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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ICT 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NFC, Beacon 등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인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모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여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는 것으로, O2O 서비스 제공자 측면

에서는 기존의 온라인·오프라인 기업 및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패턴을 변화시

키며, 서비스 수용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거래 및 오프라인 구매에서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단순한 전자상거래의 진

화된 형태로의 접근에서 나아가 혁신적인 서비스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혁신확산이론과 혁신저항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인지된 혁신특성인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찰가능성, 시험가능성, 적합성, 인

지된 위험이 수용 의도와 혁신 저항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

하여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혁신이 사회 체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하는 캐즘(Chasm) 현상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

여, 혁신 성향에 차이를 지닌 집단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혁신성에 따른 온라

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수용 요인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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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서비스의 복잡성,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주목할 만한 요인

으로 부각되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사

용자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효용의 증가 측면과 학습 비용의 증가로 

인한 효용의 감소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지된 

위험은 서비스 수용에 있어 유일하게 혁신성향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나 보안 관련 제도의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온라인 거래에서의 혁신성에 따른 구조적인 차이 분석을 통하여 각 집단 

별로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융합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정책 방향성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주요어 :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 혁신확산

이론, 혁신저항, DSI, 구조방정식 

학  번 : 2012-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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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2015년 기준 전세계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4억명이며, 2021년까지 6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ricsson Mobility Report, 2015). 스마

트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이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가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 위치기반서비스(LBS)나 소셜커머스 등의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서비스가 존재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는 IT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NFC, Beacon 기술과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고객의 

위치를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개

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또한 핀테크

(FinTech)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모바일 결제 기술

이 결합되어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ICT 산업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를 일컫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O2O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를 총칭”한다(KT경영경제연

구소, 2015). O2O는 2010년 미국의 IT전문 매체인 Tech Crunch에서 

TrialPay의 CEO인 Alex Rampell에 의하여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O2O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찾아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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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었다. O2O 관련 연구에 따르면 O2O는 가상공간(온라인)에서 현실공간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를 유치하고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모델로 정의한다(Ji et al., 2014). 

O2O는 온라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오프라인

에서 상품을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손증군

· 이종호, 2014). O2O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기업과 학계에서도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한다. 협의의 O2O는 Online to Offline, 즉 온라인으로 고

객을 유치하여 오프라인 커머스를 지원하는 것을 뜻하지만, 광의의 O2O는 

Online to Offline, Offline to Online, 즉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연결, 오

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연결 모두를 의미하며 현재는 광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KT경영경제연구소, 2015). 이와 같은 O2O에 대한 다양

한 정의와 해석의 공통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기반으로 마케팅 채

널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다. O2O는 온라인의 경제성과 오프

라인의 즉시성, 현장성 등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LG경제연구원, 2015). 특히 모바일의 등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

로 연결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온라인 상거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Durlacher Research(1999)는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으로 편재성, 접근성, 보

안성, 편리성, 위치확인성, 즉시접속성, 개인화를 제시하였으며, Keng et al. 

(2001)은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으로 편재성, 개인화, 유연성, 전이성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모바일의 특성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가 결

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를 창출하게 된다.  

단순히 전자상거래와 SNS가 결합한 형태로 전자상거래를 위해 SNS를 활

용하는 것(Curty & Zhang, 2013; Parise & Guinan, 2008)이 소셜커머스의 

형태라면, O2O는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커머스 채널을 확대

하고, 플랫폼 기반의 사업자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형태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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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1)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비즈니스 채널 확

대 (2)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비즈니스 채널 확대 (3)기존 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O2O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기반 aggregator로 분류할 수 있다

(KT경영경제연구소, 2015). 커머스 채널 확장으로는 Amazon과 같은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비즈니스 채널을 확대하거나, 백화점 및 마트 등의 오프

라인 기업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채널을 확장하는 형태이다. 플랫폼 사업자

의 비즈니스를 고도화 형태로는 DaumKakao, Google을 비롯한 기존 플랫폼 

기반 사업자가 신규 O2O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Airbnb, Uber 등의 

aggregator(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 혹은 사이트를 의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혁신이란 잠재적인 수용자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인지되는 아이디어 및 사

물, 개념(Zaltman & Holbeck, 1973)을 의미하며, 수용자에게 새롭다고 지각

되는 아이디어, 관행, 물건이다(Rogers & Shoemaker, 1971). 새로 개발된 

아이디어, 관행, 물건이 특정 환경하의 초기 수용자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인

지된 것을 혁신이라 한다(Biemans, 1992). 혁신은 반드시 기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

로운 시장 창조 및 기존 경쟁 패턴의 변화 또는 고객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는 

잠재력을 지닌 신기술, 프로세스, 신제품으로 정의된다(Rick, 1992).  

현재까지의 O2O에 대한 시각은 전자상거래의 하나의 진화된 형태인 모바

일 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의 대체재로써의 역할을 해왔다면, 스마트폰의 발달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대체재를 넘어서 보완재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시장과 기업

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이다(Chen et al., 2013). O2O 서비스는 기

존의 온라인 거래는 온라인에서만, 오프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상에서만 이루

어지던 우리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킨다. O2O의 등장은 기존의 온라인·오프

라인 기업 및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패턴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고객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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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오프라인 구매에서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따라

서 O2O 서비스를 단순한 전자상거래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혁신적인 서비

스의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O2O(Online to Offline, Offline to Online) 서비스를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로 명명하기로 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진출과 커머스 채널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

과 동시에 수용자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의 행동 패턴의 변화를 요구하

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융

합 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서비스 수용 의도를 혁신의 관점에서 규명하

고자 한다. 혁신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혁신 수용을 거부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혁신 저항의 관점을 추가하여 수용 의도를 통

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혁신적인 서비스는 기존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고 편리

함을 제공해주는 반면, 혁신이 사회 체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

하는 캐즘(Chasm)현상이 발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캐즘(Chasm)은 혁신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단절을 의미

하는 것으로(Moore, 1991),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확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성향에 차이를 지닌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가

적으로 혁신집단과 비 혁신집단 간에 수용 의도와 저항 요인에서의 구조적 차

이를 분석함으로써, 혁신성에 따른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수용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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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혁신확산이론, 혁신저

항모델, 혁신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도출된 연구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여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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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혁신의 수용(acceptance)과정은 개인 또는 의사결정 단위체가 처음 혁신

에 대해 인지하고 태도를 형성하여 수용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일련의 정신

적인 과정이며, 확산(diffusion)과정은 일정기간 내에 일정 채널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이다(Rogers & Shoemaker, 1971). 혁

신의 수용과정은 잠재적 수용자가 혁신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시적 과정인 반면, 확산과정은 사회시스템 내에서 구성원들 사

이에서 이뤄지는 거시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Rogers & Shoemaker, 

1971).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은 개인적 차원의 혁신 

수용과 사회적 차원의 혁신 확산 연구의 대표적인 이론적 분석 툴로 활용되

고 있으며, 혁신의 채택 및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특정 혁신은 빠른 속도로 성공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다른 

혁신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확산이 되거나 또는 사회에서 퇴출되기도 하다. 

채택률(rate of adoption)은 혁신이 사회 체계 구성원들에 의해 채택되는 

상대적 속도를 의미하며, 혁신이 보유한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혁신 확산의 속도가 달라진다(Rogers & 

Shoemaker, 1971). 혁신의 채택률을 결정하는 변인들로는 (1) 혁신의 인

지된 특성, (2) 혁신 결정의 유형, (3) 커뮤니케이션 채널, (4) 사회체계 성

격, (5) 혁신주도자의 추진 노력의 정도이다. 이 중 혁신의 인지된 특성이 

혁신 채택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다(Rogers & Shoemaker, 

1971). 혁신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비자의 특성에 비해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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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성이 설명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Ostlund, 1974; Labby & 

Kinnear, 1981). 

 

[그림 1] 혁신 채택률 결정 요인(Rogers & Shoemaker, 1971) 

 

 

Rogers and Shoemaker(1971)는 혁신의 인지된 다섯 가지 특성으로 상

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혁신 채택률을 약 50% 정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중 상대적 이점, 적합성이 혁신 채택률 설명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하

였다. 혁신확산이론의 인지된 혁신특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은 이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상대적 이점, 적합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

이 높은 반면, 복잡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혁신일수록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Rog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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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lund(1974)는 혁신에 관련된 위험인 인지된 위험이 혁신 채택에 음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여섯 번째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Hoeffler, 2003). 인지된 위험이란 불확실성의 측면으로(Bauer, 1960), 

구매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나 구매 후의 부정적 결과이며(Cunningham, 

1967), 불확실성이 큰 경우 인지된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였다(Lu et al., 

2005). Gatignon and Robertson(1985)은 상대적 이점, 적합성, 시험가능

성, 관찰가능성은 확산 속도와 양의 관계가 있으며, 복잡성 및 인지된 위험

은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비자 차원의 혁신채택 연구에

서 인지된 위험은 혁신확산이론의 다섯 가지 혁신 특성들과 함께 채택요인

으로 고려되고 있다(박종구, 2011). 

 

2.2 혁신저항모델(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혁신확산이론은 친 혁신적 편향(pro-innovation bias)의 연구가 대부분으

로 혁신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MacVaugh 

& Schiavone, 2010; Rogers & Shoemaker, 1971; Sheth, 1981). 

Sheth(1981)는 혁신 확산 관련 기존 연구가 혁신의 확산 측면을 중심으로 

친 혁신적 편향(pro-innovation bias)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비판

하며, 혁신을 채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혁신저항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Sheth(1981)는 혁신저항의 요인

으로 (1)기존의 습관(habit) (2)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s)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며, 변화에 대

한 저항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Zaltman & Wallendorf, 

1983)으로 여겨진다. 혁신저항은 채택보류(postponement)와 채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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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ion)로 분류할 수 있으며(Szmigin & Foxall, 1988), 이러한 저항이 클

수록 채택의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Ram & Sheth, 1989). 혁신 저항이 매우 

큰 경우에는 혁신이 확산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소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고 하였다(Ram, 1987). 혁신저항은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혁신 채택의 결정요인으로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박종구, 2011). 

Ram(1987)은 사회적 확산과 개인적 수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혁신채

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채택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주목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Ram(1987)은 혁신확산이론의 채택 요인을 기반으로 하

여 저항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저항모델(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을 제시하였다. 혁신저항모델에서 혁신저항 요인을 인

지된 혁신특성(Innovation characteristics), 소비자특성(Consumer 

characteristics), 확산 매커니즘(Propagation mechanisms)의 3가지로 제시

한다. 인지된 혁신 특성은 혁신확산이론의 변인들을 혁신 저항의 관점에서 재

구성한 것으로, 혁신에 대한 상대적 이점, 적합성, 시험가능성, 소통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복잡성과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저

항이 높아진다고 하였다(Ram, 1987). 소비자 특성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demographics variables)과 심리적 특성(psychological variables)으로 구

분될 수 있다. 심리적 특성은 혁신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향이며,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혁신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Ram, 1987). 혁신저항모

델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가 혁신

저항을 가져오며, 개인의 혁신적인 성향이나 믿음 등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혁신저항이 달라진다고 제시하였다(Ram, 1987). 확산 매커니즘은 커뮤

니케이션 채널에 따른 혁신저항의 영향에 관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메시지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혁신저항이 다르게 나타난다(Ram, 1987). 확산 

매커니즘은 확산과정에서의 장애요인으로, 수용과정에서의 저항요인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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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지된 혁신특성과 소비자특성과는 구분해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필화·이승희, 1994).  

 

 

[그림 2] 혁신저항모델(Ram,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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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혁신성(Innovativeness) 

2.3.1 혁신성 

 

혁신성(innovativeness)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 중 혁신 수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Verdegem & De Marez, 2011). 이는 자기 효능

감(self efficacy)과 새로움 추구 성향(novelty seeking)을 포함하고 있다

(Dabholkar & Baggozzi, 2002).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Bandura, 1986), 혁신 연구에서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 능력 또는 기술을 지녔다고 믿는 

정도로 해석된다(Ellen et al., 1991). 새로움 추구 성향은 새로운 자극을 추

구하는 개인 성향으로, 모험심(venturesome)과 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의 개념을 포함한다(Hirschman, 1980). 범혁신성(global 

innovativeness)은 혁신 수용에 있어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모든 개인이 소

유한 성향을 의미한다(Goldsmith & Hofacker, 1991; Goldsmith & Flynn, 

1992; Hurt & Joseph, 1977). Limayem et al.(2000)의 소비자 인터넷 쇼

핑 행동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범혁신성이 인터넷 쇼핑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혁신성은 혁신수용시기에 따라 정의되기도 한다. 혁신성이란 사회시

스템 내에 특정 개인이 다른 구성원에 비해 혁신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

하는 성향이다(Leavitt & Walton, 1975). 혁신 수용시기에 초점을 둔 혁신

확산이론에 따르면, 수용시기에 따라 혁신수용자를 혁신자(innovators), 초

기 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 대다수(early majority), 후기 대다수

(late majority), 혁신 지체자(laggards)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

단에 따른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했다(Rogers & Shoemaker, 1971). 

Rogers and Shoemaker(1971)가 제시한 혁신 수용자 집단 별 특성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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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혁신자(innovators)는 혁신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집단으로 

사회 체계의 확산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역할을 한다. 모험심

(venturesome)이 강하며, 가격 및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며 새

로운 서비스 및 기술에 있어 빠르게 수용하려 한다. 의견선도력(opinion 

leadership)이 높아 사회 체계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모델을 한다. 초기 대다수(early majority)는 혁신의 확산이 사회 내에

서의 평균점 도달 직전까지의 채택 집단이다. 일찍 채택하거나 늦게 채택하

는 집단을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후기 대다수(late majority)는 경제적 필

요나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 혁신을 채택하는 집단이다. 혁신에 대해 회의적

인 시각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안전성과 불확실성이 해소되

어야 혁신을 채택한다. 혁신 지체자(laggards)는 혁신을 채택하는 제일 마

지막 집단으로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혁신을 저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기며, 전통적이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변화를 싫어하

는 집단이다.  

 

2.3.2 캐즘(Chasm) 

 

Rogers and Shoemaker(1971)는 혁신에 대한 수용은 혁신자에서 혁신

지체자까지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던 반면, Moore(1991)에 따르면 초

기 수용자와 초기 대다수에 단절이 존재하며 불연속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단절은 혁신성향의 차이가 있는 두 집단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캐즘(Chasm)이라 일컫는다. 캐즘은 초기 시장의 성공이 주류 시장으로의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의 발견을 통해, 주류 시장의 진입을 

위해서는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상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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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berg et al.(2002)는 미국 가전제품의 판매 자료를 통해 일부 제품

에서 초기에 소비자의 수용 진행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정도의 정체 현상을 

지난 이후 다시 상승하는 현상인 캐즘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Deepa 

and Gerard(2011)의 연구에서는 신상품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현상을 새들(Saddle)로 

정의하고 있으며, 새들은 캐즘의 직접적인 이유이며 95%의 제품이 새들을 

경험하는 것을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림 3] The Chasm (Moor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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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특정분야 혁신성(Domain Specific Innovativeness) 

 

혁신수용시기에 따라 개인의 혁신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혁신 대상을 수

용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예측하거나 일반화 하

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측정 신뢰성이나 타당성 평가 방법이 존재하지 않

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Midgley & Dowling, 1978; Goldsmith & 

Hofacker, 1991; Goldsmith & Flynn, 1992). 또한 범혁신적 성향의 개인

이 모든 분야에서 혁신성을 지녔다고 가정하기 어려우며, 특정한 분야에 적

용 시 설명력이 낮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Agarwal & Prasad, 1998; 

Goldsmith & Hofacker, 1991; Goldsmith & Flynn, 1992; Goldsmith, 

2001).  

Goldsmith and Hofacker(1991)은 혁신 대상에 따라 소비자 혁신성이 달

라지므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분야별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정분야 혁신성(DSI: Domain Specific Innovativeness)을 측정할 수 있

는 지수를 제시하였다. DSI 지수는 [표 1] 의 6가지 항목에 의하여 특정 

분야의 혁신성 지수를 측정한다. DSI 지수는 음식, 옷, 게임 등의 특정 상

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혁신성 측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온라인

을 통한 쇼핑 분야의 혁신성 측정에도 사용되고 있다(박재진, 2004). 

Citrin et al.(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에 미치는 영향에서 범혁

신성은 유의미하지 않으나, 인터넷 쇼핑분야 혁신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인터넷 쇼핑분야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태도, 의향 및 지불금액이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

다(Goldsmith, 2000; Goldsmith. 2001). 박재진(2004)의 소비자 혁신성

이 온라인 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DSI 지수를 기반으로 개인

의 혁신성을 측정하였으며 혁신집단과 비 혁신집단간의 차이를 사용용이성, 

유용성, 태도, 의도 간의 경로 계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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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SI Scale(Goldsmith & Hofacker, 1991)  

DSI (Domain specific Innovativeness) Scale  

1. In general, I am among the first(last) in my circle of friends to buy a new ... 

when it appears.  

2. If I heard that a new ... was available in the store, I would (not) be 

interested enough to buy it.  

3. Compared to my friends I own a few of (a lot of) ... 

4. In general, I am the last(first) in my circle of friends to know the 

titles/brands of the latest ... 

5. I will not buy a new ... if I haven’t heard/tried it yet. (I will buy a new ... if I 

haven’t/tried it yet.)  

6. I (do not) like to buy ... before other peopl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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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하여, 

서비스 수용 의도를 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혁신 수용을 거

부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혁신 저항의 관점을 추가하여 수용 

의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RQ 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수용 의도와 저항 요인은 무엇인

가? 

한편 혁신 확산을 위해서는 혁신성향의 차이가 있는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Moore, 1991). 따라서 개인의 혁신성에 따라 수용 의

도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혁신성은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거래에서

의 혁신성으로 정의하였다.  

RQ 2. 온라인 거래 혁신성에 따라 서비스 수용 의도와 저항 요인에 어떠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RQ 1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Rogers and Shoemaker(1971)의 혁신확산이

론과 Ram(1987)의 혁신저항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

찰가능성, 시험가능성, 적합성, 인지된 위험 6가지 외생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혁신저항을 매개변수로,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RQ 2에 대한 분

석을 위하여 혁신성을 조절변수로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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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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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설정 

3.2.1 혁신의 인지된 특성과 수용, 저항의 관계  

 

상대적 이점이란, 혁신 이전의 제품이나 서비스 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gers & Shoemaker, 1971). Ram에 따르면 상대적 이점

은 수용자가 제품의 효능, 사용상 편리성, 외형, 가격 등에서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혁신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더 개선된 성과와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상대

적 이점은 경제적 이득 또는 비용 절감의 형태이며, 비용 절감은 투자 비용 

절감과 같은 재무적 차원이나, 조롱 또는 배척 방지 등의 사회적 관계 차원에

서 나타난다(Homans, 1961). Karahana et al.(1999)의 기업의 시스템 수용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성능 또는 기능 측

면에서 우수한 경우 사용자가 쉽게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하였다. Schiffman and Kanuk(1991)에 따르면 혁신 제품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에 비하여 이점이 없다고 인식될 경우 혁신 저항이 일어나며, 상대

적 이점이 낮을수록 혁신저항이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Hu and Liu(2011)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 이점이 이용의사에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Tanakinjal et al.(2010)의 모바일 마케팅 연구에 의

하면 상대적 이점이 이용의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송희석·김경철(2006)은 모바일 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혁신저항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상대적 이점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은 기존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별도

로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용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위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한 



19 

 

개인의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시간 제약 및 장소 제약의 극복, 오프라인 

상에 파편화된 정보를 온라인 상의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이점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높으며, 인식 정도가 낮을수록 저

항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1-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인식은 서비

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인식은 서비

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복잡성이란 혁신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정도

를 의미한다(Rogers & Shoemaker, 1971). 복잡성이란, 소비자가 특정한 기

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크기를 의미하며(Alba & 

Hutchinson, 1987),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수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소 중 하나이다(Ashesh & Wayne, 2001). Ashesh and Wayne(2001)에 따

르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효용을 추론함에 있어 Value Inference와 Learning 

Cost Inference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Value Inference의 관점에서의 

제품의 복잡성 관련 과거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속성이 추가될수록 소비자들

이 공급자가 새로운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인식한다(Friestad & Wright, 

1994). 반면, Learning Cost Inference 관점에서는 학습비용(Learning Cost)

이란 특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식을 축적하는 인지적 노력으

로, 복잡성이 높으면 새로운 속성에 대한 학습비용이 높게 나타나게 되므로, 

소비자의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Ashesh & Wayne, 

2001). Rogers and Shoemaker(1971)에 따르면, 사용자가 혁신 기술에 대

한 사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정도가 쉬울수록 소비자의 수용 속도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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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으로, 혁신이 복잡할수록 저항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Ram(1987)은 

복잡성을 아이디어 차원의 복잡성과 실행 차원에서의 복잡성으로 구분하였으

며 혁신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이용하기 어렵지 않아야 하며, 혁신의 복잡

성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병권(2007)은 인터

넷 뱅킹을 대상으로 한 혁신저항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복잡성이 양(+)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왕돈 외(2007)의 모바일 뱅킹을 대상으로 

한 혁신저항 결정요인 연구에서 복잡성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잡성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

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거래와 비교하

여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비교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전 별도 학습의 필요성 정도, 서비스 기능 이

용의 어려움 정도를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잡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Learning Cost Inference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복잡성이 높을수록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복잡

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낮으며, 인식 정도가 

낮을수록 저항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2-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

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

신저항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찰가능성은 혁신 채택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Rogers & Shoemaker, 1971). 특정 혁신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관찰

되어 확산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람들에게 관찰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도 존재한다. 과거 확산 연구에서 다루어진 혁신 연구에 따르면, 기술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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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관련 혁신은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의 혁신은 외부에서 관찰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채택 속도

가 느리다고 하였다(Rogers & Shoemaker, 1971). 이호규 외(2012)에 따르

면 관찰가능성을 “잠재적 채택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로 정의하였다.  Hu and 

Liu(2011)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관찰 가능성은 이용 의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관찰가능성은 서비스의 확산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관찰가능성은 TV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빈

도, 일상에서의 서비스 노출 정도, 가까운 주변인의 서비스 수용 정도, 이용 

경험과 후기와 같은 수용 결과의 피드백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찰가능

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 의도가 높으며, 인식 정도가 

낮을수록 저항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3-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

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

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험가능성은 혁신이 잠재적 채택자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하며, 시험해 볼 수 있는 혁신이 그렇지 않은 혁신에 비하여 더 빨

리 채택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Rogers & Shoemaker, 1971). Ram(1987)

에 의하면 소비자가 구매 이전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없

다면 높은 위험을 느끼게 되어 인지된 위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u and 

Liu(2011)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시험가능성은 실제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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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Tanakinjal et al.(2010)의 모

바일 마케팅 연구에 의하면 시험가능성이 이용의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시험가능성은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이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오

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시험가능성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시험

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정도, 서비스 중단의 자율성 정도, 별도의 비용이

나 노력이 들지 않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험가능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높으며, 인식 정도가 낮을수록 저항이 높다

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4-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시험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

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시험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

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합성은 기존의 가치, 과거 경험, 잠재적 수용자의 필요에 부합하다고 생

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Rogers & Shoemaker, 1971). 적합성이 높을 경우 

잠재적 수용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적합성이 높다고 생각될수록 그렇지 

않은 혁신보다 더 친밀하게 생각하고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Rogers & 

Shoemaker, 1971). Ram(1987)은 적합성이란 소비자가 지닌 기존 가치관, 

전통이나 문화적인 가치 및 현재의 생활방식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Hu and Liu(2011)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적합성은 

이용 의사 및 실제 이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nakinjal et al.(2010)의 모바일 마케팅 연구에 의하면 적합성이 이용의사

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박윤서∙이승인(2007)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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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바일 인터넷의 적합성은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

증 분석하였으며, 박병권(2007)은 인터넷 뱅킹을 대상으로 한 혁신저항의 결

정요인 연구에서 적합성이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온라

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합성은 서비스가 기존의 경험 또는 현재의 필

요성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모바일 거래 및 어플

리케이션 이용 경험과 부합하는 정도,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실질

적인 필요성, 개인 맞춤형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 인지 정도를 서비스의 적합

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적합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수

용의도가 높으며, 인식 정도가 낮을수록 저항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5-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

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

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된 위험이란 혁신과 관련된 위험으로(Ostlund, 1974), Bauer(1960)에 

따르면 인지된 위험은 소비자가 구매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

성으로 인해 구매 결과에 내포한 위험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구매에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Peter and Ryan(1976)은 의사결정의 영향 요

인이며 구매 관련 손실의 예상 또는 구매 행동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인지된 

위험을 정의하였다. Ram(1987)은 혁신에 대한 수용이 자신에게 위험을 가져

오면 혁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인지된 위험은 

혁신 채택과 관련된 물리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Zikmund and Scott(1974)는 인지된 위험의 유형을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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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험, 기능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 등으로 분류하였다. 전자상

거래와 관련한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된 위험이 사용자 수용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Parasuraman et al., 1988). Bauer et 

al. (2005)는 모바일 마케팅 수용여부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된 위험이 높을수

록 부정적인 태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송희석·김경철(2006)은 모바일 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혁신저항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박병권

(2007)은 인터넷 뱅킹을 대상으로 한 혁신저항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왕돈 외 (2007)의 모

바일 뱅킹을 대상으로 한 혁신저항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위험 지각이 양(+)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인지

된 위험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수

령이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형태로 사전 거래에 대한 재무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심리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모바일 단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개인 정보 공개에 따른 위험이 존재

한다. 개인 위치 정보는 본질적으로 사생활 관련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규제

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KT경제경영연구소, 2009). 이는 개인 정보의 보호 

문제와 직결되어 위치 정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

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이영대∙최경구, 2004). 이러한 인지된 위험

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낮으며, 인식 정도가 낮

을수록 저항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6-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서비

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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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서비

스 혁신저항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혁신 저항과 혁신 수용의 관계  

 

혁신저항은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Zaltmann & 

Wallendorf, 1983). 특정 변화에 직면하였을 때 소비자는 심리적 균형 상태

가 깨지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변화에 대한 수용을 통한 심리적 재조정 또

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저항을 택한다(Ram, 1987). 혁신저항은 

혁신 수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으로(Bogozzi & Lee, 1999), 혁신 

수용의 반대 개념이 아니며, 혁신 저항을 통해 수용(Adoption), 기각

(Rejection), 수정(Modification) 행동을 취하게 된다(Sheth, 1981). 혁신 저

항은 수용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혁신 수용 연구에서 

고려될 때 개인적 차원의 수용과 사회적 차원의 확산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

다(Ram, 1987). Ram(1987)의 혁신저항모델에 따르면, 혁신 저항이 없으면 

수용(Adoption)을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Rogers and 

Shoemaker(1971)는 혁신 저항이 극복될 때 수용과 확산이 일어난다고 하였

다. 유필화·이승희(1994)는 혁신저항이 소비자에게 기존 제품을 고수하거나 

혁신 제품을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인터넷 서비스 수용과정에서 소비자 저항의 매개 역할 연구에서는 

저항이 높을수록 수용 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으며

(김종호·신용섭, 2002), 박종구(2011)의 뉴미디어 채택에 관한 연구에서는 

혁신저항이 이용의사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서문식 외(2009)의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 구매회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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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혁신저항이 구매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혁신저항은 서비스를 수용함으로 인해 야기

되는 변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혁신에 대한 감정을 의

미하는 정서적 차원에서의 거부감, 필요성이나 편익과 관련된 인지적 차원에

서의 불만 또는 불편한 점, 변화에 대한 행동 의향을 뜻하는 행동적 차원에서

의 기존 방식의 유지 여부가 서비스에 대한 혁신 저항이라 볼 수 있다. 이러

한 혁신저항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 의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7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혁신저항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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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

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확인 또는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O2O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이용행태 측면에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1) 플랫폼 기반으로 온라인 사용자와 오프라인 사업자를 중개하

는 플랫폼(Platform)형태 (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쇼핑 채널을 결합한 옴니

채널(Omni-channel)형태 (3) 해당 서비스나 상품의 정보 및 혜택을 제공하

는 구매지원 서비스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제시한 3가지의 이

용형태 측면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범주화 하였으며,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수용의도의 전반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표 2] 연구대상 서비스 분류  

 형 태  

Platform 

서비스 

• 사용자와 오프라인 업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 오프라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확인하여, 

주변의 오프라인 업체와 직접 연결 가능  

Omni-Channel 

서비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을 결합한 서비스  

• 온라인 상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인, 

예약, 주문,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제품 수령 

및 서비스 이용  

구매지원 

서비스 

• 쇼핑에 필요한 정보나 혜택 제공  

• 주변 매장 상품정보, 할인쿠폰 수신 받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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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의 구성은 다음 [표 3]와 같다. 6가지의 인

지된 혁신 특성과 혁신 저항 및 수용의도는 각각 4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

으며, 개인의 혁신성인 DSI는 Goldsmith and Hofaker(1991)가 제시한 특정

분야 혁신성 지표를 기반으로 6가지 항목에 근거하여 온라인 거래의 혁신성

을 측정하였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변수의 구성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변수  

상대적 이점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별도로 이용하는 것에 비하

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

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용자가 좋다고 생

각하는 정도  

• 이점1: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 이점2: 시간 제약 극복  

• 이점3: 장소 제약 극복  

• 이점4: 상세한 정보의 공유  

복잡성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

스를 이용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  

• 복잡1: 온라인 거래와 비교

한 복잡성  

• 복잡2: 오프라인 거래와 비

교한 복잡성  

• 복잡3: 사전 별도 학습의 

필요성  

• 복잡4: 기능 이용의 어려움 

정도  

시험가능성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

스를 시험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시험1: 언제 어디서나 시험

가능한 정도  

• 시험2: 본인 의지 개입 정

도  

• 시험3: 비용 여부  

• 시험4: 노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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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

스가 과거의 경험이나 필요

성에 부합하는 정도  

• 적합1: 온라인, 모바일 거

래 이용 경험과의 부합 정

도  

• 적합2: 어플리케이션 이용 

경험과의 부합 정도  

• 적합3: 실질적인 필요성  

• 적합4: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의 필요성 인지 정도  

인지된 위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

스를 이용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위험1: 개인 정보 공개의 

안전성 

• 위험2: 온라인 거래와 비교

한 안전성 

• 위험3: 오프라인 거래와 비

교한 안전성  

• 위험4: 정보의 신뢰성  

혁신성(DSI)  오프라인 거래와 비교한 온

라인 거래에 있어서의 개인

의 혁신 성향  

• DSI1: 주변인과 비교한 온

라인 구매 성향  

• DSI2: 일반적인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구매 성향  

• DSII3: 새로운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구매 성향  

• DSI4: 새로운 온라인 몰 

이용 정도  

• DSI5: 주변인과 비교한 새

로운 온라인 몰 인지 시기 

• DSI6: 주변인과 비교한 새

로운 온라인 몰 구매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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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저항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

스를 수용함으로 인해 야기

되는 변화와 관련한 부정적

인 태도  

• 저항1: 변화에 대한 행동 

의향인 행동적 차원 (기존 

방식의 유지)  

• 저항2: 필요성이나 편익과 

관련된 인지적 차원(불만 

또는 불편한 점)  

• 저항3: 혁신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는 정서적 차원(거부

감) 

• 저항4: 변화에 대한 행동 

의향인 행동적 차원 (반대 

의사)  

수용의도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의

도  

• 수용1: 이용의사  

• 수용2: 지속적인 이용의사  

• 수용3: 긍정적인 인식  

• 수용4: 타인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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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분석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수용의도 및 혁신저항의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10대에서 50대 일반인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전문 리서치업체를 

통해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435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scale(1: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설정된 가설 검증을 위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뢰도 분석에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

였으며, 구조방정식 분석에 AMOS 23.0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4.1 표본특성 

 

설문 대상 인원인 435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이 남성 212명

으로 48.3%이며, 여성 223명으로 51.3%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10대 

18.39%, 20대 19.77%, 30대 20.68%, 40대 20.0%, 50대까지 20.14%로 연

령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30.8%, 경기도 26.4%, 부산 

9.9%, 인천 5.5%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또는 졸

업이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졸 이하 22.5%,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15.6%, 대학원이상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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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4.2.1 구조방정식 개념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 결합된 형태로 공분산 구조방

정식(covariance structural model)이라고도 불린다(이학식·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은 회귀분석과 요인분석을 결합시킨 형태로, 구조모형은 회귀

분석이 기반이 되고 측정모형은 요인분석이 그 기반이 된다(이학식·임지훈, 

2009).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오차가 없는 잠재요인(latent construct)

을 발견하고, 회귀분석으로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04). 회귀분석, 분산분석, 경로분석과 다르게 모형에 내재된 측정오차 파악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계수, 2004). 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조모형

(structural model)과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으로 모형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김계수, 2004). 구조모형은 요인들(constructs)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측정모형은 각 요인(construct)과 해당 측정 항목

(indicators)간의 관계를 나타난다.  

구조모형의 요인들(constructs)간의 관계는 회귀분석의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회귀분석과의 차이점으로는 하나의 요인(construct)

이 동시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여러 번의 회귀

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존재하여 동시에 모든 계수의 추정이 

가능하다(이학식·임지훈, 2009). 측정모형은 요인(construct)과 해당 측정항

목들(indicators)로 구성되며 요인분석과 유사하다(이학식·임지훈, 2009). 탐

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공통 요인들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많은 변수들을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와 달리, 확인적 요인 분석(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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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연구자가 사전에 정한 각각의 요인에 대한 

측정 항목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이학식·임지훈, 2009). 본 연구에

서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인과 측정 항목들 간의 관계를 사전에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항목을 제거하고, 

두 번째 단계로 최종 선정된 측정 항목들의 공분산행렬을 이용한 구조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다.  

4.2.2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다음의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별 요인 및 측정항목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Cronbach’s Coefficient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

도 분석 결과이다. Cronbach’s Coefficient alpha는 0.8~0.9 이상이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지고, 0.6~0.7 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이학식·임지훈, 

2009). 분석 결과 요인 및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계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요인 신뢰도  

요인 항목수 표본수 Cronbach’s alpha 

상대적이점  4 435 0.838 

관찰가능성 4 435 0.759 

복잡성 4 435 0.742 

인지된위험 4 435 0.748 

시험가능성 4 435 0.641 

적합성  4 435 0.798 

DSI  6 435 0.868 

혁신저항 4 435 0.813 

수용의도  4 435 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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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적합도 지수는 모형에 대한 적합성 판

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적합도 지수는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ice), 

증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간결 적합도 지수(parsimony fit 

indices)로 분류한다(이학식·임지훈, 2009). 절대 적합도 지수는 측정모형이 

얼마나 입력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고, 증분 적합도 지수는 측정모형

이 null모형(모든 측정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가정하는 모형)에 비

하여 적합도가 높은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이학식·임지훈, 2009). 간결 적합

도 지수는 여러 경쟁 모형들이 있는 경우에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는 것에 사

용된다. 일반적으로 절대 적합도 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를 각각 한 개 이상

을 보고하는 것이 권장되며, 절대 적합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적합도가 높은 

가를 보여줄 수 있고, 증분 적합도 지수를 통해 기준이 되는 null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높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09).  

총 38개의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

도 지수인 RMR 0.046 (기준치 0.05이하), RMSEA 0.063 (기준치 0.08이하)

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GFI 0.815 (기준치 0.90 이상), AGFI 0.783 (기준

치 0.90이상), NFI 0.789 (기준치 0.90이상), IFI 0.855 (기준치 0.90이상), 

TLI 0.836 (기준치 0.90이상), CFI 0.854 (기준치 0.90이상)를 나타냈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측정

모델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측정항목의 제거를 통해 모델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각 잠재요인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개의 측정항목이 권장된다(이학식∙

임지훈, 2009).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20이상인 항목을 제거한 결과, 인지된 

혁신 특성의 적합성 측정항목에서 적합2, 복잡성 측정항목에서 복잡3, DSI 측

정항목에서 DSI2가 제거되었다. 최종 항목 35개를 기준으로 한 적합도는 절

대적합도 지수인 RMR 0.041 (기준치 0.05이하), RMSEA 0.053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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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이하), 증분적합도 지수인 IFI 0.906 (기준치 0.90이상), CFI 0.95 (기준

치 0.90이상)로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적합도 지수  측정모형 적합도 최적모형 

기준치*  

절대 

적합도지수  

RMR 0.041 0.05 이하 

GFI  0.864 0.90 이상 

AGFI  0.837 0.90 이상 

RMSEA 0.053 0.08 이하 

증분 

적합도지수  

NFI  0.841 0.90 이상 

IFI  0.906 0.90 이상 

TLI  0.892 0.90 이상 

CFI  0.95 0.90 이상 

* 출처: 이학식·임지훈(2009)  

 

인지된 혁신특성들에 대한 수용의도 및 혁신저항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델에 대한 적

합도 지수는 [표 6]과 같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RMR 0.031(기준치 0.05이

하), RMSEA 0.048(기준치 0.08이하), 증분적합도 지수인 IFI 0.927(기준치 

0.90이상), TLI 0.915(기준치 0.90이상), CFI 0.926(기준치 0.90이상) 로 

기준치를 충족시켰으며, 대부분의 지수에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어 본 모델

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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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구조모형 적합도  

  적합도지수  구조모형 적합도 최적모형 

기준치*  

절대 

적합도지수  

RMR 0.031 0.05 이하 

GFI  0.893 0.90 이상 

AGFI  0.868 0.90 이상 

RMSEA 0.048 0.08 이하 

증분 

적합도지수  

NFI  0.865 0.90 이상 

IFI  0.927 0.90 이상 

TLI  0.915 0.90 이상 

CFI  0.926 0.90 이상 

* 출처: 이학식·임지훈(2009)  

 

4.2.3 혁신성 타당성 분석 

 

DSI 측정 항목 6개 중, 4.2.2에서 수행한 측정 모형 적합도 평가에서 DSI2

에 해당하는 1개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최종 5개 측정 항목을 대상으로 확인

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에서 기

준치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혁신성 측정 항목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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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혁신성 적합도  

 적합도 지수 DSI적합도  최적모형기준치*  

절대적합도지수  RMR 0.048 0.05 이하 

GFI  0.937 0.90 이상 

AGFI  0.81 0.90 이상 

RMSEA 0.18 0.08 이하 

증분적합도지수  NFI  0.936 0.90 이상 

IFI  0.94 0.90 이상 

TLI  0.879 0.90 이상 

CFI  0.939 0.90 이상 

* 출처 : 이학식·임지훈(2009)  

집중타당성은 하나의 요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측정 변수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값으로 

확인 가능하다. DSI에 대한 집중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p<0.05), 측정 항목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값이 모

두 0.5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요인부하량 값은 일반

적으로 0.5이상이면 수용가능하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학식·임지훈, 2009). 

[표 8] 혁신성 표준화 요인부하량  

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S.E. C.R. P  

DSI  DSI1 1 0.535       

DSI3 1.259 0.658 0.134 9.369 *** 

DSI4 1.739 0.831 0.163 10.667 *** 

DSI5 1.814 0.864 0.167 10.885 *** 

DSI6 1.81 0.868 0.166 10.884 *** 

(P-Value : * 0.05미만, ** 0.01미만, *** 0.00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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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 13개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 이점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1-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인식

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표준화 경로계수

=0.038, p=0.28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

설 H1-1은 지지되지 않았다. H1-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표

준화 경로계수=-0.164,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2는 지지되었다.  

복잡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2-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

잡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

화 경로계수=0.2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잡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즉 양(+)의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1은 지지되지 않았다. H2-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는 표준화 경로계수=0.35,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 가설 H2-2은 지지되었다.  

관찰가능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3-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는 표준화 경로계수=0.14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3-1은 지지되었다. H3-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관찰가

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

화 경로계수=0.072, p=0.131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가설 H3-2은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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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가능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4-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시험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표준화 경로계수=0.393,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4-1은 지지되었다.  H4-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시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

준화 경로계수=0.104, p=0.1735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2은 지지되지 않았다.  

적합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5-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

합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표

준화 경로계수=0.27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1은 지지되었다. H5-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화 경로계수

=-0.291,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2은 지지

되었다.  

인지된 위험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6-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는 표준화 경로계수=-0.138,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 가설 H6-1은 지지되었다. H6-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인지

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화 경로계수=0.289,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

설 H6-2은 지지되었다.  

혁신저항과 수용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7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혁신저항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표준화 경로계수=-0.19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7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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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H1-1 상대적이점 → 수용 0.041 0.038 0.071 0.583 0.28 

H1-2 상대적이점 → 저항 -0.146 -0.164 0.065 -2.259 * 

H2-1 복잡성 → 수용 0.213 0.21 0.07 3.06 ** 

H2-2 복잡성 → 저항 0.292 0.35 0.063 4.637 *** 

H3-1 관찰가능성 → 수용 0.099 0.144 0.039 2.51 ** 

H3-2 관찰가능성 → 저항 0.041 0.072 0.036 1.121 0.131 

H4-1 시험가능성 → 수용 0.693 0.393 0.198 3.492 ***  

H4-2 시험가능성 → 저항 0.15 0.104 0.16 0.94 0.1735 

H5-1 적합성 → 수용 0.258 0.271 0.082 3.147 ** 

H5-2 적합성 → 저항 -0.172 -0.219 0.074 -2.329 * 

H6-1 인지된위험 → 수용 -0.146 -0.138 0.066 -2.224 * 

H6-2 인지된위험 → 저항 0.251 0.289 0.061 4.088 *** 

H7 저항 → 수용 -0.24 -0.197 0.08 -3.003 ** 

(P-Value : * 0.05미만, ** 0.01미만, *** 0.00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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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복잡성(+), 관찰가능성(+), 시험가능성(+), 적합성(+), 인지된 위험

(-)으로 나타났다. 혁신 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적합성(-), 인지된 위험(+)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에 대한 혁신 저항은 수용 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 이점은 수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혁신 저항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 저항을 통해 수용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복수의 판매채널을 통합하여, 거래 단계별로 



42 

 

고객이 보고 느끼는 바를 토대로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고객경험관리

(customer experience)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

라인 채널을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거

래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복잡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는 달리, 복잡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

다. 이는 서비스의 복잡성이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용자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복잡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혁신 저항도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효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복

잡성에 대한 사용자 인식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오프라인 거래나 온라인 거래가 별도로 이루어지던 것과 비교하여 

절차상 복잡함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상의 복잡함이 추가적인 기능 

제공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찰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광고나 주변인들의 서비스 이용 여부, 일상 생활에서의 소비자에게 노출 정도

가 서비스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

라인 융합 서비스의 관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TV와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한 수동적인 광고 형태에서 벗어나, SNS를 활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매체를 

수단으로 하여 서비스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험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 없이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이용

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

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기본적인 형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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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기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듯 

손쉽게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쿠폰 제공 및 가격 할인 혜택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초기 시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기존

의 온라인 거래 경험과 부합하는 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지 정도가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합성은 서비스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인 혁신 저항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의 온라인 거래 패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용자의 모바일 이용 행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서, 실질적인 혜택과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된 위험을 낮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개인 정보 누출의 위험과 사전 거래에 따른 

재무적 위험, 심리적 위험이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인지된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혁신 저항이 높을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고객경험관리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어 개인정보제공 및 위치정보제공이 필수적이며, 결제정보 또한 필요

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에 있어 기존 오프라인 거래나 온라인 거래

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보 보호와 관련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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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저항을 낮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서비스 수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변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태도는 서비스 수

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

비스는 사용자가 익숙한 형태의 거래 행태에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은 모든 혁신에 존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사용자가 지닌 

거부감을 완화하여 서비스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혁신 저항은 인지된 혁신특성과 수용 의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는 완전매개(full mediation)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매개는 A가 C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개변수인 B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분매개는 A가 C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매개변수인 B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효과는 한 요인이 어떤 요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요인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말하며, 간접효과는 한 요인이 어떤 요인을 거

쳐서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의미하며,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한 값이다. (이학식·임지훈, 2009).  

인지된 혁신특성과 수용의도에서 혁신저항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대

적 이점은 수용의도에 직접효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혁신저항을 통해 간접적

으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혁신저항은 상대

적 이점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full mediation)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복잡성, 적합성 및 인지된 위험은 수용의도에 직접효과뿐 만

이 아니라, 혁신저항을 통해 수용의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저항은 적합성과 인지된 위험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partial mediation)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가능성과 시험가능성은 

수용의도에 직접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혁신저항은 관

찰가능성, 시험가능성과 수용 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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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혁신저항의 매개효과 

경로 표준화 

전체효과  

표준화 

직접효과 

표준화 

간접효과  

혁신저항의 

매개기능 

상대적 이점 → 수용  0.07 0.038 0.032 완전매개  

복잡성 → 수용 0.141 0.21 -0.069 부분매개 

적합성 → 수용 0.314 0.271 0.043 부분매개 

인지된 위험 → 수용 -0.195 -0.138 -0.057 부분매개 

 

 

 

4.4 혁신성에 따른 구조적 차이 

 

혁신성에 따른 서비스 수용 의도 및 저항 요인의 구조적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13개의 가설을 혁신집단과 비 혁신집단을 대상으

로 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전체 435명을 대상으로 혁신성 지수를 측정

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혁신성 지수 측정 결과 평

균은 15.0575, 중앙값 15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혁신성 지수 16이

상은 혁신집단(205명)으로, 혁신성 지수 15이하는 비 혁신집단(230명)으로 

구분하였다. 혁신집단은 성별이 남성 104명으로 51%이며, 여성 101명으로 

49%을 차지하여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10대 17%, 20대 20%, 30대 

24%, 40대 18%, 50대까지 20%를 차지하였다. 비 혁신집단은 성별이 남성이 

108명으로 47%, 여성이 122명으로 53%로 여성이 조금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10대 20%, 20대 17%, 30대 17%, 40대 22%, 50대 22%로 구성되

었다.  

 

 



46 

 

혁신집단을 대상으로 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 이점에 대

한 가설 검증 결과 H1-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대

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해서 표준

화 경로계수=0.246,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은 지지되었다. H1-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249,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1-2는 지지되었다.  

복잡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2-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

잡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

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2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잡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즉 양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1은 지지되지 않았다. H2-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28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2는 지지되었다.  

관찰가능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3-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158,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1은 지지되었다. H3-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129, p=0.094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2는 지지되지 않았다. 

시험가능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4-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시험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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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153, p=0.17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1은 지지되지 않았다. 

H4-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시험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

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

=0.23, p=0.0865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2는 지지되지 않았다. 

적합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5-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

합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

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32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 가설 H5-1은 지지되었다. H5-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28,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 가설 H5-2는 지지되었다.  

인지된 위험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6-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243, p<0.05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1은 지지되었다. H6-2 ‘온라인·오프라인 융

합 서비스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307, p<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2는 지지되었다.  

혁신저항과 수용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7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혁신저항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125, p=0.0975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7은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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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가설검증 결과 (혁신집단)  

가설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H1-1 상대적이점 → 수용 0.207 0.246 0.093 2.231 * 

H1-2 상대적이점 → 저항 -0.239 -0.249 0.105 -2.267 * 

H2-1 복잡성 → 수용 0.211 0.28 0.089 2.364 ** 

H2-2 복잡성 → 저항 0.248 0.289 0.103 2.411 ** 

H3-1 관찰가능성 → 수용 0.089 0.158 0.054 1.654 * 

H3-2 관찰가능성 → 저항 0.082 0.129 0.062 1.318 0.094 

H4-1 시험가능성 → 수용 0.265 0.153 0.278 0.954 0.17 

H4-2 시험가능성 → 저항 0.453 0.23 0.332 1.362 0.0865 

H5-1 적합성 → 수용 0.254 0.324 0.102 2.491 ** 

H5-2 적합성 → 저항 -0.25 -0.28 0.115 -2.176 * 

H6-1 인지된위험 → 수용 -0.208 -0.243 0.1 -2.071 * 

H6-2 인지된위험 → 저항 0.299 0.307 0.114 2.618 ** 

H7 저항 → 수용 -0.11 -0.125 0.085 -1.295 0.0975 

(P-Value : * 0.05미만, ** 0.01미만, *** 0.001미만) 

 

비 혁신집단을 대상으로 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 이점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1-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063, p=0.246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은 지지되지 않았다. H1-2 ‘온라인·오프

라인 융합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071, 

p=0.246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

2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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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2-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

잡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

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11, p=0.1405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1은 지지되지 않았다. H2-2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125, p=0.1205 

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2는 지지

되지 않았다. 

관찰가능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3-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066, p=0.1995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1은 지지되지 않았다. 

H3-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관찰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

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

=-0.086, p=0.174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2는 지지되지 않았다. 

시험가능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4-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시험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41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1은 지지되었다. H4-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시험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138, p=0.1815로 유의수

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2는 지지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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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5-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

합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

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152, p=0.1175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1은 지지되지 않았다. H5-2 ‘온라

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음(-)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223, 

p=0.062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인지된 위험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6-1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007, p=0.4685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1은 지지되지 않았다. 

H6-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혁신저항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

수=0.382,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2는 지

지되었다.  

혁신저항과 수용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H7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혁신저항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0.462,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7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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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설검증 결과 (비 혁신집단)  

가설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H1-1 상대적이점 → 수용 -0.076 -0.063 0.111 -0.688 0.246 

H1-2 상대적이점 → 저항 -0.061 -0.071 0.089 -0.687 0.246 

H2-1 복잡성 → 수용 0.13 0.11 0.121 1.077 0.1405 

H2-2 복잡성 → 저항 0.104 0.125 0.097 1.078 0.1405 

H3-1 관찰가능성 → 수용 0.051 0.066 0.061 0.843 0.1995 

H3-2 관찰가능성 → 저항 -0.047 -0.086 0.05 -0.939 0.174 

H4-1 시험가능성 → 수용 0.862 0.418 0.326 2.648 ** 

H4-2 시험가능성 → 저항 -0.2 -0.138 0.22 -0.909 0.1815 

H5-1 적합성 → 수용 0.165 0.152 0.139 1.188 0.1175 

H5-2 적합성 → 저항 -0.171 -0.223 0.111 -1.539 0.062 

H6-1 인지된위험 → 수용 -0.008 -0.007 0.103 -0.079 0.4685 

H6-2 인지된위험 → 저항 0.306 0.382 0.08 3.812 *** 

H7 저항 → 수용 -0.656 -0.462 0.165 -3.969 *** 

                             (P-Value: * 0.05미만, ** 0.01미만, *** 0.00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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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혁신집단) 

 

    

 

[그림 7]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비 혁신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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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집단의 경우, 서비스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찰가능성(+), 적합성(+), 인지된 위험(-)으

로 나타났다. 혁신 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대적 이점

(-), 복잡성(+), 적합성(-), 인지된 위험(+)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대한 

혁신 저항은 수용 의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 혁신집

단의 경우, 서비스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험가능

성(+)이 확인되었다. 혁신 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지

된 위험(+)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에 대한 혁신 저항은 수용 의도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혁신집단에서 혁신저항은 인

지된 위험과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full mediation)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위험은 수용의도에 직접효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혁신저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준화 직접효과 –0.007, 표준화 간접효과 –0.176, 표준화 전체 효과 –0.184)  

혁신집단에서는 시험가능성이 유일하게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

인이었으며, 이는 혁신 저항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비 혁

신집단에서는 시험가능성이 수용 의도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혁신집단과는 반대로 온라인·오프라인 융

합 서비스 수용에 있어 시험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혁신저항과 수용 의도의 관계는 혁신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비 

혁신집단에서는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혁신집단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서비스 수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비 혁신집단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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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위험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집단과 비 혁신집단에서 공통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혁신집단에서는 인지된 위험이 수용의도

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개인 

정보 누출의 위험과 사전 거래에 따른 재무적 위험, 심리적 위험이 혁신집단

과 비 혁신집단 모두에게 서비스 수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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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요약 

 

최근 ICT 산업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는 NFC, Beacon 기술과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핀테크

(FinTech)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

는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를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인지된 

혁신특성을 기반으로 수용 의도와 혁신 저항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성향의 차이가 있는 집단 간의 이해를 위하여 온라인 거래에서의 혁신성

에 따른 수용 의도 및 저항 요인의 구조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연구의 실증분

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복잡성(+), 관찰가능성(+), 시험가능성(+), 적합성(+), 인지

된 위험(-)으로 확인되었다. 혁신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적합성(-), 인지된 위험(+)으로 나타났다. 서비

스에 대한 혁신저항은 수용 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인지된 혁신 특성 중 상대적 이점은 수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혁신 저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

잡성은 수용 의도와 저항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

비스의 복잡성에 대한 사용자 인식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 빈도와 서비스의 

노출 정도가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를 사전에 시험

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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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수용 의도와 저항에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경험과 부합하

는 정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서비스 수용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인지된 위험은 수용 의도와 저항에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과 거래의 안전성이 서비스 수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온라인 거래에서의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서비스 수용 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찰가능성

(+), 적합성(+), 인지된 위험(-)으로 나타났다. 혁신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적합성(-), 인지된 위험(+)

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에 대한 혁신저항은 수용 의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의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서비스 수

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험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혁신 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지된 위험(+)이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에 대한 혁신 저항은 수용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혁신집단에서는 시험가능성이 유일하게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었으며 저항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비 혁신집단에서는 시험가능성이 수용 의도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혁신 저항이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의 혁신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혁신 저항과 수용 의도의 관계에

서는 혁신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비 혁신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인지된 위험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나 인지된 위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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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시사점 

 

첫째,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

비스로 등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인 O2O 서비스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기업이나 학계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의 진화된 형태로 보는 시

각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혁신적

인 서비스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혁신이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기존의 경쟁 패턴과 고객의 행동을 변화 시키는 잠재력을 지

닌 것이며(Rick, 1992),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 오

프라인 기업 및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패턴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사용자의 온

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에서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를 혁신 서비스 수용에 있어 대표적인 이론적 기반인 혁신확산이론

과 혁신저항모델의 통합적 관점에서 수용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학

술적 의의를 갖는다.   

둘째, 산업적 차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서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향후 사

물인터넷 시대에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

이에 더욱 정교한 접점이 생겨나게 되며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단순히 O2O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수용 연구가 아닌, 온

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제

공의 방향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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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전

략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결과 사용자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의 복

잡성에 대한 인식은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해 효용

을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학습 비용의 증가로 인한 효용의 감소 측면의 양

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복잡성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의 

다양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오프라인 거래나 온라인 거래 이외에 

또 다른 선택권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소

비자에게 선택권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및 판단의 폭이 증가하는 것은 수용 의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

다. 따라서 ‘기능 상의 단순함’ 보다는 ‘사용 상의 편리함’을 추구함으로써 사

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과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는 형

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의 혁신성에 따라 서비스 수용의도 및 저항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집단 별로 차별화된 전

략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온라인 거래에서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게는 기존의 거래와 비교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복잡성의 인식에 대한 양면성을 기반으로 서비스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되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편리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각

종 매체를 활용한 광고,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및 다수의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서비스의 관

찰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는 기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

용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설계해

야 할 것이다. 온라인 거래에서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쿠폰 제공 등의 방

법을 통해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시험해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

여 시험가능성을 높이면서,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완화시

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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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사용자들의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을 줄일 수 있

도록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 인지된 위험은 서비

스 수용에 있어 유일하게 혁신성향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되어 중요성이 부각된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위치정보, 소비패

턴 등의 개인 정보의 제공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모바

일 결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라 금융 거래에 대한 불안감

이 존재한다. 따라서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핀테

크(FinTech)관련 제도와 더불어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 전반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거래의 안전성 보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규의 마련과 정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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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정 서비

스의 형태에 따라 수용 의도나 저항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서비스는 현재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

므로, 특정 산업이나 혹은 특정한 서비스 형태에서의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찰가능성, 시험가능성, 적합성, 

인지된 위험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인지된 혁신 특성에 대한 서비스 수용 

의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서비스의 복잡성, 인지된 위험, 시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혁신 특성 중 

주요한 하나의 요인에 대하여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보다 더 정교화된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향후 보다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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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표본특성 

 

특성 빈도 (명) 비율(%)  

표본수  유효 435 100 

결측 0 0 

성별 남성 212 48.7 

여성 223 51.3  

합계 435 100 

연령 만15~19세  80 18.4 

만20~29세  86 19.8  

만30~39세  90 20.7 

만40~49세  87 20 

만50~59세  92 21.5 

합계 435 100 

학력 고졸 이하 98 22.5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68 15.6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236 54.3 

대학원 이상 33 7.6 

합계 435 100 

직업 학생 120 27.6 

관리/사무직 157 36.1 

전문직 46 10.6 

판매/서비스직 28 6.4 

기술/생산직 17 3.9 

전업주부 45 10.3 

기타 22 5.1 

합계 435 100 

지역 서울 134 30.8 

부산 43 9.9 

대구 1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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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4 5.5 

광주 10 2.3 

대전 16 3.7 

울산 12 2.8 

경기도 115 26.4 

강원도 6 1.4 

충청북도 9 2.1 

충청남도 12 2.8 

전라북도 8 1.8 

전라남도 6 1.4 

경상북도 7 1.6 

경상남도 11 2.5 

제주도 3 0.7 

세종시 2 0.5 

합계 435 100 

 

 

 

부록 2 : 표본특성 (혁신집단) 

 

특성 빈도 (명) 비율(%)  

표본 수  유효 230 100 

결측 0 0 

합계 230 100 

성별 남성 108 47 

여성 122 53 

합계 230 100 

연령 만15~19세  45 20 

만20~29세  4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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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39세  40 17 

만40~49세  50 22 

만50~59세  50 22 

합계 230 100 

학력 

  

  

  

  

고졸 이하 55 23.9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32 13.9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127 55.2 

대학원 이상 16 7 

합계 230 100 

직업 

  

  

  

  

  

  

  

학생 66 28.7 

관리/사무직 84 36.5 

전문직 18 7.8 

판매/서비스직 13 5.7 

기술/생산직 12 5.2 

전업주부 24 10.4 

기타 13 5.7 

합계 230 100 

지역 

  

  

  

  

  

  

  

  

  

  

  

  

  

서울 75 32.6 

부산 17 7.4 

대구 8 3.5 

인천 11 4.8 

광주 6 2.6 

대전 10 4.3 

울산 8 3.5 

경기도 63 27.4 

강원도 5 2.2 

충청북도 6 2.6 

충청남도 8 3.5 

전라북도 4 1.7 

전라남도 1 0.4 

경상북도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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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3 1.3 

제주도 0 0 

세종시 1 0.4 

합계 230 100 

 

부록 3 : 표본특성 (비 혁신집단) 

 

특성 빈도 (명) 비율(%)  

표본 수  유효 230 100 

결측 0 0 

합계 230 100 

성별 남성 108 47 

여성 122 53 

합계 230 100 

연령 만15~19세  45 20 

만20~29세  40 17 

만30~39세  40 17 

만40~49세  50 22 

만50~59세  50 22 

합계 230 100 

학력 

  

  

  

  

고졸 이하 55 23.9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32 13.9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127 55.2 

대학원 이상 16 7 

합계 230 100 

직업 

  

  

  

학생 66 28.7 

관리/사무직 84 36.5 

전문직 18 7.8 

판매/서비스직 1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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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생산직 12 5.2 

전업주부 24 10.4 

기타 13 5.7 

합계 230 100 

지역 

  

  

  

  

  

  

  

  

  

  

  

  

  

  

  

  

  

서울 75 32.6 

부산 17 7.4 

대구 8 3.5 

인천 11 4.8 

광주 6 2.6 

대전 10 4.3 

울산 8 3.5 

경기도 63 27.4 

강원도 5 2.2 

충청북도 6 2.6 

충청남도 8 3.5 

전라북도 4 1.7 

전라남도 1 0.4 

경상북도 4 1.7 

경상남도 3 1.3 

제주도 0 0 

세종시 1 0.4 

합계 230 100 

 

 

부록 4 : 설문조사 

 

설문을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에 대한 내용이 제시됩니다. 정확한 설문을 위하여 질문에 대한 

응답에 앞서 아래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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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오프라인 매장이나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개인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

비스(Location Based Service)를 기반으로 하여, 인근의 오프라인 매장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O2O 서비스의 형태는 이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용자와 오프라인 업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오프라인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변의 오프라인 업체와 직접 연결 가능 

 

2)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을 결합한 서비스로, 온라인 상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

인, 예약, 주문,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 

 

3) 쇼핑에 필요한 정보나 혜택을 제공하는 구매지원 서비스로, 주변 매장 상품정보, 할인쿠폰

을 수신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를 이용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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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O2O 서비스의 사용자 인식과 관련한 질문이 제시됩니다. 평소에 지니고 있던 O2O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위에 제시된 설명문의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본 

설문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사이의 5점 척도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견해와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십시오.  

A.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O2O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2O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위치인식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O2O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실시간 연동으로, 시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유

용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O2O 서비스를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 거래를 하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

다는 점은 유용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O2O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보다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공유 및 비

교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O2O 서비스의 관찰가능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5. O2O 서비스에 대한 TV광고, 온라인 광고 등을 볼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O2O 서비스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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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2O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나 후기를 들어보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O2O 서비스의 복잡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9. O2O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 거래에 비하여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O2O 서비스는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만 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복잡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O2O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O2O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능을 익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O2O 서비스의 인지된 위험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O2O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O2O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 거래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O2O 서비스를 통한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O2O 서비스를 통한 정보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비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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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O2O 서비스의 시험가능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O2O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O2O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이용해본 후, 중단하더라도 상관없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O2O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O2O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O2O 서비스의 적합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O2O 서비스 이용은 기존의 온라인, 모바일 거래의 이용경험으로 낯설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O2O 서비스는 기존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O2O 서비스는 온라인의 편리함인 경제성과 오프라인의 편리함인 즉시성, 현장성이 결합되

어 있어, 나의 필요에 부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O2O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이 고려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나의 필요에 

부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 다음은 귀하의 온라인 구매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25. 친구들에 비해, 나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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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들으면, 나는 오프라인 대신 온

라인으로 구매하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일지라도, 나는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구

매하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나는 새로운 온라인 몰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용해보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일반적으로, 나는 새로운 온라인 몰의 이름을 아는데 있어, 친구들 중 가장 빠른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0. 일반적으로, 나는 새로운 온라인 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친구들 중 가장 빠른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K. 다음은 귀하의 O2O 서비스 저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나는 O2O 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만 또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는 거부감이 느껴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4. 나에게 O2O 서비스 이용을 권한다면, 나는 반대할 의사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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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음은 귀하의 O2O 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나는 O2O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6. 나는 O2O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7. 나는 O2O 서비스 이용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8. 나는 O2O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M.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39.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40.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41.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③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2.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관리/사무직  ③ 전문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기술/생산직  ⑥ 전업주부    

⑦ 기타  

4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경상북도    ⑮경상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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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vironment of anywhere/anytime online access that smartphones 

have fostered and are popularizing enables online-offline convergence. 

The online-to-offline(O2O) business model spotlighted in the ICT 

industry allows this online-offline convergence to extend to the 

marketing channel. Online-to-offline services are causing a change in 

the competitive patterns of online/offline firms and platform providers. 

This is also causing consumers to change their behavior patterns 

regarding online/offline commerce. Thus, online-to-offline should be 

regarded as a perspective of innovation, not just one of advanced mobile 

commerce.  

This research aimed at analyzing what influences the intention to 

accept and resist online-to-offline services, based on innovation 

diffusion theory and 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In addition, the 

successful diffusion of innovation requires that we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innovativeness. To ensure that this 

diffusion is wide-reaching, this research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innovators and non-innovators.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complexity, trialability, observability,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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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nd the intention to accept online-to-offline services by build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adding resistance to innovation as a 

mediator variable and innovativeness as a moderation variable.  

The most notable findings of this research concern the user’s 

perception of duality of complexity and the importance of perceived risk. 

Furthermore, the results regarding the user’s perception of online-to-

offline services could be useful for policy makers and service providers.  

 

Keywords: O2O, online to offline,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nnovation resistance, DSI,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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