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오늘날 인터넷, 이메일, SNS, 모바일, 화 그리고 실

제 매장등 무선 온· 오 라인을아울러서경 환경이

격히 변화됨을 반 한 옴니채 의 출 은 산업에

도 향을 미치고 있다. 고객으로서 옴니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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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옴니채 의 통합기술수용모형기반 수용태도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는 것이다.

즉, 통합기술수용모형요인에 한 인구통계 특성별 차이 혹은 유사 을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에 의거해서 가설검증을 하는 것이다. 통계방법으로는 통합기술수요모형 요인에

한 신뢰성 타당도를 악한 후 인구통계 특성별 차이검증을 한 t-Test와 ANOVA 통계방법을 용하 다. 연구분석

결과 1) 옴니채 수용태도에 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등에서 차이가 부분 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옴니채 수용태도에 한 선호 정보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비 이 균등한 표

본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성과기 와 노력기 에 한 30 의 높은 정도의 정은 목할 만하다. 이는 향후 옴

니채 연구확산의 단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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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the difference by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users on acceptance 

behavior of tourism omnichannel based upon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Through field 

survey with 392 respon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Partially differences on acceptance behavior are found 

according to gender, age, education and job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ourism omnichannel. And the 

differenc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acceptance behavior about preferring tourism information is not 

significant. However performance expectancy and effort expectancy as factors of UTAUT are significantly positive 

in thirties group of tourism omnichannel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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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시간, 장소, 디바이스 등을 월하는 일 성있는

그리고 끊임없는 정보와 그에 따른 경험을 요구한다[1,

2]. 응하여 기업으로서는 옴니채 의 이용자인 고

객에 한 데이터는 과거 어떠한 채 보다 강력한 자산

이 될 것이다. 공 자와 수요자간에 야기될수 있는 정보

소통의 효율성을 하여 수요자로서 옴니채 의 이

용자인 객의 정보이용행태 악을 한지속 인 노

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옴니채 은 통 시장이나

하이테크시장이나 모든 시장에서 주요 경쟁수단이 되고

있다[2].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오 라인 각각의 채 에서 제

품과 가격에 한 정보를 정확하게제공하고 언제어디서

나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옴니채 을 통해 고객의 유입도

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늘고 있어[3], 기존의 채 과 옴

니채 의 서비스의 차별회된 특성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옴니채 이용자의 정보수용

행태에 한 연구는 단순히 실태조사에만그치는 수 이

아닌 개인의 특성별 정보수용행태 분석이심층 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 련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 으로 요구되는 인구통계학 에서의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디지털 마 의 상 핵심인

디지털 이용자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은가장 기

임과 동시에 가장 요한 마 의 단서[4]가 된다. 인구

통계학 특성은 사용자의 행동과 연 되어 있고,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맞춘 옴니채 을

통한 수용행동의 연구를 통해 각 집단별로 요구되는 서

비스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지에 하여 실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 은 이용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옴니채 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수용태세에

한 인지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옴니채 수용

향요인으로서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5-8]을

연구 이론의 근거로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옴니채 을 추진 이

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실무 시사 을 제공

하고자 하며, 동시에 옴니채 에 한 학문 기여

를 도모하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니채널

옴니채 은 오 라인, 온라인, 모바일 등 모든

랫폼에서 일 성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이

용자에게 경험을 증진시켜주며, 편의를 제공해 다[9].

이러한 서비스는 수요증 로 이어지며 결과 으로 기업

의 이윤을 창출시킴으로써 수요와 공 양면에 정

향을 다[10, 11]. 이용자의측면에서는어떠한디바이

스를 사용하든 혹은 직 매장을 찾아가든 상 없이 동

일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것이 옴니채 이다.

옴니채 (Omnichannel)의 출 은 실제오 라인 포

를 갖고 있던 기존의 소매사업자가 아마존과 같은 인터

넷 기업에 항하고자 오 라인의 강 을 매 략으

로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더하여 첨단 정보기술에 능

숙한 소비자의 호응 한 옴니채 의 망을 밝히고

있다[12].

시간, 장소, 보 등의 제약을받는 상품의 구매특

성상 한정된 시간 내에 최상의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

효율성은 극 화된다. 기존의 거 한 오 라인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Disney[13]는 옴니채 서비스를 구

하여 모든 랫폼에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디바이스를

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2.2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개인이 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 한 연구들로서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eoned Action, TRA)[5],

1975), 계획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ro,

TPB)[6],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7] 등의 이론들이 주로 연구의 기 가 되어왔다.

다양한 신기술의 격한 등장과 발 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 성향 기술 특성 반 되어야 된다는 에서

이들 모형의 보완이 제기되었다. 이런 을 고려하여 기

술수용모형을 심으로 합리 행동이론과 계획 행동

이론 등을 재조명한 새로운 연구모형으로서 통합기술수

용모형(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이 등장하 다[8].

통합기술수용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통합하여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의 4

가지의구성개념을제안한모형이다[8]. 성과기 (Performance

Expectancy)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직무성과에 이익

을 얻는데 도움을 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8, 14].

이는 기술수용모형 등에서 제시한 인지된 유용성, 외재

동기, 직무 합성, 상 이 등의 개념에서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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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다[14-16]. 노력기 (Effort Expectancy)란 정보시

스템을 이용하는데 련된 용이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15-18]. 사회 향(Social Influence)이란 향을 주는

주변사람들이 이용자가 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에 해사용자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8, 19].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이란 시스템 이용을 지원

하기 한 조직 ·기술 인 라가 존재한다고 믿는 개

인의 정도를 의미한다[8, 20, 21]. 신성이란 새로운 기

술을 추구하는 열의[22], 혹은 새로운 기술에 해 하

고 경험하는데 주 하지 않는 개인의 의향[23]을 의미한

다[14].

신성의 경우, 개인의 신성이 노력기 에 크게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24], 노력기 의 경로에서

신성이 높은 사용자들이 유용성에 높은 향 계가 있

음을 확인한 연구[25], UTAUT모델의 3개 변수와 신

성이 스마트 디바이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한 연구[26] 등의선행연구를 토 로 하여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UTAUT 모델의 4개의 변수와 옴니채 의 수

용태도로서 개인의 신성을 함께 분석하 다.

2.3 고객행동

고객이 정보탐색행동에서는 온라인채 을 가장 활발

하게 이용하며, 구매단계에서는 주로 오 라인을 이용하

여 온․오 라인의 복합 인 채 선택행동을 하게 된다

[27]. 다채 을 이용하는 고객이 단일채 이용자보다 더

많은 구매행동을 하며[28], 여러 채 을 이용할 경우 더

자주, 많은구매행동을하게 된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

보의 획득경로와 정보획득시 선택하게 되는채 도 달라

지게 되는데[30], [31]은 고객의 정보탐색행동과 제품의

구매를 한 채 의 선택행동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각

각의 채 특성이 요하다는 것을 실증 으로 제시하기

도 하 다.

고객의 특정채 을 통하여 정보탐색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구매행동으로 연결이 되며, 그 채 의 선택을 통해

구매채 로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구매행동의 빈도

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32].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각각 다른

채 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단순히 고객의 마음이 수시

로 변하거나 일시 인 차이가 아니며, 근본 이고 합리

인 차이로 인하여 고객의 구매행동은온․오 라인 모

두 즐겨 사용하는 특성을 가진 옴니채 의 선호도가 높

아지기 때문인 것이다[33].

2.4 련 행연

신기술과 련된 인구통계학 연구에 한 선행연구

로서 디지털 환 수용의도의 향요인을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분석한 연구[34]는 디지털 환 수용의도는

인구통계학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별, 학력수 , 직업

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증명하 다. 스마트

폰 애 리 이션의 외식정보탐색연구[35] 결과로서 외식

업체 선택용이성은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을 검증하 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기혼자가 미혼자보

다 실용성을 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정보

이용행태를 심으로 ·장년층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한 연구[36] 결과에서는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

서 한국의 ·장년층은 학력수 별 그리고 소득별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통합기술수용모형의 선행연구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의 수용요인에 한 연구는 신제품 수용의도의 향요인

으로서 노력기 , 성과기 , 사회 향, 진조건, 신

성 등이 도출되었다[14]. 호텔 키리스(keyless)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새로운 신기술로서 수용되는 과정을 분석

한 연구[37]에서 성과기 과 사회 향은 수용의도에

유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련 배달

앱 서비스에 통합기술수용모형 용 연구분석[38]에서는

성과기 , 노력기 등과 행동의도간의 계는 유의

계가 있는 것으로 한, 배달앱 서비스 경험자는 향후

습 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니채 에 한 선행연구로서 객의 만족도

구매의도간의 향 계를 규명한 연구로서 정보검색

단계 연구[10]와 구매단계 연구[11]가 있다. 그러나

옴니채 련한 인구통계학 측면의 심층 연구는 발견

되지 않는다.

3. 연  계 및 방법

3.1 연  모형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요성[11]을 인식하여 통

합기술수용모형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인구통계학 특

성을 악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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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2 가  정

UTAUT모형을 신기술에 목한 연구[4, 8, 14, 16, 19,

20, 23-25]는 성과기 , 노력기 , 진조건, 사회 향

등의 변수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행동에 한 연구를

하 다. 한 [23-25]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수용의도를

악하는데에 신성을 요개념으로 고려하여 연구하

다. 개인의 신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능동 으

로 추구하려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기술에 한

수용의도를 갖기 쉽기 때문이다[24, 25]. 한, 일반 인

신기술에 한 수용 연구에서도 개인의 성향 인식 등 다

차원 인 측면에서의 근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15].

지 까지의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옴니채 통합기

술수용모형 요인별 이용자의 인구통계학 특성별 차이

가 유의 인가에 한 통계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다.

연구가설 1. 옴니채 수용태도(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신성)는 이

용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옴니채 수용태도(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신성)는 이

용자의연령별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연구가설 3. 옴니채 수용태도(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신성)는 이

용자의학력별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연구가설 4. 옴니채 수용태도(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신성)는 이

용자의직업별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연구가설 5. 옴니채 수용태도(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신성)는 이

용자의 선호 정보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료 수집 및 측정 방법

가설검증을 한 설문조사는 2017년 9월부터 10월까

지 옴니채 경험자를 상으로, 그리고 미경험자에

게는 옴니채 에 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총 420부를 배포하여 406부를 회수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성실히 응답한 39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최종분석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옴니채 의 수용태도 변수에 한 신뢰도와 타당성

을 검증하 으며, IBM SPSS 23.0을 이용하 다. 통합기

술수용모형에 한 요인분석후 요인별 인구통계학 특

성과의 차이 검증을 하여 t-test와 ANOVA 분석방법

을 용하 다.

3.4 조 적 정  및 변  측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옴니채

수용태도에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다. 각 측정항목은

리커드 7 척도(1= 아니다, 2=아니다, 3=조 아니

다, 4=보통이다, 5=약간 그 다, 6= 그 다, 7= 매우 그

다)를 용하 다. 인구통계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검색 선호정보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으로 본 연구는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신성 등을 옴니채 의 기술통합수용

모형 구성요인으로 선정하 다. 성과기 [8, 14-16]에

한 질문 내용은 옴니채 을 이용하여 상품구매

를 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노

력기 는 옴니채 을 이용하면 나에게 유익할 것이

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노력기 [8]에 한 질문내

용은 옴니채 을 이용하면 구매 편의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15-18]. 사회 향[8]

에 한 질문내용은 이용자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지

인들은 옴니채 사용을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믿

음의 정도를 의미한다[14, 19]. 진조건[8]에 한 질문

내용은 가까운 미래 옴니채 이용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고믿는 정도를 의미한다[20, 21]. 신성이란새로

운 기술로부터 제공되는 기능을 잘 인지하고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정도를 의미한다[14, 22, 23].

4. 결과

4.1. 표본  통계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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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을 분석한 결과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반 인 분포가 큰 무리가 없어 비교 모집

단의 특성을 히 반 하고 있다.

Section N(=392) %

Sex
male
female

179
213

45.7
54.3

Age

Less than 20
20-30
31-40
41-50
More than 51

7
178
78
83
46

1.8
45.4
19.9
21.2
11.7

Academic
ability

High-School Graduation
Less than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ion
More than Graduate school

3
115
257
17

0.8
29.3
65.6
4.3

Occupation

Student
Specialized job
Office job
Production employee
Sales and service
Civil servant
Housewife
Others

138
27
75
49
20
24
56
3

35.2
6.9
19.1
12.5
5.1
6.1
14.3
0.8

Preferring
Information
of Tourism
SNS

Tourism Information
Food Information
Hotel Information
Weather Information
Shopping Information
Transportation Information
Event Information
History/Culture Information
Others

159
68
65
2
38
20
26
10
4

40.6
17.3
16.6
0.5
9.7
5.1
6.6
2.6
1.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4.2 타당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 고,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

직각회 베리맥스(varimax)회 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4.3 신뢰  및 상 계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의 신뢰성 검정을 해 내 일

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pha)를 측정하 다. 분석결과는 모두 .7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상

계는 Table 3에 제시된바 와 같이 모두 p<.05 수 에

서 유의한 계가 확인되었다.

Ⓐ Ⓑ SD
Construct of Correlation

1 2 3 4 5

1 4.78 1.09 1

2 5.05 0.98 0.36** 1

3 4.57 0.86 0.40** 0.45** 1

4 4.91 0.92 0.27** 0.54** 0.37** 1

5 4.11 1.13 0.12* 0.09* 0.16** 0.21** 1

8 - - .896 .879 .870 .835 .752

Ⓐ V. Name, Ⓑ Average, 1Performance Expectation, 2 Effort
Expectation, 3 Social Influence, 4 Facilitating Conditions,
5Innovation, 8 Cronbach's alpha

*p>.05, **p>.01

Table 3. Variable Correlations and Cronbach's α 

4.3 가 검

4.3.1 가  1  검

성별에 따라 옴니채 수용태도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의 검증을 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회 향과 신성이유의수 .05에서남녀집단간

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노력기 , 성

과기 , 그리고 진조건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Name Question
Compo
nent

Commu
nity

Eigen
value

Variation

Performance
Expectation

P.E 1 .866 .808

5.505 36.701P.E 2 .831 .872

P.E 3 .808 .809

Effort
Expectation

E.E 1 .898 .767

1.953 13.019E.E 2 .892 .865

E.E 3 .845 .858

Social
Influence

S.I 1 .826 .705

1.878 12.517S.I 2 .822 .788

S.I 3 .801 .787

Table 2. Validity Analysis 

Facilitating
Conditions

F.C 1 .901 .748

1.394 9.294F.C 2 .818 .889

F.C 3 .808 .756

Innovation

I 1 .861 .770

1.020 6.799I 2 .852 .562

I 3 .727 .767

Section Gender N Mean
Std.

Deviation
t p

P.Expectati
on

Male 158 4.7722 1.12243
1.308 .192

Female 234 4.7892 1.08626

E.Expectati
on

Male 158 5.0443 1.00396
.943 .347

Female 234 5.0598 .96739

S.Influence
Male 158 4.6582 .86117

1.358 .175
Female 234 4.5271 .86993

Table 4. Difference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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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가 2  검

연령에 따라 옴니채 수용태도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의 검증을 하여

ANOVA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과기 가 유의수 .00에서 연령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노력기 는

유의수 .05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

었다. 반면, 사회 향, 진조건, 그리고 신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Age N Mean
Std.

Deviation
F(P) Scheffe

P.
Expect
ation

~20(a) 7 4.8095 1.39917

6.545
(.000**)

b,c>e

20-30(b) 178 4.9682 1.05212

31-40(c) 78 4.9658 1.03557

41-50(d) 83 4.5382 1.09672

51~(e) 46 4.1884 1.09466

E.
Expect
ation

~20(a) 7 4.8571 1.09959

2.961
(.020*)

c>e

20-30(b) 178 5.1217 .92009

31-40(c) 78 5.2479 .99945

41-50(d) 83 4.9438 .91711

51~(e) 46 4.6884 1.00785

S.
Influen
ce

~20(a) 7 4.3810 .88444

1.217
(.303)

-

20-30(b) 178 4.6011 .98105

31-40(c) 78 4.7265 .73102

41-50(d) 83 4.4980 .83328

51~(e) 46 4.4275 .92230

F.
Conditi
ons

~20(a) 7 4.7619 .89620

2.246
(.063)

-

20-30(b) 178 4.9719 .85970

31-40(c) 78 5.0855 .86770

41-50(d) 83 4.6867 .89679

51~(e) 46 4.8478 .90397

Innovat
ion

~20(a) 7 4.0476 .94195

.401
(.808)

-

20-30(b) 178 4.1311 .83674

31-40(c) 78 4.1496 1.04871

41-50(d) 83 3.9839 .92178

51~(e) 46 4.2174 .97046

*p>.05, **p>.01, ***p>.001

Table 5. Differences by Age 

4.3.3 가 3  검

학력에 따라 옴니채 수용태도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의 검증을 하여

ANOVA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과기 와 노력기 가 유의수 .00에서 학

력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

면, 사회 향, 진조건, 그리고 신성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tion
Academic
ability

N Mean
Std.

Deviation
F(P) Scheffe

P.
Expectation

a 3 4.8889 .50918

4.730
(.003**)

b,d>c
b 115 4.5217 1.05236

c 257 4.9429 1.10838

d 17 4.0980 .75245

E.
Expectation

a 3 6.2222 .83887

4.746
(.003**)

a>d
b 115 4.9478 1.05094

c 257 5.1051 .93157

d 17 4.7843 1.10517

S.
Influence

a 3 4.6667 1.52753

1.384
(.247)

-
b 115 4.4058 .81981

c 257 4.6641 .88339

d 17 4.4706 .69780

F.
Conditions

a 3 4.5556 1.53960

2.246
(.082)

-
b 115 4.8232 .92330

c 257 4.9767 .90349

d 17 4.6863 1.06374

Innovation

a 3 5.3333 1.33333

1.850
(.138)

-
b 115 4.0087 1.18508

c 257 4.1362 1.11378

d 17 4.2353 .99138

a:Less than H.School, b: H.School Graduation, c: Univ.Graduation, d:
More than G.School
*p>.05, **p>.01, ***p>.001

Table 6. Differences by Academic ability

4.3.4 가 4  검

직업에 따라 옴니채 수용태도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4의 검증을 하여

ANOVA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과기 는 유의수 .01에서 직업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진조건은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반면, 노력기 , 사회 향, 그리고 신성은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Conditions
Male 158 4.9578 .97291

2.343 .021*
Female 234 4.8875 .88659

Innovation
Male 158 4.1899 1.14817

2.141 .033*
Female 234 4.0598 1.12425

*p>.05, **p>.01, ***p>.001

Secti
on

Occupation N Mean
Std.

Deviation
F(P) Scheffe

P.
Expe

Student(a) 138 4.9783 1.09055

4.629
a,c,e>g

Specialized(b) 27 4.7531 .98966

Table 7. Differences by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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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가 5  검

옴니채 을 통하여 얻고 싶은 정보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5의 검증을 하여 ANOVA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유의수 .05

에서통계 으로 유의한차이가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 가 검 결과

가설1인 성별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 사회

향과 신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노력기 , 성과

기 , 진조건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인 연령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 성과기

, 노력기 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 향, 진조

건, 신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인 학력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 성과기 와

노력기 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 향, 진조건,

ctatio
n

Office job(c) 75 5.0133 .93872

(.000**)
Production(d) 49 4.4966 1.20593

Service(e) 20 5.1167 .98096

Civilservant(f) 24 4.6389 1.04450

Housewife(g) 56 4.1786 1.11004

Others(h) 3 5.1111 .83887

E.
Expe
ctatio
n

Student(a) 138 5.2053 1.02311

1.592
(.136)

-

Specialized(b) 27 4.8395 .86908

Office job(c) 75 5.0667 .95232

Production(d) 49 4.9048 .99070

Service(e) 20 5.3667 .90418

Civilservant(f) 24 4.8472 .94781

Housewife(g) 56 4.8631 .94018

Others(h) 3 5.2222 1.34715

S.
Influe
nce

Student(a) 138 4.6232 .91560

1.515
(.161)

-

Specialized(b) 27 4.6049 .81144

Office job(c) 75 4.7867 .87618

Production(d) 49 4.3673 .74921

Service(e) 20 4.6333 1.03675

Civil servant(f) 24 4.3611 .81006

Housewife(g) 56 4.4583 .79280

Others(h) 3 4.3333 .57735

F.
Cond
itions

Student(a) 138 4.9783 .94040

2.663
(.011*)

d>e,g

Specialized(b) 27 4.8889 .78989

Office job(c) 75 5.0267 .89503

Production(d) 49 4.6327 .87730

Service(e) 20 5.4667 1.01682

Civil servant(f) 24 4.8194 .94781

Housewife(g) 56 4.6905 .87353

Others(h) 3 5.4444 .69389

Innov
ation

Student(a) 138 3.9928 1.16968

1.266
(.266)

-

Specialized(b) 27 3.9136 .85531

Office job(c) 75 4.4222 1.14992

Production(d) 49 4.0272 1.16037

Service(e) 20 4.0667 .98289

Civil servant(f) 24 4.2639 1.15461

Housewife(g) 56 4.1012 1.14225

Others(h) 3 4.3333 1.00000

*p>.05, **p>.01, ***p>.001

Secti
on

Information of
Tourism

N Mean
Std.

Deviation
F(P) Scheffe

P.
Expe
ctatio

Tourism Info(a) 159 4.8092 1.12662
.930
(.491)

-Food Info(b) 68 5.0245 1.08558

Hotel Info(c) 65 4.6359 1.15729

Table 8. Differences by Information of Tourism

n

Weather Info(d) 2 5.0000 .00000

Shopping Info(e) 38 4.8333 .97028

Trans Info(f) 20 4.5667 .93095

Event Info(g) 26 4.5897 1.07624

History Info(h) 10 4.5333 .81952

Others(I) 4 4.3333 2.01843

E.
Expe
ctatio
n

Tourism Info(a) 159 5.1132 .97423

935
(.487)

-

Food Info(b) 68 5.0784 .89982

Hotel Info(c) 65 4.8564 1.14256

Weather Info(d) 2 4.5000 .70711

Shopping Info(e) 38 5.2456 .92247

Trans Info(f) 20 4.8000 .86788

Event Info(g) 26 5.0769 .91558

History Info(h) 10 4.9000 1.05468

Others(I) 4 5.4167 1.16667

S.
Influe
nce

Tourism Info(a) 159 4.6352 .83758

.859
(.551)

-

Food Info(b) 68 4.6667 .85616

Hotel Info(c) 65 4.4308 .74003

Weather Info(d) 2 4.5000 .23570

Shopping Info(e) 38 4.5088 1.10074

Trans Info(f) 20 4.4167 .80840

Event Info(g) 26 4.5256 1.02923

History Info(h) 10 4.9667 .92229

Others(I) 4 4.2500 .95743

F.
Cond
itions

Tourism Info(a) 159 4.9790 .85494

1.000
(.804)

-

Food Info(b) 68 4.8578 .92203

Hotel Info(c) 65 4.8769 .99577

Weather Info(d) 2 4.5000 .70711

Shopping Info(e) 38 4.8158 .87576

Trans Info(f) 20 4.9333 .99472

Event Info(g) 26 4.8333 1.09646

History Info(h) 10 4.7667 .99443

Others(I) 4 6.0000 .98131

Innov
ation

Tourism Info(a) 159 4.1237 1.11917

1.266
(.266)

-

Food Info(b) 68 4.1667 1.15829

Hotel Info(c) 65 3.9795 1.23726

Weather Info(d) 2 4.8333 .23570

Shopping Info(e) 38 4.3158 .93304

Trans Info(f) 20 3.9000 1.13992

Event Info(g) 26 4.0513 1.26031

History Info(h) 10 3.9333 1.13093

Others(I) 4 4.5000 1.0363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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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인

직업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 성과기 와, 진

조건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노력기 , 사회 향, 신

성은유의한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가설5인 선호

하는 정보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옴니채 의 수용태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 성별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 향과 신성에 해 더

정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사람들의 행동에

향이 있으며, 신기술의 사용에 응하고자 노력하게 되

는 것이다.

둘째, 연령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 연령에

따른 성과기 가 20 , 노력기 가 30 에서 더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의 경우 옴니채 의 사용이

유용하고 편리함을 더 기 하게 되며, 30 는 사용의 용

이성 등을 기 하게 된다.

셋째, 학력에 따른 옴니채 수용태도는성과기

가 졸자, 노력기 가 고졸이하에서 더 정 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졸자들의 경우 옴니채 의 사용이 유

용하고 편리함을 더 기 하게 되며, 노력기 는 고졸이

하에서 사용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직업에 따른집단간의 옴니채 수용태도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사용의 유용성과편리함을 기

하며, 옴니채 사용의 활용 등에 더 정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선호하는 정보에 따른 옴니채 수용

태도는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 의의는 옴니채 분야에

서 신기술의 수용모델에 한 포 인연구를 수행하

다는 이다. 한 기존 UTAUT모델에서 활용하고 있는

요인을 사용자의 행 에 직 으로 향을미치는

에서 변경, 용했다는 이다. 기존 연구[8]에서 제시한

4개 요인에 사용자 행 에도 계가 있을 것으로 단되

는 신성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는 이다. 이는 향후

옴니채 에 한 후속 연구 확산의 단 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단계인 옴니채 에 한

객의 이용 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은 30세 연령 와 같은 옴니채 에 한 정 인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객들에게 편의성과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옴니채 의 발 은 고령화

되는 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산업에서 시되

어야 할 분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한계 향후 연구방

향을 지 한다면 첫째, 옴니채 은 온·오 라인의

다양한 채 이 통합됨으로서 그에 따른 채 별 수용의도

에 한이질 응답들이혼재될 수있다는 이다. 둘째,

수용의도 변수로서 통합 수용모델 요인을 본 연구에

채택하 지만 향후는 옴니채 의 특성을 보다 더 반

할 수 있는 심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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