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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접근방법 불확실성요인과 거래관계성이

채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지은**

소비의 득실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구매자성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채널충성도를 설명하

기 위해서 거래비용이론의 불확실성을 검토하고 적용하였으며 거래빈도와 신뢰를 통하여 채널

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유통채널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채

널충성도를 검증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접근방법(transaction cost approach) 요인을 고려하여 입

증하였다. 채널충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래비용접근방법 요인 중 불확실성을 검토하고 적용

하였으며 거래빈도와 신뢰를 통하여 유통채널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유통채널구조

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채널상에서 채널관리전략

을 수립하는 기업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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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조업체들은 경쟁력 강화와 경기변동, 기술혁

신, 시장변화의 불확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오

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 등 채널 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통채널 변

화에 따라 유통채널에 관한 연구들은 장기적 관

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 채널상호작

용(Anderson and Narus, 1990, Anderson and

Weitz, 1992, Heide and John, 1992, Geyskens

et al., 1998) 및 채널 구성원들간의 충성도

(Gilliland and Bello, 2002)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사용자와 구매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직접 구매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와 전략을 구상하게 되면 제조기업,

도매업체, 소매업체는 같은 관점에서 전략을 구상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유통채널에 관한 인식의 중요성은 연구

되고 있지만 실제 채널 충성도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과학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실증연구는 미흡하다. 브랜드충성도, 점

포충성도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채널 충성도

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체계적인 지

수 개발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멀티채널 마케팅의 활성화로 멀티채널의 효과

및 멀티채널 환경 속에서의 소비자 행동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전종근

외, 2004, Balasubramanian et al., 2005, Coelho

and Easingwood, 2004), 멀티채널마케팅이 기업

의 이윤을 증가시키며,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증

가시킴으로 소비자의 평생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의 수많은 장점이 밝혀지고 있으나(Venkatesan

et al., 2007, Kumar and Venkatesan, 2005,

Thomas and Sullivan, 2005) 기존의 연구들은

멀티채널의 유통 특징에 국한된 기능적 측면과

각 채널에서의 소비자들의 국소적인 태도 및 행

동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매자는 거래비용을 감안

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다양한

채널시장에서 구매자는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래

비용접근방법으로 채널충성도를 검증하고자 한

다. 기존의 경제학에서 출연하여 다양한 분야에

서 계속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

래비용접근(transaction cost approach)요인으로

불확실성과 거래관계의 신뢰, 거래빈도 요인을

적용하여 거래에 미치는 비용의 역할을 실험하

여 채널충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으로는 구매자마케팅연

구를 발전시키고 거래비용접근방법에 의한 채널

충성도를 알아보며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유통채

널설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거래비용접근(TCA)방법을 이용한 채널

충성도

거래비용이론에 따른 접근방법의 핵심은 개별

적인 거래(transaction)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

정하고, 이러한 거래를 이행하는데 수반되는 비

용 즉,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하는

거래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논

리이다. 1980년대 이후 마케팅과 국제경영학의

주요 이론으로 등장한 거래비용이론은 산업재구

매(Walker and Weber, 1984), 유통구조(John and

Weitz, 1988), 판매조직결정(Anderson, 1985), 판

매자와 구매자관계(Dwyer et al., 1987, Heide

and John, 1988, Noordewwier et al., 1990), 전략



거래비용접근방법 불확실성요인과 거래관계성이 채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83

적 제휴(Parke, 1993), 공급자-구매자 관계에서의

구매집중(Stump, 1995)등의 다양한 거래상황 및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

용되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거래비용이론을 이용

하여 서비스거래(전인수, 1992), 경로관계(오세조

등, 1994, 이성근, 1998), 유통채널의 내부화(한상

린과 김형욱, 1996), 집중과 분산이라는 복수유통

채널구조에 적용하고자 한다. 국제소싱전략(유승

훈 과 김석수, 2000)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1.1 거래비용 정의

Williamson(1985)은 거래주체들에 대하여 제

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를 가정하고,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거래특유투자, 불확실

성, 거래빈도 등의 거래속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비용의 초점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거

래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제조업자는 유통업자와 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거래위험

과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거래위험이

란 유통업자의 기회주의(opportunism)가 발현되

는 상황으로 제조업자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

팅 하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시장에서 유통시켜 판매하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 그러나

유통업자가 일단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에는 제조업자와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를 기만

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거래비용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

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계약 후 상대

가 계약한대로 이행하는지 단속과 강제, 해당 거

래와 관련된 특수한 투자의 필요 등과 같은 요

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 거

래비용 결정 요인을 빈도, 전문성, 제한된 합리

성, 기회주의적 행동(frequency, specificity,

limited rationality, and opportunistic behavior)

등으로 연구되었다.

1.2 거래비용접근방법의 적용 

기존의 산업재 유통에서 거래비용접근방법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래구조를 선택하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한다. 멀

티채널을 활용하는 제조업자는 거래비용이 최소

화되는 거래구조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공급

자-구매자 관계를 분석하는 거래비용접근법에서

볼 때(Heide and John, 1992, Stump, 1995) 거래

비용접근법을 소비자-유통업자의 관계에도 적용

해 볼 수 있다.

구매자가 채널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은

주거래 유통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래 유통업자를 중

심으로 소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주거래 유통업자와의 계약적, 관계적 교환관

계를 통해서 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행동을 예방

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래구조를 구축하

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소비가 주

거래 소매점포와 특정한 유통채널에 집중된 관

계는 장기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기에 주거래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거래구조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

따라서, 기존 연구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IT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에 직면한 유통

환경, 까다로운 고객의 소비성향, 새로운 디지털

채널환경으로 접근이 용이한 현 시점에서 구매

자를 대상으로 유통채널 관계를 거래비용접근법

을 적용하여 증명하는 것은 구조적측면을 설명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접근법(transaction cost

approach) 중 불확실성과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신뢰와 구매빈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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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 대한 요인을 4가지로 세분화하여 적

용하였으며 또한 신뢰와 구매빈도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기에 구매자의 채널충성도를 알아보

는데 설명이 용이함으로 추가하였다.

다양화된 채널의 출현으로 소비자는 채널의

선택을 개인화 된 온라인 쇼핑서비스를 통하여

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복잡하며 다양한

제품의 출현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시에 정보

탐색의 과정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됨과 정보

과부화로 인하여 심리적 혼란을 줄 수 있어 소

비자는 신뢰가 높은 채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짐으로 인해 상품

을 선택할 수 도 있는 것이다(김유경, 2013, 김윤

환과 강명주, 2012).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용으로 개발된 검

색 등 인터넷에서 다른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인터넷기술과 지식의 부분이 증가됨으로 인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산특이성이 고려되지는

않았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 모형 

연구모형은 유통채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하여 구매자가 불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은 채널

을 만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채널을

선호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채널

을 이용한 후에 채널에서 제공한 요인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연결이 가능한지가 불확실할 경우에도

채널을 만족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주

며 채널을 선호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인지할 경우 유통채널에 더욱더 의존

함으로 인하여 채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또한 채널을 선호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해지는 것은 구매자가 채널 만족

뿐만 아니라 채널 선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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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관점에서 유통채널에 대한 신뢰와 유

통채널을 이용하는 거래빈도는 채널을 만족하고

선호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설

정하였다. 불확실성의 요인과 거래관계요인은 채

널만족과 채널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채널만족은

태도적인 측면에서 측정하여 채널을 계속적으로

선호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설정하였다. 채널만

족과 채널선호는 결과적으로 채널충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 가설 설정

2.1 불확실성과 채널만족, 채널선호와의 관계

불확실성의 요인은 거래비용접근법(TCA)에서

매우 주요한 요인이다(Williamson, 1981). Pfeffer

와 Salancik(1978)은 환경차원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환경을 불확실하게 하고, 유통 채널내

에서 채널구성원 간 갈등과 상호의존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제품이나 서비스

를 정의할 때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강한 차별화

와 일관성 그리고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렇기에 채널의 유통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은

소비자의 판단을 무능력하게 할 수 있다(John

and Weitz, 1988) 이에 과거의 연구에 따라 소비

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강한 인식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프라

인 채널에서와 같이 온라인 채널에서도 구매고

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dds et

al. 1991, Landon and smith, 1997).

<연구가설 1: 채널 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족과 채널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채널 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

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채널 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선

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소비자 행동연구에서도 제품의 복잡성이 높을수

록 제품정보탐색, 대안평가 등을 도울 수 있는

정보대리인의 사용혜택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Swaminathan, 2003). 왜냐하면, 정보대리인

은 고객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속성에 집

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와 같은 제품의

복잡성의 개념은 유통연구 상황에도 적용되고

있다(Bello and Gilliland, 1997). 수출제조업자와

해외유통채널간의 관계통제에 대한 연구에서 과

정통제의 선행요인으로 제품의 복잡성을 들고

있다. 제품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구매자가 기

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Gatignon and Anderson, 1988). 이를 위해서 결

과통제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제품이 복잡

할수록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원의 고용 , 교육

등 거래특유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연구가설 2: 제품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

널만족과 채널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1 제품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제품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선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로 행동불확실성이다.

Heide와 John(1988)의 연구에서는 환경불확실

성은 환경변화의 예측불가능성 또는 복잡성을 의

미하는 환경적 불확실성과 계약협정에 의한 매매

파트너의 성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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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행동적 불확실성으로 구분된다. 채널 안

에 해당되는 상점이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판매 후 서비스 및 문의

시에 응답률에 대한 확실성으로 소비자는 서비스

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기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Williamson, 1985). 특히 온라인

구매경우는 온라인 상점들이 문의하거나 질문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요청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요청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

거래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것을 우려할 수 있다.

이에 판매 서비스에 대한 적시대응과 소비자

가 무엇을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지에 대한 응

답률은 채널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가설 3: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

족과 채널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3-1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연구들은 거래비용 관

점, 자원기반 관점, 정보 진행적 관점, 정치경제

패러다임관점, 힘 패러다임 관점 등 다양한 측면

으로 연구되어오고 있는데(김상덕, 2003), 다양한

환경관련 연구에서 환경불확실성은 다양하게 구

분되고 있다(Heide and John, 1988, Klein et al.,

1990, Achrol and Stern, 1983). 거래비용접근법

에서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안정된 거

래관계를 위해 거래를 내부화하지만 조직이론에

서는 환경이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환경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의 필요

성을 주장한다. 환경 불확실성의 중요한 측면은

환경 다양성이다. 환경의 다양성은 환경에 있어

서 불확실성의 원천이 다양하다는 것으로 특정

시장에 있어서 제품의 사용자, 공급자, 그리고

경쟁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특정

세분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

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융통성이 가장 중요시 된

다는 것이다.

Ansari 등(2008)은 환경의 다양성에서 채널의

다양성은 멀티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서 높은

충성도를 발생시키며 또한 충성도가 높은 싱글

채널 이용고객이 멀티채널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구매금액을 보이는 소비자로 변화되고 있

다고 설명한다.

<연구가설 4: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

족과 채널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4-1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H4-2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신뢰와 채널만족, 채널선호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신뢰는 성공적인 거래 관계를 위

한 필수 요소이다(Berry, 1995, Dwyer et al.,

1987, Moorman et al., 1993, Morgan and Hunt,

1994). Morgan와 Hunt(1994)는 교환 파트너간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우 거

래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채널에 대한 신뢰는 브랜드 소유자와 관계없

이 소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채널

의 능력과 채널의 기대를 의미한다(Anderson

and Narus, 1990, Mayer et al., 1995). 신뢰에

따라서 채널에 대한 만족과 선호는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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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5: 신뢰는 채널만족과 채널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채널에 대한 신뢰는 채널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채널에 대한 신뢰는 채널선호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거래빈도와 채널만족, 채널선호와의 관계

거래빈도는 채널환경에서 고객이 얼마나 자주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Williamson(1981)은 거래의 빈도는 구매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관한 요인으로 경험으로 인하여

거래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소비자의 반응

부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수준과 확신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리할

수 있다.

<연구가설 6: 거래빈도는 채널만족과 채널선

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거래빈도는 채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6-2 거래빈도는 채널선호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4 채널만족, 채널선호, 채널 충성도의 관계

채널만족은 고객에게 그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동기에 영향을 주고, 다른 채널로 옮기는 것을

막기 때문에 채널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채널에 대

한 만족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채널을 더 선호

해서 만족하게 된 소비자들 채널을 더 선호한다

는 것이 한 채널의 만족과 채널의 선호를 통해

서 채널충성도가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채널만

족이 채널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채널만

족과 채널선호가 채널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H7: 채널 만족은 채널선호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8: 채널만족은 채널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9: 채널선호는 채널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및 가설검증

1. 연구 방법

1.1 자료수집 및 표본구성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의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동년 10월 20일까지 전통시장, 백화

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부산에 위치해 있는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채널유형에서 구매

를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배포하고 수

거하였다. 온라인 매장의 경우는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

다 설문은 각 채널마다 200부씩 총 1,000매이고,

이 중 회수된 설문은 전통시장 195부, 백화점,

200부, 대형마트 180부, 슈퍼마켓 160부, 온라인

의 경우 174부 총 909부가 회수 되었다. 이에 총

코딩과정에서 설문문항에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

응답이 많은 전통시장 2부, 백화점 3부, 대형마

트 1부, 온라인 27부 총33매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876매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온라

인의 경우는 직접 설문을 배포하였지만 설문문

항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 온라인상의 특징상 항

목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대답한 응답자가 많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징은 빈도분석으

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조사대상자들

은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전체적으로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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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왔으나 각 채널별 연령의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은 51세 이상이 79명(40.98%)

로 백화점은 30대가 97명(49.24%)로 온라인은 20

대가 123명(76.88%)로 월등이 많은 수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학력 또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이

고졸이하가 108(55.96%)와 52(32.37%)로 가장 많

았으며 다른 채널은 학력이 대학졸업의 학력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직업은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유형에서 학생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외에는 전업주부의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왔

다. 그 외 전문직 기타가 참여하였으며 기타에는

자영업자의 유형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채널을 이용하는 각 응답자들의 월평균 총 가

계소득에서 학생은 한달 용돈으로 하였으며 온

라인쇼핑구매에서 2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이 나

왔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전문직의

소비행태가 보인 것으로 소득 또한 601만원 이

상의 소비자도 설문에 응하였다. 본 설문을 위하

여 전통시장은 근린형시장과 지역형시장으로 나

누어 설문을 하였다. 근린형시장의 경우는 주거

지 근처의 시장으로 지역형시장과는 성격이 다

소 차이가 남으로 인하여 설문의 자료의 표본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문을 고루 배포하

였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슈퍼마켓의 경우는 대학가의 자취생들이 있는

지역과 아파트단지의 슈퍼마켓 2곳을 지정하여

주말과 평일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의 인구통계적특성은 채널별로 고루 분포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 통계적 변수
전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167(19.06) 10(19.30) 35(17.77) 24(13.41) 30(20.41) 68(42.50)

여성 708(80.94) 183(80,70) 162(82.23) 155(86.59) 117(79.59) 92(57.20)

연령

21-30 281(32.08) 35(18.13) 35(17.77) 45(25.14) 43(29.25) 123(76.88)

31-40세. 270(30.82) 68(35.23) 97(49.24) 30(16.76) 42(28.57) 33(20.62)

41-50세 147(16,78) 11(5.7) 20(10.15) 60(33.52) 52(35.37) 4(2.5)

50세이상 178(20.32) 79(40.93) 45(22.84) 44(24.58) 10(6.8) 0(0)

학력

고졸이하 284(32.42) 108(55.96) 52(26.40) 62(34.63) 52(35.37) 10(6.25)

전문대/대학재학 185(21.12) 9(4.66) 54(27.41) 32(17.88) 36(24.49) 54(33.75)

대학졸업 333(38.01) 73(37.82) 71(36.04) 78(43.58) 49(33.33) 62(38.75)

대학원이상 74(8.45) 3(1.55) 20(10.15) 7(3.91) 10(6.8) 34(21.25)

직업

학생 243(27.74) 38(19.69) 24(12.18) 42(23.46) 41(27.89) 98(61.25)

회사원 165(18.84) 10(5.18) 45(22.84) 56(31.28) 30(20.41) 24(15)

전업주부 284(32.42) 112(58.03) 72(36.55) 28(15.64) 52(35.37) 20(12.5)

전문직 45(5.14) 3(1.55) 20(10.15) 8(4.47) 4(2.72) 10(6.25)

기타 139(15.87) 30(15.54) 36(18.27) 45(25.14) 20(13.61) 8(5)

월평균

가계

총소득

200만원 이하 369(42.12) 89(46.11) 78(39.59) 46(25.70) 42(28.57) 114(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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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수 측정 

채널브랜드불확실성은 Dodds 등(1991), Landon

와 Smith(1997), Swaminathan과 Tayur(2003) 연

구에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은 채널에 해당되

는 점포의 브랜드명에 대한 질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제품성능불확실성으로 소비자

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설명

이 필요함을 느낄 때 채널에 대한 선호와 만족

도가 높아짐을 위한 항목이다. Liang와 Huang

(1998), Shimp와 Bearden(1982)의 연구에서 인용

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행동불확실성의 요인으로

Devaraj 등(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항목을 구

성하였다. 유통채널을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채널

에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을 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요인이다.

네 번째 요인인 환경불확실성은 Klein 등

(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거래비용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뢰

와 거래빈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신뢰요인은 채널이용의 신뢰성에 관한 요인이

다. McKnight 등(2002)과 Peterson 등(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의 내용은 유통채널에 관한 의존성과 재 구매에

따른 신뢰성으로 구성하였다. 거래빈도는 자주

이용하는 빈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

한 채널의 만족과 채널 선호 문항은 Wang 등

(2007)의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채널

충성도에 관한 문항은 Liu 등(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가설 검증

2.1 측정항목의 평가

2.1.1 신뢰성 분석

본 실증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for

Windows Release 15.0)및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을 위한 AMOS(Ver.7.0)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요인들의 내적일관도를 보기 위해 크론

바하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

뢰도 분석을 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신뢰성이 일관성에 관한 것이라면, 타당성은

정확성에 관한 것으로, 무엇을 측정하는가에 관

심을 가지게 된다. 즉,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실

제로 측정하는 개념과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

는 추상적인 개념이 일치를 하는 정도를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측정방정식 모형분석은 공분산구조분석의 가능

성을 타진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동시에 검정할 수 있게 해준다. 측

정방정식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구조방정식에

대한 적합도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는데, GFI,

AGFI, RMR, NFI, CFI 등 절대적합지수, 증분적

합지수 등을 통해 수용여부를 판단한다.

<표2>와 <표3> 불확실성의 요인들과 관계요인

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그리고 채널만족, 채널

선호, 그리고 채널충성도요인에 관한 타당성을 제

시한 것이다. 고유치 1 이상이고, 총분산이 60%를

상회하며, 공통성이 0.4 이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성변수들의 요인구분이 명확한 경우는 4개 요인

으로 나타났고, KMO값은 0.86으로 요인분석의 의

미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인분석 모

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본 요인분석

에 이용한 변수들에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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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총분 설문 항목들에 대한 평균, 항목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신뢰도, 요인분석결과의 4개의 항

목이 제거되고 25개의 항목이 선택되었다.

<표 2> 신뢰성 분석

변수와 항목들
요인

적재랑

Eigen

value

설명된

총분산(%)

크론

바하 α

채널

브랜드

불확실성

사용하는 채널안의 브랜드를 잘 모른다.

채널의 브랜드는 다른 채널에서도 볼 수 없다.

사람들이 채널의 브랜드를 잘 모를 것 이다.

채널에 해당되는 브랜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다.

채널에 해당되는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다.

.889

.923

.854

제거

제거

3.604 15.672 .861

제품성능

불확실성

제품 구입 시에 다른 정보를 습득하고 수행해야 한다.

해당제품을구매하여사용하기위하여많은설명이필요하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면 판매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제품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다

제거

.773

.798

.789

1.090 4.740 .801

행동

불확실성

제품을 구입하고 반품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제품을 구입하고 교환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제품 구입 후 서비스를 받는데 용이 할이지 모르겠다.

제거

.839

.829

1.710 7.435 .811

환경

불확실성

채널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채널의 이용이 용이하다.

채널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검색의 채널이 다양하다.

채널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매채널이 다양하다.

.738

.795

.893

2.634 11.454 .787

신뢰

제품 구매시에 해당채널의 제품정보가 신뢰할 수 있다.

해당채널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

해당채널의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다.

채널에서 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채널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비밀로 유지 될 것입니다.

.901

.932

.911

.897

.921

2.668 15.778 .902

거래빈도
1. 분기당 1회 2. 1개월에 1회 3. 1주에 1회

4. 1일에 1회 5. 기타

KMO와 Barlett의 검정 KMO=0.86   (d.f.=120, p=0.000)

적합도

지수

GFI AGFI RMI NFI (p.) d.f. Alpha AVE

0.917 0.883 0.041 0.897
240.17

(0.000)
96 0.992 0.859

<표3> 채널만족, 채널선호, 채널 충성도 요인분석과 신뢰성, 타당성 분석결과

변수와 항목들
요인
적재랑

Eigen
value

설명된
총분산(%)

크론
바하 α

채널만족
채널 이용결정에 대한 만족도
채널을 좋게 생각하는 정도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886

.797

.749
2.243 17.254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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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와 Barlett의 검정 KMO=0.86   (d.f.=120, p=0.000)

적합도

지수

GFI AGFI RMI NFI (p.) d.f. Alpha AVE

0.974 0.933 0.015 0.976
25.102

(0.000)
8 0.989 0.938

2.2 상관관계분석

유통채널의 불확실성 요인과 채널만족, 채널

선호 및 채널충성도의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는 두변인간에 선형적 관계를

전제로 하며,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관계의 유무,

상관방향 및 상관정도를 해석하게 된다. 상관관

계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상관계수(r)는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하므로 그 범위가 –1에서 +1 사이

에 있게 되며,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 값이 0.2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이고, 0.4 이하이면

낮은 상관관계, 0.4 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 0.7 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널 브랜드 불

확실성, 제품성과불확실성, 행동불확실성, 환경의

불확실성과 채널만족도와 채널선호도간의 상관

관계를 정리하였다.

2.3 가설검증

이론적인 가정이 실제 데이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구

조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각 구성변인들이 서

로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떤 경로와 메커니즘을

통해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 변인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

이 실제 자료와 합치되는가를 검증할 수가 있

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구성개념간 상관메트릭스

        
 1.00

 0.47 1.00

 0.31 0.36 1.00

 0.27 0.30 0.34 1.00

 0.35 0.35 0.42 0.39 1.00

 0.23 0.22 0.26 0.17 0.26 1.00

 0.24 0.33 0.25 0.27 0.46 0.41 1.00

 0.17 0.36 0.18 0.22 0.26 0.29 0.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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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모델은 이론모형과 측정모형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모형이 서로간의 관계를 이루

어 상호간 영향력과 연관성을 하나의 관계식으

로 설정되어 분석을 이루는 분석기법이다.

적합도 지수들은 표본 및 자료가 전부 독립적

이고, 모든 관계는 선형적이며, 무작위적이어야

한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사례수가 876개로 표본수가

많아 χ2검정 시 유의수준이 유의할 가능성이 크

다. 한편 일부의 적합도지수가 권장기준을 완전

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지수들

이 권장수준 내에 있다면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χ2값을 자유도

로 나눈 값이 1-2일 때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3보다 작으면 상당히 좋

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자료에서는 2.369로

통상적인 값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도가 수용되

는 수준이며, 적합도(GFI)도 0.91로 적합한 수준

이다. 한편 RMR은 GFI와는 반대로 모델이 설

명할 수 없는 표본공분산 행렬의 잔량을 한 셀

당 평균으로 나타낸 지표이므로 작을수록 좋은

데, 일반적으로 0.05이하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자료에서 0.024로 기준

치 이하이며, RMSEA는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

차로써 이 역시 대체적으로 0.05에서 0.08이하이

면 적당한데, 0.066으로 대체적으로 적합한 수준

이다.

둘째, 모형평가 시 기초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증가분을 가지고 모형을 평가 검정하게 되는

데, 그 정도를 알아보는 지수가 증분적합지수인

데, 여기에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 수정기초부

합지수)가 대표적이며,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적합도를 이루며, 0에 가까울수록 부적합하게 된

다. 본 자료에서 나타난 수정기초부합지수는

0.921로 1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증분적합지수

에는 표준적합지수로 NFI가 있으며, AGFI와 마

찬가지로 1에 가까우면 완벽한 적합을 나타내는

데, 통상 0.90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

는데, 본 연구 자료에서는 표준적합지수가 0.90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연구가설

1의 1-1채널 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

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1-2 채널 브랜

드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선호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 제품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요인은

채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채택

되었으나 제품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선

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3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와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선호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모두 채택되었

다.

연구가설 4의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채널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채택되었으나

채널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채택

되지 않았다. 연구가설 5의 신뢰는 채널만족과

채널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연

구가설 6의 거래빈도의 채널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채널선호에는 기각되었다. 연

구가설 7, 연구가설 8, 연구가설 9는 모두 채택

되었다. 연구결과는 아래 <그림 2> 와 <표 5>

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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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검증결과

<표 5> 가설검증결과

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채택유무

채널브랜드불확실성->채널만족(-)

채널 브랜드불확실성-> 채널선호(-)

-.485

-.308

-6.715

-4.493

p<o.ooo***

p<o.ooo***
채택

채택

제품성능의불확실성->채널만족

제품성능의불확실성->채널선호

0.163

-0.153

3.082

-1.023

p<o.ooo***

p = 0.132

채택

기각

행동불확실성->채널만족(-)

행동불확실성->채널선호(-)

-0.223

-0.382

-4.443

-1.001

p<o.ooo***

p<o.ooo***
채택

채택

환경불확실성->채널만족

환경불확실성->채널선호

0.113

0.021

3.485

1.276

p<o.ooo***

p=0.151

채택

기각

신뢰->채널만족

신뢰->채널선호

0.010

0.132

0.332

0.153

p<o.ooo***

p<o.ooo***
채택

채택

거래빈도->채널만족

거래빈도->채널선호

0.193

0.073

3.484

1.435

p<o.ooo***

p = 0.151

채택

기각

채널만족->채널선호 0.735 9.694 p<o.ooo*** 채택

채널만족->채널충성도 0.417 6.314 p<o.ooo*** 채택

채널선호->채널충성도 0.391 6.837 p<o.ooo*** 채택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채널충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래비용이론

의 불확실성을 검토하고 적용하였으며 거래빈도

와 신뢰를 통하여 채널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입

증함으로써 유통채널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채

널상에서 채널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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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가

설을 도출하였으며, 유통채널별 직접 구매를 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로부

터 얻은 주요 발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

비의 득실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자의 채널 충성

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비용접근법을 적용하

였다. 거래비용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

는 요인인 불확실성의 요인을 4가지로 세분화하

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요인인 채널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

은 채널만족과 채널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입할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불확실할 때는 유통

채널에 대한 만족은 긍정적이었으나 채널에 대

한 선호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통채널이용 시 채널에서 약속을 이행할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널만족과 선호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

이 되었다. 넷째, 불확실성의 마지막요인인 환경

의 불확실성은 다양한 유통채널의 접근요인은

채널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채널선

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다섯째, 채널과의 관계를 보는 요인

인 신뢰는 채널만족과 채널선호에 각각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섯

번째, 거래빈도에 따른 채널만족과 채널선호는

거래가 잦을수록 채널은 만족하였으나 채널에

대한 선호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채널만족이

채널선호에 미치는 영향과 채널만족이 채널충성

도와 채널선호에 미치는 요인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소비자마케팅에서 구매자마케팅으로의

관점이 이동하고 있는 최근 마케팅분야 연구에

서 구매자 관점을 통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슈를 유통채널상황에 적용함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포가 아닌 구매

시점에서 분석함으로 인해 대상과 시점을 일치

시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 사용되었

던 거래비용접근법을 적용하여 구매자의 채널충

성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제품의 성능이

복잡하고 채널이 다양할수록 구매자는 채널에

만족하였다. 하지만 채널을 계속적으로 선호하는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채널브랜드명이

불확실하고 채널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채

널에 대한 만족과 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신뢰와 거래빈도는 채

널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구매자의 채널충성도에는 채널만족과 채널

선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자관점에서 채널충성도에 대한 연구는 향

후 관련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론적 의의가 있다 .

둘째, 연구의 자료가 구매하거나 구매하고 있

는 대상에게 실시한 것이 아닌 추측에 의한 데

이터수집의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현장에서 구

매자를 조사하고 유통채널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점에서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셋째, 거래비용접근법으로 소비의 득실을 중요

하게 여기는 구매자 관점의 채널충성도를 검증

함으로 인해 유통채널의 구조적인 면에서 포괄

적인 이해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 유통채널구조를 설명하기 위

한 이론에는 지연-투기이론, 기능위양이론, 거래

비용이론, 경로선택기능모형, 점검표방법, 게임이

론, 대리인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구매자관점의 유통채널현상을 설명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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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이며, 온

라인 경로의 통합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설명을

위해 거래비용접근법을 도입한 연구는 포괄적이

고 체계화 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

1.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유통채널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구매자관점의 전략적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구매자는 제품의 성능이

복잡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통채널에 더욱더 의존하며 만족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채널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하며 채널의 브랜드 인지가 불확실할 경

우에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점포

의 이미지 관리만이 아닌 유통채널의 브랜드와

유통채널의 다양한 설계가 채널을 만족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래빈도와 신뢰는 채널에 대한 충성도

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채널

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과 구매량도 중요하지

만 잦은 구매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derson 등(1997) 연구에서도 유통채널을 설

계할 때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과의 적합성을 고

려하여 효과성, 시장커버리지, 비용효율성, 장기

적 적응성 등과 같은 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기업마다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

을 위해서 구매자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적합성

을 높일 수도 있고, 시장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을 높여 유통채널의 유연성으로 장차 발생할 기

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

통채널을 설계할 때 시장 환경요인, 제품요인,

구매자의 구매동기와 더불어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방향을 반영하여 유통채널구조를 설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통채널구조설

계가 마케팅전술중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기업

전체적인 전략과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임

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시사점에 부가하여 본 연구결과를 해

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거래비용접근법에서 채널충성도에 요인으로 모

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

략적 관점에서의 구매자의 채널충성도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검증하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점이 어

느 정도 상쇄되리라 판단된다.

둘째, 설문의 표본은 국내 식료품을 구매한자

로 한정되었으나 각 소비재의 특성에 따른 쇼핑

동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품차원

에서 적용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

여 경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

구의 목적상 국내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 외적 타당성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식품시장으로 한정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유통환경은 나라

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비슷

한 유통환경의 국가 혹은 상이한 유통환경의 국

가를 대상으로 집단 간의 차이점을 분석도 채널

의 동질화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하게 설명

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둘째, 구매자의 채널선호에 대한 요인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측정을 행하는 종

적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소비자 정보탐색행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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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흐름

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제품의

성능의 불확실성이 채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품이나 관여도의 차이에 따라 어

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흥

미로운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유통채널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의

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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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Transaction Cost Approach Factor on Channel Loyalty

Lee, Ji-eun**

This study using a transaction cost approach perspective, this paper presents a model for

understanding shopper’s buying behavior.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implications to

companies establishing their management strategy of the channel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derived hypotheses from the literature studies and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buyer who actually purchased by distribution channels. In

this paper, 876 of the samples has been used in practice and with those samples it analyzes its

empirical testing through reliability verification, validation,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Key Words：Channel loyalty, Transaction cost approach, Shopper, Uncertainty, Transatio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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