.7) 4 (005.1) 0 (002.8) 6 (004.4) 16 (000.6)

 Total 620 (100.0) 860 (100.0) 480 (100.0) 735 (100.0) 2695 (100.0)

**p<.01

( ): expected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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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준비도 세분 집단에 따른 옴니채널 서비

스 태도

세분 집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다르기 때문

에 신기술을 활용한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사

용 경험 역시 차이가 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현재 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 옴니채널 서비스인

핀테크, 비콘, 클릭앤콜렉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경험 여부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1) 세분 집단에 따른 옴니채널 인지도 차이

핀테크, 비콘,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으나 사용해 본 적이 없는지, 사

용해 본 적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한 후 이에 대한 응답을

군집에 따라 교차분석하였다. 클릭앤콜렉트 서비스의 경

우 본 설문에서는 해당 용어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익숙

한 ‘스마트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 분석결과, 용감한 기

술 수용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핀테크 서비

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기술 지체자와 무관심한 기술 수용자 집단은 핀

테크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혁신성이 낮은 집단의 특성과 일

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기술 수용자는 핀테

크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사용 경험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금전적 거래를 가능케 하

는 서비스인 만큼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불안성과 불편감

을 높게 지각하는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의 사용 경험

Table 4. Comparison of distribution channel usage

Channel Usage

Brave

Adopter

(n=124)

Optimistic

Laggard

(n=172)

Indifferent

Adopter

(n=96)

Critical

Adopter

(n=147)

Total χ
2

Duty Free Shop 1 (003.2) 1 (004.5) 7 (002.5) 5 (003.8) 14 (002.6)

54.097*

Department Store 28 (023.2) 27 (032.2) 15 (018.0) 31 (027.5) 101 (018.4)

Brand Street Shop 6 (006.0) 8 (008.3) 5 (004.6) 7 (007.1) 26 (004.7)

SPA 13 (014.7) 16 (020.4) 15 (011.4) 20 (017.5) 64 (011.7)

Select Shop 8 (005.8) 4 (008.0) 9 (004.5) 4 (006.8) 25 (004.6)

Multi Shopping Mall 8 (008.3) 11 (011.5) 8 (006.4) 9 (009.8) 36 (006.6)

Outlet 9 (014.7) 23 (020.4) 11 (011.4) 21 (017.5) 64 (011.7)

Discount Store 3 (003.7) 6 (005.1) 1 (002.8) 6 (004.4) 16 (002.9)

Dongdaemun · Namdaemun 3 (003.9) 7 (005.4) 3 (003.0) 4 (004.6) 17 (003.1)

TV Home Shopping 3 (000.9) 1 (001.3) 0 (000.7) 0 (001.1) 4 (000.7)

Online Shopping Mall 42 (037.3) 63 (051.7) 19 (028.9) 38 (044.2) 162 (029.5)

Overseas Online 0 (001.4) 2 (001.9) 2 (001.1) 2 (001.6) 6 (001.1)

Others 0 (000.9) 3 (001.3) 1 (000.7) 0 (001.1) 4 (000.7)

Total 124 (100.0) 172 (100.0) 96 (100.0) 147 (100.0) 539 (100.0)

*p<.05

( ): expected frequencies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Dependent Variable

Brave

Adopter

(n=124)

Optimistic

Laggard

(n=172)

Indifferent

Adopter

(n=96)

Critical

Adopter

(n=147)

F

Fashion Innovativeness 4.30 B 3.51 D 3.85 C 4.96 A 47.534***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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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픽 서

비스와 비콘 서비스의 경우, 집단에 따라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났다. 용감한 기술 수용자,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스마트픽 서비스와 비콘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많았다. 반면에 낙관적 기술

지체자 집단과 무관심한 기술 수용자 집단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두 집단의 경우 용감한 기술 수용자 집단과 비판적 기

술 수용자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 서비

스에 대해서 관심이나 정보력이 부족하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준비도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의 특성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세분 집단에 따른 옴니채널 서비스 태도

세분 집단에 따른 옴니채널 서비스 태도를 살펴보기

전, 요인분석을 통해 가치 지각, 위험 지각, 서비스 태도

의 각 요인이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Table 6>과

같이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00 이상

의 값을 지녀 각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각 집단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Table 6>과

같이 세분 집단에 따라 각 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에 대한 태도 역시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은 기

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혁신성) 집단이기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낙관적 기술 수용자 집단과 모든 요인

에 소극적인 무관심한 기술 수용자 집단의 경우 해당 서

비스의 가치를 낮게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비스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핀테크에 대한 가치 지각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나 핀테크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지각

한 집단이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으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 수준이 어떠

한가 살펴보면,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기술에 대한 가치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지만 기술 위험은 높게 지

각하는 신중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핀테

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 분석결과, 해당 서비스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용감한 기술 수용

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기술의 가치도 높게 평가

하면서, 기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과는 다르게 기

술에 대한 위험을 크게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픽 서비스나 비콘 서비스에 대한 가치 지각 및

태도 차이 역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판적 기술 수용자와 용감한 기술 수용자 집

단이 스마트픽 서비스에 대해 가장 가치를 높게 지각하

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낙관적 기술 지체자, 무관심한 기술 수용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이 해당 서비스의 위험을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이 신기술

에 대해 불안정성과 불편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특성

을 지닌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용감한 기

Table 6. Comparison of consumer attitudes toward Omni-Channel service

Brave

Adopter

(n=124)

Optimistic

Laggard

(n=172)

Indifferent

Adopter

(n=96)

Critical

Adopter

(n=147)

F Cronbach's α

Fintech

Service

Perceived Value 5.08 B 4.56 C 4.10 C 5.32 A 40.140*** .888

Perceived Risk 4.16 C 4.81 B 4.17 B 5.18 A 36.774*** .702

Service Attitude 4.75 B 4.28 C 4.08 C 5.11 A 29.938*** .876

Smartpick

Service

Perceived Value 5.01 A 4.68 B 4.14 C 5.04 A 16.766*** .890

Perceived Risk 3.22 C 3.89 B 3.91 B 4.59 A 34.664*** .834

Service Attitude 4.81 A 4.53 B 4.16 C 5.04 A 13.227*** .893

Beacon

Service

Perceived Value 4.77 AB 4.60 B 3.96 C 4.90 A 15.972*** .884

Perceived Risk 3.74 C 4.26 B 4.13 B 4.87 A 24.555*** .805

Service Attitude 4.80 A 4.43 B 4.04 C 5.04 A 17.874*** .912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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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수용자의 경우 불안정성과 불편감을 가장 낮게 지각

하는 집단 특성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픽 서비스나 비콘

서비스에 대해 위험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술 준비도 하위 요인인 낙관주의, 혁

신성, 불편감, 불안정성에 따라 20~30대 소비자를 용감

한 기술 수용자, 낙관적 기술 지체자, 무관심한 기술 수

용자, 비판적 기술 수용자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집단별 특성을 패션 소비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패

션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태

도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판적 기술 수용자와 용감한 기술 수용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높게 지각하

고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경험에

대해서도 비판적 기술 수용자와 용감한 기술 수용자 집

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사용 경험이 많고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즉, 기술

에 대한 태도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행동이 일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경우, 기술 준비도 하위

요인 중 부정적 감정 측면인 불편감과 불안정성을 지각

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데, 이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위험 지각의 차이로 나타났다. 신기술에 대한 불편감과

불안정성 지각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감한 기술 수용자

집단은 옴니채널에 대한 위험 지각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 역시 높게 지

각하고 있는 비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의 경우,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위험 지각 역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기술 수용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패션 혁신성이 높고 패션 지출 금액도 높아 패션에 대한

관심이 큰 집단임을 예상할 수 있다. 패션 제품 구매 시

사용하는 유통채널 역시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아

울렛, SPA 등 단독 브랜드 매장,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패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우호적이면

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겟 소비자 집단이 비

판적 기술 수용자 집단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무관심한 기술 수용자 집단은 옴니채널 서비스뿐만

아니라 패션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집단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로 옴

니채널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이 적으며 각 서

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

다. 패션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옴니채널 서비

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 지각은 높지 않아서 무

관심한 기술 수용자 집단이 옴니채널 서비스를 받아들

이기 위한 장벽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이 해당 서비스에 관심을 지닐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관적 기술 지체자 집단은 무관심한 기

술 수용자 집단보다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가

치지각, 위험 지각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이

좋다고 생각하지만(낙관주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혁

신성이 낮은 집단이기 때문에 실제 옴니채널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의 비중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낙관적 기술 지체자 집단은 해당 서비스

에 대한 관심은 지니고 있지만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

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

서 다루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기술 수준의 옴니채널 서

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상에서 모든 상거

래가 이루어지는 핀테크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사용하

기 수월하고 오프라인 점포와 연계되어 제공되는 비콘

서비스나 스마트픽 서비스에 대한 가치지각 및 긍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옴니채널 서비스가 최근 유통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여러

기사와 레포트를 통해 옴니채널 발전 현황과 활용 사례

가 보고되고 있지만(Park, 2014; Son, 2014) 이에 대한 소

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술

수용도 수준에 따라 국내 대표 옴니채널 서비스인 핀테

크, 클릭앤콜렉트, 비콘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확인하였

다는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서비

스의 인지도와 사용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국내에

서 시행되고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수용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없더라도 해

당 서비스 설명을 제시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잠재 소비자의 니즈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유사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

면, Bae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도 군집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품질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각

집단에 따른 품질 인식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바 있다. Victorino et al.(2009)는 소비자의 기술 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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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라 기술이 반영된 호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지만 각 집단의 인구통

계적 특성 차이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기술 수용도 수준에 따라 군집한 4개 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이 다른 것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의 기술

수용도 수준이 호텔을 이용하는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

는 적합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해

당 연구는 각 집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가치 지각 및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단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 및 위험 수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용

의도를 측정함으로써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기

술 수용 정도에 따라 옴니채널 서비스 태도뿐만 아니라

패션 소비 행동 및 유통채널 이용 행태의 차이가 나타났

기 때문에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기술 준비도는 개인

의 기술 사용 능력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내재적 성향으

로 여겨진다(Parasuraman, 2000). 소비자의 기술 준비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준비

도 수준에 따른 소비자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각 집단

에 적합한 맞춤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각 집단에 따라 나이와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터가 개인

소비자의 기술 수용도 수준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

렵다면 소비자의 나이와 월평균 소득을 통해 개별 소비

자가 어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모든 마케팅 전략이 타겟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듯이 옴니채널 서비스 역시 일방향적인 단일 서비스

가 아닌, 각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낙관적 기술 지체자 집

단의 특성을 지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때에

는 서비스 사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고 간단한 조작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혁신성이 낮은 낙관적 기술 지체자 집단이라도 옴

니채널 서비스 사용 시 접할 수 있는 장벽이 최소화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옴니채널 전략을 시행하고

자 하는 패션 기업에게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기획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옴니채널 관련 소

비자 연구의 이론적 틀을 수립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옴니채널 관련 초기 실증 연구에 해당하는 만큼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하겠

다.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핀테크, 클릭앤콜

렉트, 비콘의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였지만 실제 패션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며 같은 유형의 서

비스라 할지라도 컨텐츠와 제시 방법이 다르다. 이에 후

속연구를 통해 개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자 니

즈와 반응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옴

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혜택, 위험 및 사용 의도를 다각

도로 살펴볼 수 있었지만 각 변수의 선후관계를 살펴보

지 않고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

가 지각하는 혜택과 위험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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