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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Omni Channel and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m on con-

sumers' perceived functional value and emotional value as well as the effect of perceived functional value

and emotional value on user's intention of use through Omni Channel.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the que-

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0's to 40's men and women resid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by convenience sampling. The number of copies used for data analysis was 696. To verify the research mo-

del,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AMOS

20.0. First, Omni Channel characteristics consisted of four factors: instant connectivity, location-based prov-

ability, interactivity, and entertainment. Second, the instant connectivity, location-based provability and en-

tertainment positively influenced functional value and emotional value; however, the interactivity was signi-

ficant only to the emotional value. Third, consumers' perceived value of Omni Channel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Fourth, the more favorable the attitude toward Omni Channel is higher for the

intention to use Omni Channel.

Key words: Omni channel, Omni channel characteristics, Perceived value, Attitude, Intention to use; 옴

니채널, 옴니채널 특성, 지각된 가치, 태도, 이용의도

I. 서 론

무선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최근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경계 없이 구매하고자

하는 패션 상품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주력 채널 외에 온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하여 개설하는 멀티채널(Multi Channel)이

구축되었고, 소비자들은 쇼핑에 대한 정보 획득과 구매

를 하나의 채널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크로스 채널(Cross Channel)

로 이용하게 되었다(DMC MEDIA, 2016; Goo at al.,

2015).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오프라인으

로 받을 수 있거나 오프라인에서 체험한 상품을 온라인

에서 주문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가 생겨났고,

가장 최근에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보다 더 빠르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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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채널들의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고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옴니채널(Ommni Channel)이 등장하

였다(DMC MEDIA, 2016; Kim, 2016a).

미국의 아마존은 가장 먼저 옴니채널을 실시한 기업

으로 아마존을 시작으로 월마트, Macy's 백화점 등 미국

에서는 옴니채널이 상용화되어 현재에는 음식, 패션, 주

차, 숙박, 할인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Kim, 2016a, 2016b; Park, 2015). 국내에서는 롯데,

신세계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오프

라인,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합하여 롯데의 ‘옴

니로 산다’와 신세계의 ‘SSG’와 같은 옴니채널들을 운

영하고 있다(Kim, 2016b; Kim, 2017). 현재 국내 패션 업

계에서는 옴니채널 서비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

으며 옴니채널 시스템을 성장시키고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자라(Zara), 탑텐(Topten10),

에잇세컨즈(8Seconds), 유니클로(Uniqlo) 등의 SPA브랜

드들은 온라인 샵을 오픈하고 옴니채널 방식으로 운영

하여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수령하

거나 상품을 교환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폰의

어플과 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

고 있다. MCM은 M5서비스를 통하여 단순 구매 픽업이

아닌 소비자와의 소통과 온 ·오프라인의 동일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옴니채널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삼성물산의 패션 부문 ‘SSF(삼성패션샵)’ 한섬의

‘THE HANSOM’, SK네트웍스의 ‘SK패션몰’, LF의 ‘LF

몰’, 코오롱FnC의 ‘코오롱몰’, 한섬의 ‘한섬몰’ 등도 온라

인 샵을 오픈하여 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수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통합된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옴니채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Kim,

2016b; Park, 2015).

그러나 국내 종합 대형 유통 업체들의 옴니채널이 급

성장하고 패션 업계에서도 옴니채널 서비스를 부분적으

로 제공하며 점차 확대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

비하고 있는 반면 학계에서의 옴니채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옴니채널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옴니채널의 산업 분석 및 사례연구(Hw-

ang, 2016; Lee 2015; Park, 2016)에 관한 것이고 소비자

를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대부분 기

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y Model)방식

을 활용하여 연구(Joo, 2015; Son, 2015; Yao, 2016)하였

다. 특히 패션 분야에서는 옴니채널로 통합되기 전 단계

소매형태인 멀티채널에 대한 연구와(Cha, 2016; Sung &

Sung 2016; Zhang, 2013) O2O에 대한 연구(Chi et al.,

2015; Yao et al., 2016)가 주를 이루고 옴니채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시작으로 하

여 점차 많은 기업들이 멀티채널과 O2O서비스 마케팅

에서 옴니채널로의 통합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스마

트 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옴니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의 특성 요인들을 밝히

고, 옴니채널 특성 요인들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능적,

감정적 기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옴니채널에 대한 태도와 이용의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옴니채널 마케팅을 시작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패션 업체 및 유통 업체들을 위한 옴니채

널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옴니채널의 특성

옴니채널은 라틴어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옴니(Om-

ni)’와 유통 경로를 뜻하는 ‘채널(Channel)’이 합성된 단

어로, Kim(2016a)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

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각 유통 채널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어떠한 채널에 방문하더라도 같은 매장을 이

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동일한 서비스 혜택을 제

공하는 쇼핑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옴니채널의 특징

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오프라인

에서 픽업이 가능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

객의 동선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알림을 제공할 수 있

으며, 각 채널들을 통합하여 일관된 상품 정보 및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

옴니채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wang(2016)

은 미국의 Macy's 백화점 사례를 통하여 O2O환경에서

옴니채널 전략 사례를 연구하였고, Wang(2016)은 중국

의 JD쇼핑몰, Tmall, 알리바바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옴니채널 리테일과 중국 시장의 사례연구를 하였다.

Chi(2016)는 옴니채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를 대상으로 옴니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이

쇼핑채널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

는데, 소비자가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옴니채널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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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관적 인식들 중 즉시 접속성과 상황 기반 제공성

이 옴니채널을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서

비스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Zhang

(2016)은 O2O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국 O2O의 특성이 O2O에 대한 신뢰 및 이용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O2O의 위

치 기반 서비스는 보안성의 우려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O2O의 서비스 품질은 신뢰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신뢰도가 높을수록 이용욕

구가 높다고 하였다. Son(2015)은 기술수용모델방식을

활용하여 외식 O2O를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O2O

통한 오프라인 매장 이용의도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

는데, 외식 O2O의 실시간 정보 활용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은 이

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옴니채널에 대한 선행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주로 옴니채널 현황 및 사례연구이며, 옴니채널로 통

합되기 전 형태의 O2O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옴니채널의 특성 요인을 밝힌 연구

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의 특

징과 기술수용모델방식을 활용한 멀티채널 및 O2O 관

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옴니채널의 특성에 대한

변수를 ‘즉시접속성’, ‘위치 기반 제공성’, ‘상호작용성’,

‘유희성’으로 설정하였다. ‘즉시접속성’은 옴니채널 이용

과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

고 실시간으로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용

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고, ‘위치 기반 제공성’은 옴니채

널 이용 시 소비자의 위치와 개인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

자에게 필요하고 최적화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

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성’은 옴니채널 이용 시 소비자

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인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유희성’은 옴니채널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과정

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뜻한다.

2.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서비스의 특성과 소비자의 행동 사이

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되어 왔고 개인

의 주관적인 평가로 설명된다(Lee, 2010; Yang, 2012).

지각된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ang and Lee

(2008)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음식 서비스에 대한 지

각된 가치와 만족에 따른 이용채널의 전환의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지각된 가치에 따라 이용채널의 전환의

도가 달라지며, 기존 사용하고 있던 채널의 서비스에 대

한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새로운 채널에 대한 전환의

도는 감소하고, 새로운 채널의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가

치가 높을수록 새로운 채널 이용에 대한 전환의도가 높

아진다고 하였다. Kim(2015)은 옴니채널을 이용하여 패

션 제품의 쇼핑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쇼핑

동기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는

데, 옴니채널의 기능적 가치가 쇼핑 동기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Yang(2012)은 스마트 폰 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

데, 스마트 폰 특성 중 연결성과 편리성은 지각된 가치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스마

트 폰을 이용한 구매 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에 대한 변수를 물리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기능적 가치와 정서적인 기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감정적 가치로 설정하여 옴니채널 특

성이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옴니채널에 대한 태

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태도 및 이용의도

태도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선

호 정도를 말하고, 이용의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하려는 의도를 말한다(Chi, 2016; Kim, 2015; Kim, 2014).

Kim(2014)은 모바일 쇼핑으로 패션 상품을 구매한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지각된 상호

작용성이 구매 태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연구를 하

였는데, 모바일 패션 쇼핑의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

이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지각된 유용성은 구

매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지각된 용이성은 구

매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J. K.

Kim(2016)은 O2O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패션 제품을 쇼

핑할 때 O2O이용을 채택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

구하였는데, O2O에 대한 기대가치는 O2O에 대한 태도

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on

(2016)은 O2O를 통한 오프라인 이용의도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O2O특성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오프라인 매장 이용의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Son(2015)의 연구에서는 외식 O2O를 사용하는 소비

자들이 O2O특성에 대한 매력도와 신뢰도를 높게 평가

할수록 O2O의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옴니채널 특성이 기능적,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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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고, 이러한 기능적 ·감정적 가치가 옴니채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옴니채널에 대한 태도가 옴

니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옴니채널

특성 요인들이 지각된 가치와 태도를 거쳐 이용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옴니채널의

특성 요인에는 유희성, 상호작용성, 위치 기반 제공성, 즉

시접속성이 포함되어 있고, 지각된 가치에는 감정적 가

치와 기능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Fig.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1. 옴니채널 특성 중, 즉시접속성은 지각된 가치

의 기능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2. 옴니채널 특성 중, 즉시접속성은 지각된 가치

의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1. 옴니채널 특성 중, 위치 기반 제공성은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

다.

H2-2. 옴니채널 특성 중, 위치 기반 제공성은 지각된

가치의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

다.

H3-1. 옴니채널 특성 중,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가치

의 기능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2. 옴니채널 특성 중,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가치

의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1. 옴니채널 특성 중, 유희성은 지각된 가치의 기

능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4-2. 옴니채널 특성 중, 유희성은 지각된 가치의 감

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5-1.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 가치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5-2. 지각된 가치의 감정적 가치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6. 태도는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및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

작적 정의를 내렸다. 옴니채널 특성의 요인 중 즉시접속

성, 위치 기반 제공성, 상호작용성, 유희성은 각각 ‘옴니

채널 이용과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시간에 구

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

거나 이용할 수 있는 특성’, ‘옴니채널 이용 시 소비자의

위치와 개인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최적

화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 ‘옴니채널 이용 시 소

비자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인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하는 특성’, ‘옴니채널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가치는 ‘옴니채

널의 이용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지각된

가치의 요인인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는 각각 ‘옴니

채널의 이용이 기능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

Fig. 1. Conceptual mode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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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옴니채널의 이용이 감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태도는 ‘옴니채널

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정도’로, 이용의도는 ‘옴니채널

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

의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참

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옴니채널의 특성(즉시

접속성, 위치 기반 제공성, 상호작용성, 유희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23개의 문항(Chi, 2016; Son, 2016; Son, 2015),

지각된 가치(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12개 문항(Chi,

2016; Joo, 2015), 태도 5개 문항(Kim, 2015; Kim, 2014),

이용의도 5개 문항(Joo, 2015; Kim, 2014)으로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5일 사

이에 최근 1년 동안 옴니채널을 이용하여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40대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선정하여 설

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옴니채널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명시하여 응답자가 옴니채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72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불

성실하거나 부정확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696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 AMO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9.6%(345명), 여성이

50.4%(351명)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20대가 33.6%(234명), 30대가 33.0%(230명), 40대

가 33.3%(232명)로 각 연령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

다.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이 45.1%(314명)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대학 재학이 29.6%(206명), 대학원 졸업

이 10.9%(76명), 고등학교 졸업이 10.3%(72명), 대학원

재학이 4.0%(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이

36.9%(25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으로 학생이 32.0%(223명), 기타가 8.6%(60명), 자영업이

4.7%(33명), 주부가 4.7%(33명), 공무원이 2.3%(16명) 순

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100~

300만 원 미만’이 37.2%(25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00만 원 미만’이 30.2%(210명),

‘300~500만 원 미만’이 21.8%(152명), ‘500만 원 이상’이

10.8%(75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

는 구성 개념들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분석은 각 구성 개념별로 주성분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배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인 옴니채널 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

성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

과 고유값 1.00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총 4가지로 구

분되었다. 요인 1은 “옴니채널의 이용은 나의 생활에 즐

거움을 준다.”, “옴니채널을 이용하면 즐거운 쇼핑 경험

을 할 수 있다.”와 같이 옴니채널을 이용한 쇼핑 과정에

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유희성’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옴니채널은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옴니채널은 1:1 맞춤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와 같이 고객의 의견을 수용하는 소통과 관

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상호작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옴니채널 서비스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여 근

처 매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옴니채널의 위치 기반 서

비스는 항상 유용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와

같이 소비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위치 기반 제공성’이라고 명명

하였다. 요인 4는 “옴니채널은 관심있는 패션 상품의 업

데이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옴니채널

은 구입 상품의 주문처리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와 같이 옴니채널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즉시접속성’이라고 명명하였

다. 표본적합도를 판단하는 KMO는 .929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Approximated-χ
2
=9336.201

(df=253, p<.05에서 p=.000)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값은 유

희성 .917, 상호작용성 .871, 위치 기반 제공성 .870,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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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접속성 .835로 모두 기준치인 .600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지각된 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지각된 가치를 측정한 12가지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모두 .500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000 이

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

인 1은 “옴니채널을 이용하면 나를 특별한 고객으로 대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omni channel characteristics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eiance %)

Cronbach's α

Entertainment

The use of omni channel brings pleasure to my life. .742

4.410
19.174

(19.714)
.917

The process of using omni channel is fun. .804

Searching for information using omni channel stimulates my

curiosity.
.796

Shopping with omni channel is interesting to me. .833

With omni channel, I can enjoy shopping experience. .831

If I try shopping with omni channel, I will continue to use it. .740

Interactivity

Omni channel responds promptly to customer questions. .778

3.866
16.811

(35.985)
.871

Omni channel responds quickly to customer needs. .764

I can receive one-on-one customized services in omni chan-

nel.
.656

Omni channel provides instant resolution when any inconve-

niences or problems that arise.
.769

With omni channel, I can communicate easily with emplo-

yees.
.743

Omni channel can actively accept customer feedback. .546

Location-based

provability

Omni channel service identifies my location and provides

information on nearby stores.
.643

3.597
15.639

(51.624)
.870

Omni channel service gives me personalized information ba-

sed on my location.
.766

Omni channel service automatically provides a lot of infor-

mation and benefits based on my route.
.775

Omni channel service provides information on the fashion

products I need in an optimized situation.
.681

Omni channel service provides useful shopping information

considering the time and place I want.
.731

Omni channel's location-based services always provide use-

ful and 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651

Instant

connectivity

Omni channel can confirm order processing of purchased

goods in real time.
.805

3.061
13.309

(64.933)
.835

With omni channel, I can check up real-time updates of fas-

hion items that I'm interested.
.780

Omni channel can provide real-time answers to questions

about buying fashion items.
.503

I can access omni channel immediately when I need neces-

sary information of fashion items or services.
.723

Omni channel provides offline information through online in

real time.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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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고 내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옴

니채널을 이용하는데 들이는 노력은 아깝지 않다.”와 같

이 옴니채널의 이용이 감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감정적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옴니채널을 이용하면 쇼핑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옴니채널을 이용하면 쇼핑의 편의성을 증진시

켜줄 것이다.”와 같이 옴니채널의 이용에 대한 기능적인

가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기능적 가치’라고 명

명하였다. 표본적합도를 판단하는 KMO는 .914,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결과 Approximated-χ
2
=4187.582(df=66, p

<.05에서 p=.000)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 감정적 가치항목의 Cronbach's α=.872,

‘기능적 가치’ 항목의 Cronbach's α=.862로 모두 기준치

인 .6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 <Ta-

ble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000 이상으로 추

출된 요인은 단일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나는 옴니채

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옴니채널을 이용하여 쇼핑

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와 같이 옴니채널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태도’로 명명하였다.

표본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KMO는 .87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Approximated-χ
2
=2350.769(df=10, p<

.05에서 p=.000)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도 분석결과 태도에 대한 Cronbach's α=.911로 나타나 기

준치인 .600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

이용의도에 대한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Ta-

ble 4>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000 이상으로 추

출된 요인은 단일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나는 앞으로

옴니채널을 이용하여 패션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나는 옴니채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와 같이

옴니채널의 이용의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용

의도’로 명명하였다. 표본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KMO

는 .88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Approximated-χ
2
=

2340.062(df=10, p<.05에서 p=.000)로 나타나 수집된 데

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태도에 대한 Cronbach's

α=.914로 나타나 기준치인 .600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

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erceived valu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eiance %)

Cronbach's α

Emotional

value

If I use omni channel, the omni channel company will treat

me as a special customer and try to give me more benefits.
.731

4.024
33.531

(33.531)
.872

I think I can express my opinion and emotion with omni

channel.
.793

The effort to use omni channel is inevitable. .739

Shopping using omni channel improves quality of life. .737

The use of omni channel gives a very impressive feeling. .717

I think using omni channel can get a good response from

friends and people around me.
.738

Functional

value

I can save my shopping time using omni channel. .829

3.370
28.085

(61.616)
.862

Using omni channel will enhance shopping convenience. .868

I can obtain various shopping and event information auto-

matically using omni channel.
.729

The service provided for the costs paid using omni channel

is appropriate.
.601

Omni channel is fair and useful compared to other services. .556

Omni channel will help me buy the fashion goods and ser-

vices I want.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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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적합성 및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의 구성 개념인 옴니채널의 즉시접속성,

위치 기반 제공성, 유희성, 상호작용성과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및 태도, 이용의도 요인에 대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
2
=2535.835(p=.000, df=919), GFI=.844,

AGFI=.824, CFI=.923, NFI=.885, IFI=.923, TLI=.917,

RMSEA=.050, RMR=.041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기준

치를 보였다.

4.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 행렬(Co-

variance Matrix)과 최우도추정(MLE: Maximum Like-

lihood Estimation)에 의한 추정법을 이용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Fig. 2>와 같은 경로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계수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옴니채널 특성 중, 즉시접속성은 지각된 가치의 기능

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1-1은 경로

계수 .294(t=6.419, p<.01)로 가설이 채택되었고, ‘옴니채

널 특성 중, 즉시접속성은 지각된 가치의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1-2도 경로계수 .170

(t=3.643, p<.01)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옴니채널

특성 중, 위치 기반 제공성은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 가

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2-1과 ‘옴니채널

특성 중, 위치 기반 제공성은 지각된 가치의 감정적 가

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2-2는 경로계수

.124(t=2.687, p<.01)와 경로계수 .312(t=5.783, p<.01)로

모두 가설이 채택되었다. ‘옴니채널 특성 중, 상호작용

성은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3-1는 경로계수가 .068(t=1.617, p>.10)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고, ‘옴니채널 특성 중, 상호작용

성은 지각된 가치의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attitud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Attitude

I think omni channel is beneficial. .832

3.714 74.287 .911

It is a good idea to shop using omni channel. .887

I am positive about purchasing fashion goods using omni

channel.
.885

I prefer shopping with omni channel. .822

Omni channel is worth exploring. .882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intention to us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Intention

to use

I am willing to purchase fashion goods using omni channel

in the future.
.828

3.725 74.505 .914

I am going to use omni channel whenever I have a chance. .877

I intend to gradually increase the number of uses of omni

channel.
.860

I am going to recommend omni channel to others. .859

I will continue to use omni channel. .890

Table 5. Model fit hypotheses

χ
2
 (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SEA RMR

2535.835

(.000)
919 .844 .824 .923 .885 .923 .917 .050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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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는 H3-2은 경로계수 .144(t=3.136, p<.01)로 가설

이 채택되었다. ‘옴니채널 특성 중, 유희성은 지각된 가

치의 기능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4-1

은 경로계수 .653(t=12.415, p<.01)로 가설이 채택되었고,

‘옴니채널 특성 중, 유희성은 지각된 가치의 감정적 가

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4-2 또한 경로계

수가 .617(t=11.046, p<.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옴니채널의 특성 중 즉시접속성, 위치 기반 제공성,

유희성은 옴니채널에 대한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옴니채널의 특성 중 상호작

용성은 감정적 가치에는 유의하지만 기능적 가치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타나났다. 상호작용성을 제외한

옴니채널의 특성들이 옴니채널에 대한 기능적 가치와 감

정적 가치 모두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성

은 감정적 가치에는 유의하지만 기능적 가치에 유의하

지 않다는 결과는 고객 의견 수용과 1:1 맞춤 서비스 등

의 소통과 관련된 상호작용성이 옴니채널에 대한 유용

성과 편의성 등의 기능적 가치 부분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시간 정보 활용성이 지

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

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Son(2016)의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 가치는 태도에 정

(+)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5-1는 경로계수 .738(t=

11.046, p<.01)로 가설이 채택되었고, ‘지각된 가치의 감

정적 가치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5-2

도 경로계수 .147(t=2.832, p<.01)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소비자가 옴니채널에 대한 특성에 대해 지각하는 기

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높을수록 옴니채널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옴니채널에 대한 이는

지각된 가치에 따라 쇼핑 채널의 의도가 달라진다고 하

는 Kang and Lee(2008)의 연구와 옴니채널의 편의적인

기능적 가치가 옴니채널의 쇼핑 동기에 가장 크게 작용

한다는 Kim(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태도는 이

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H6는 경로계

수가 .922(t=19.692, p<.01)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옴

니채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옴니채널 이용의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

는 외식산업의 O2O에서 제공하는 정보, 상품, 거래에 대

한 호의적인 태도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는 Son(2015)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의 특성 요인들을 밝히고, 옴

니채널의 특성들이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에(기능적 가

치, 감정적 가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

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옴니채널에 대한 태도를 거

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옴니채널의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즉시접속성, 위치 기반 제공성, 상호작

용성, 유희성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옴니채널의 특성 중 즉시접속성, 위치 기반 제공

성, 유희성의 세 가지 요인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능적

Table 6.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H Paths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H1-1 Instant connectivity → Functional value .294 .044 06.419***

H1-2 Instant connectivity → Emotional value .170 .046 03.643***

H2-1 Location-based provability → Functional value .124 .049 02.687***

H2-2 Location-based provability → Emotional value .312 .060 05.783***

H3-1 Interactivity → Functional value .068 .034 01.617***

H3-1 Interactivity → Emotional value .144 .038 03.136***

H4-1 Entertainment → Functional value .653 .045 12.415***

H4-1 Entertainment → Emotional value .617 .048 11.262***

H5-1 Functional value → Attitude .738 .063 11.046***

H5-2 Emotional value → Attitude .147 .047 02.832***

H6 Attitude → Intention to use .922 .059 19.69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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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감정적 가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작용성은 감정적인 가치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

고 기능적 가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옴니채널 특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

는 기능적인 가치, 감정적인 가치 모두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즉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능적인 가치와 감

정적인 가치가 높을수록 옴니채널에 대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옴니채널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옴니채

널에 대한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한 마케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옴니채널 특성 중 옴니채널 이용과정에서 스마

트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

으로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즉시접속성,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치 기반 제공성,

옴니채널을 이용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유희성은 소비자

들의 지각된 가치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하지만 옴니채널의 특성 중 고객과의 1:1 맞춤 서

비스, 고객 불만 처리, 고객 의견 수용 등 소통과 관련된

상호작용성은 소비자들의 감정적인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기능적 가치에는 크

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옴니채널 관리자들은 상호작용성에 관한 서

비스 부분에서 좀 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개인 맞춤 서비

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소비자들이 지각

하는 기능적인 가치에도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옴니채널 특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

치는 옴니채널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옴

니채널에 대한 태도는 옴니채널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옴니채널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옴니채널

특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 특성이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

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기능적 가치

와 감정적 가치는 모두가 긍정적인 측면에 국한된 요인

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옴니채널 특성의 부정적인 측

면인 인지된 위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의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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