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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channel assessments 
on the usage of multi-channels by product typ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usage of 
multi-channels among product types in buying decision making process for fashion 
products. Data were collected from 510 consumers in their 20s to 50s with purchasing 
experiences through multi-channel distribution system and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491 were analyzed after deleting incomplete questionnaire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by using SPSS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5 factors were extracted for channel 
assessment: utility, accuracy, risk, price benefit and sharing information. Price benefits, 
utility and sharing information for online channel tended to influence positively on 
the usage of online channel and online+offline channels. Accuracy and low perceived 
risk of offline influenced positively on offline and on+offline channel usages. The 
usage levels of on-line and off-line channels for cosmetic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usage levels for clothes and accessories on information search, evaluation of 
alternatives, and purchase stag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usage 
levels of multi-channels (on+off-line) on information search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stages. The usage levels of the multi-channels for clothes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those of accessories and cosmetics in order.

Keywords: multi-channel(멀티채널), buying decision making process(구매의사 결정과
정), channel assessment(채널평가), product category(상품유형)

I.� Introduction

최근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품을 유통시키는 멀티채널(multi-channel)유통 방식이 크게 발달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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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군에서 멀티채널 유통

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패션 및 관

련 상품’은 2015년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을 합한 온

라인 채널을 통해 거래된 상품군 중에서 전체 2위를 

차지해 온라인 채널에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오

프라인 소매점포수도 가장 많아 다각적인 유통채널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6). 소비자들은 복합적인 

채널선택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상황

에 맞게 채널을 선택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획득과 체험을 하고 구매는 저렴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탐색

하고 구매는 실물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넘나들면서 패션제품에 대해 정

보를 탐색하고 비교한 후 구매하는 멀티채널 이용행

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멀티채널 이용행동은 소비

자가 각각의 채널이 가지는 속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데, 채널 평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패션상품과 관련된 쇼핑채널 이용행동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상품 

유형에 따른 채널 이용에 대한 연구는 패션제품을 가

전제품이나 PC, 여행상품 등 매우 상이한 제품군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패션상품의 멀티

채널 유통전략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패션관련 

제품군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과 이 두 가지를 복합

적으로 사용하는 채널 유형을 포함하고, 패션제품을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매의

사 결정과정에서의 패션상품 유형간의 채널 이용도

의 차이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속성에 대한 소

비자 평가가 멀티채널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 업체들에 패션상

품 유형별, 구매의사결정 과정별 소비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멀티

채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패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채널 속성 평가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둔다.

Ⅱ.� Review� of� Literature

1.�Definition�and�usage�behaviors�of�multi-channel

멀티채널 소매 유통이란 소매업체가 동일 제품을 

하나 이상의 경로에 유통시키거나, 동일한 고객에게 

유통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며

(Frazier, 1999; Stone, Hobbs, & Khaleeli, 2002), 오

프라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모바일 

등과 같은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가 주로 유통되고 있다. 멀티채널 유통은 오프라인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고, 구
매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고, 상품의 품질과 구매의 

편리함을 모두 충족하는 합리적인 유통채널로 각광

받게 된 온라인 채널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시작되었

으나, 직접 제품을 만져보거나 보지 않고 구매해야하

는 온라인 유통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지각요소 때문

에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오가며 정보탐색

과 구매를 병행하는 새로운 쇼핑채널 이용행동이 나

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멀티채널 쇼핑으로 발전되었

다고 볼 수 있다(Pascale, 2000). 멀티채널 소비자나 

멀티채널 이용행동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으며, 채널 이용자를 유형화하여 그들의 개

인적 특성이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

구와 유통채널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채

널 이용행동, 채널특성이 채널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

향, 채널에 대한 위험지각이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먼저 채널 이

용자들의 유형화나 멀티채널 선택 행동 연구를 살펴

보면 Lee and Rha(2012)는 전자제품 소비자를 정보

탐색 행동에 따라 온라인 탐색형, 오프라인 탐색형, 
멀티채널 저탐색형, 멀티채널 고탐색형으로 나누고, 
채널 선택 행동을 살펴본 결과, 멀티채널 이용 소비

자는 전체의 55%에 달했으며, 정보탐색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주도적인 온라인 정보원천을 가

장 많이 사용하고, 이후 최종적인 탐색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널에 대한 위험지

각은 구매채널보다 정보탐색 채널 선택에 영향을 미

쳤고,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다양한 탐색 채널을 

선택하였다. Park, Chung, and Jeon(2012)은 정보탐색 

유형을 다양성 추구형, 집중적 탐색형, 평균적 탐색

형, 적극적 탐색형, 소극적 탐색형으로 분류하여, 패

션제품 구매 시 채널 이용행동을 알아본 결과, 다양

한 정보를 얻고자 시간을 투자하는 적극적 탐색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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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필요 정보만 찾는 소극적 탐색

형 소비자 모두 멀티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Zhang (2013)은 소비자 특성에 따른 멀티채널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단

계에서는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이 복합적으

로 사용된 것으로, 구매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채널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쇼핑성향에 따라 채널 선택에 유의한 차이

가 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멀티채널 소비자들 이용 방식이나 구성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회사인 칸타월드패널은 2014년 한국 소비자

들의 소비재 구매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 소비자의 27%
가 오프라인, PC, 모바일을 모두 이용하는 멀티채널쇼

퍼이고 순수 오프라인 이용자는 37%에 불과해 63%
가 온라인 구매를 한다고 하였다(Oh, 2015a). 2015년 

소비재 구매에 대한 크로스오버 쇼핑행태에 대한 칸

타월드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구의 59%
이상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보를 탐색 비교하고, 온
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쇼루머이고, 온라인 장보기 

지출액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반면, 상품정보는 온라

인에서 탐색하고,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역

쇼루머는 48%로 나타났다. 이들과 같이 채널을 넘나

들면서 쇼핑하는 크로스오버 쇼퍼는 전체의 66%에 

달하고(Oh, 2015b), 그 중 모바일쇼핑의 증가율이 가

장 높았으며, 모바일쇼퍼들은 지출액이 큰 헤비쇼퍼

인 경향이 높다고 하여(Oh, 2015c) 멀티채널 이용행

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Usage�behaviors�of�multi-channel�as�determined�

by� product� type

상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채널선택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품유형을 탐색재와 경험재로 나누어 연구되

었는데, 이는 Nelson(1970)의 상품 유형구분에 근거

한 것으로, 그는 제품의 속성과 품질이 정보탐색만으

로 판단이 가능한지에 따라 제품을 탐색재와 경험재

로 나누고, 구매전 정보탐색을 통해 제품의 속성과 

품질 판단이 용이한 제품을 탐색재(e.g. 컴퓨터나 전

자제품, 서적)라고 하였고, 구매 전에 제품 정보를 쉽

게 알 수 없고 경험을 통해 품질 평가가 용이한 제품

을 경험재(e.g. 화장품, 의류, 음식, 패션제품)라고 하

였다. 경험재와 탐색재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에서 

Hong(2004)은 인터넷쇼핑 소비자를 경험재와 탐색재 

구매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소비자 지각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경험재 구매집단이 인

터넷쇼핑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탐색재 구매

집단이 인터넷쇼핑에 대해 더 높은 위험지각을 보였

다고 하였다. Lee, Jung, and Shin(2012)은 상품 유형

에 따라 정보탐색과 구매단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

인 채널선택 행동을 살펴본 결과, 경험재인 캐주얼의

류의 정보 탐색은 여성이 남성보다 온, 오프라인 채

널의 복합적 이용정도가 높았고, 구매단계에서는 온

라인 채널이 더 많이 이용된다고 하였다. Li(2013)의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군별 멀티채널 

선택유형에 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는 

PC/가전제품의 경우 정보탐색은 온라인으로, 구매는 

오프라인으로, 음반/서적은 정보탐색과 구매에 멀티

채널과 온라인을, 의류제품은 정보탐색은 멀티채널

을, 구매는 오프라인을 위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 소비자는 탐색재 상품은 정보탐색과 구매

는 온라인을 주로 이용했으며, 의류의 경우 멀티채널

을 이용한 정보탐색과 오프라인을 통한 구매를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Ju(2014)는 정보탐색과 구매 시 채널선택 유형을 

리버스쇼루밍형, 쇼루밍형, 순수온라인형, 순수오프라

인형으로 나누어서 쇼핑동기와 소비자 특성에 따른 

채널선택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온라인 의류 구매상

황일 때 제품접촉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쇼

루밍형을, 가격지향 동기가 높을수록 순수온라인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고, 순수온라인형의 소비자들이 

가장 가격지향적이라고 하였다. 휴대폰 구매상황에서

는 다양성 탐색 동기가 높을수록 쇼루밍형을, 가격지

향 동기가 높을수록 순수온라인형을 선택하는 경향

이 높았다. 오프라인 의류 구매상황에서는 편의지향 

동기, 즐거움 동기, 우유부단성이 높을수록 리버스쇼

루밍형 쇼핑을 하고, 휴대폰 구매상황에서는 가격지

향 동기, 우유부단성이 높을수록 리버스쇼루밍형 쇼

핑을 주로 하고, 제품접촉 동기가 높을수록 순수오프

라인형 쇼핑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최종구매가 온라

인에서 일어났을 때 의류는 제품접촉 동기가 높으면

서 시간적 압박이 낮을수록, 제품접촉 동기가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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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품지식이 높을수록 쇼루밍형을 선택하는 정도

가 높았고, 오프라인에서 의류의 최종구매가 일어났

을 때 우유부단성과 시간적 압박이 높을수록 리버스

쇼루밍형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Chung(2014)
은 다양한 패션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소매유통 

경로와 경로별 위험지각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의류와 

가방을 구매할 때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많이 이용

되고, 그 다음은 번화가 브랜드 매장, 백화점 등의 오

프라인 매장이 많이 이용된다고 하였다. 신발은 화장

품과 유사하게 번화가 브랜드매장 이용도가 가장 높

았고, 인터넷쇼핑몰, 백화점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

되어 상품 유형별로 선호하는 유통경로가 다르고, 이
용하는 경로의 수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용 유통경로

의 수는 의류구매일 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발, 
가방이었으며, 화장품과 액세서리는 가장 적은 경로

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5)은 의류제품 

특성에 따른 멀티채널 선택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의

류제품 구매 기준 중요도가 한국소비자의 경우 쇼핑

편의, 가격, 과거의 경험 순이라고 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채널 별로 채널에 대한 위험지각을 다

르게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상품이 가지는 속성과 

품질판단 가능성 여부에 따라 멀티채널 선택행동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선행연구가 온라인 채널에 편중

되어 있고, 제품의 유형도 주로 탐색재와 경험재 간

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어 다양한 상품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어 상품군 내에서 보다 세분화된 상

품유형에 따른 멀티채널 이용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3.�Multi-channel�usage�behaviors�in�buying�decision�

making� process� as� determined� by� Channel� assess-

ment

구매의사결정 과정이란 소비자들이 현재 상황에 대

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행동의 5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과정이다(Solomon, 
2013).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사 결정과정과 채널 이

용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단계를 중심으로 멀티채널 이용도를 살

펴보았다. 정보탐색단계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

기 전 필요한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원천을 통해 찾

아내는 단계이다. 대안평가단계는 소비자들이 정보탐

색단계를 거쳐 선택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단계

이며, 구매단계는 앞선 과정들을 통해 구매 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이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소비자는 

각자의 니즈와 상황에 따라 동일한 채널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먼저 채

널을 선택하고 상품을 고르기도 하지만, 상품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채널을 정하기도 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채널에 대해 탐색하거나, 
채널과 함께 고려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Lee & Rha, 2012).
채널 평가에 따른 쇼핑 채널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본 결과, 채널 이용행동은 각 채널의 속성에 대

한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holakia, 
Zhao, & Dholakia, 2005). 소비자들은 채널에 대해 자

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객관적인 채널 속성과의 비

교를 통한 ‘지각된 채널속성’에 의해 채널선택을 하였

다(Jang, 2004; Lee & Rha, 2012; Song & Yoe, 2001). 
각 채널에 대한 기대속성은 각 채널에 대한 평가나 태

도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2005)에 의하면 온라인 채널에 대한 기

대속성은 가격 및 시간 절감성(60.2%)이 가장 높았고, 
이용편리성(31.3%)과 제품 다양성(5.5%)이 그 뒤를 

이었다.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기대속성은 제품, 프라

이버시, 신뢰성(65.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즐

거운 쇼핑경험(14.5%), 쇼핑용이성(9.2%), 제품다양

성(3.9%) 순으로 나타났다. Choi(2007)는 온라인 채

널과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가격, 매

장 이용, 매장 환경, 쇼핑 경험, 쇼핑가치, 신뢰성, 편
리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온라인 채널은 쇼핑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성과 가격의 저렴

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오프라인은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매장 서비스, 쇼핑경험에 대한 긍정성에 대

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가는 채널선택

에 영향을 미쳤다. Ju(2014)는 가격지향 동기가 높을

수록 순수온라인 채널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고, 다양성탐색 동기가 높을수록 쇼루밍형이 많

고, 편의지향과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리버

스쇼루밍형의 쇼퍼가 많았고, 제품접촉 동기가 높을

수록 순수오프라인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하여 동기가 높은 부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채널선택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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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자체의 특성이나 채

널에 대한 위험지각이 채널 선택이나 채널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

널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평가가 채널 이용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또한 구매의사결정과정 단계별로 소비자의 채널 

속성에 대한 펑가가 채널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되나, 멀티채널 이용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는 주로 정보탐색단계와 구매단계에 대해 이루어져 

대안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 유형에 대한 구매의

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Methods

1.�Research�model� and� research�questions

본 연구에서는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채

널평가가 패션상품 유형별로 멀티채널 이용도에 어

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와 상품유형 간 구매의사

결정과정 중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단계에서 채널 

이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

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연구문제1.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의 패션상품 유

형별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평가가 멀티 채널 이용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2. 구매의사 결정과정 단계별 패션상품 유

형 간 멀티채널 이용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Fig.� 1> Research model

2.�Measuring� instruments� and� data�collection

본 연구에서는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설문지는 패션상품 유형 별 멀티채널 이용

도 18문항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평가에 관한 3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패션상품 유형은 Song and Yeo(2001)의 제품군 분

류에 근거하여 의류, 개인잡화 군에 포함된 의류, 패
션잡화, 화장품을 패션상품 항목에 포함하여 조사하였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평가 문항은 Jang(2004), 
Lee and Rha(2012), Li(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
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멀티채널 이용도는 온라인 채널, 오프라

인 채널 이용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온라인 채널

과 오프라인 채널을 함께 이용하는 정도는 온라인 채

널과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혀 

이용하지 않음’에 응답한 소비자에게는 0점을 부여하

고,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의 합을 10
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진행하였다. 예

비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멀티채널 유통방식을 통해 패

션상품 구입 경험이 있는 20~50대 남녀 5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설문 문

항을 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 거주

자 중 멀티채널을 통한 패션상품을 구입 경험이 있는 

20~50대 510명에게 실시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 

19부를 제외한 49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Varimax 회전

법과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를 

실시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Socioeconomic�characteristics�of� respondents

조사대상은 남성 46.6%, 여성 53.4%로 구성되었고, 
연령대는 20대 54%, 30대 22.8%, 40대 15.5%, 50대 

7.3%의 비율을 보였고,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53.5%), 
대학교 재학(25.1%), 고등학교 졸업 이하(11.8%),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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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재학 이상(9.8%)의 순으로, 직업은 학생(29.5%), 
사무/영업직(23.8%), 전문직(16.9%), 주부(10.8%), 서
비스업(8.4%), 자영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수입은 350~499만 원(31.0%), 500~649만 원

(21.0%), 200~349만 원(18.1%), 650~799만 원(11.8%), 
200만 원 미만(11.4%), 800만 원 이상(6.7%)의 순으

로 나타났다.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 var.)

Cronbach’s
α

Assessment
of on-line 

channel

Utility

On-line channel is convenient to find the infor-
mation about the product. .851

2.853 17.832
(17.832) .855

On-line channel is convenient to look at the various 
products. .828

On-line channel is convenient to compare the infor-
mation about the product. .796

On-line channel saves my time to find the infor-
mation about the product. .695

Accuracy

It is easy to check the detailed condition and quality 
of the product on on-line channel. .841

2.074 12.965
(30.797) .758The color of the product can be accurately checked 

on on-line channel. .828

The size of the product can be accurately checked 
on on-line channel. .762

Risk

There are concerns about getting refunds or exchanges 
on on-line channel. .821

2.014 12.590
(43.387) .660

There are concerns about getting after sales services 
on on-line channel. .771

My personal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will be concerned leaked worried. .665

Small amount to the purchase was difficult because 
shipping charge. .544

Price 
benefit

It is easy to compare the prices on on-line channel. .774

1.958 12.238
(55.625) .725

It is more likely to purchase products at a reasonable 
price on on-line channel. .742

You can receive price benefits by using mileage 
program, points, coupons on on-line channel. .695

Sharing 
information

You can get resources about products from a 
variety of information exchanges among on-line 
users.

.828
1.506 9.414

(65.039) .648
You can find info. about products from on-line 
user’s review. .811

<Table� 1> Factor analysis of channel assessment

2.� Factor� analysis�of� channel� assessment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평가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채널

평가 요인은 고유치 1.0 이상인 ‘편의성’, ‘정확성’, 
‘위험성’, ‘가격혜택’, ‘정보공유’의 5개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Cronbach’s α값은 .648~.855로 나타나 적

정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오프라인 채널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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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 var.)

Cronbach’s
α

Assessment 
of off-line 

channel

Utility

Off-line channel is convenient to find the infor-
mation about the product. .849

2.814 20.098
(20.098) .757

Off-line channel is convenient to look at the various 
products. .828

Off-line channel is convenient to compare the infor-
mation about the product. .803

Off-line channel saves my time to find the infor-
mation about the product. .697

Accuracy

It is easy to check the detailed condition and quality 
of the product on off-line channel. .839

2.048 14.628
(34.727) .789The color of the product can be accurately checked 

on off-line channel. .839

The size of the product can be accurately checked 
on off-line channel. .762

Price 
benefit

It is easy to compare the prices on off-line channel. .779

1.972 14.088
(48.814) .696

It is more likely to purchase products at a reasonable 
price on off-line channel. .762

You can receive price benefits by using mileage 
program, points, coupons on off-line channel. .707

Risk

There are concerns about getting refunds or exchanges 
on off-line channel. .886

1.560 11.142
(59.957) .748

There are concerns about getting after sales services 
on off-line channel. .875

Sharing
information

You can get resources about products from a variety 
of information exchanges among off-line users. .828

1.509 10.779
(70.736) .669

You can find info, about products from off-line user’s 
review. .816

<Table� 1> Continued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고유치 1.0 이상인 ‘편의성’, 
‘정확성’, ‘가격혜택’, ‘위험성’, ‘정보공유성’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Cronbach’s α값은 .669~.789로 

나타났다(Table 1).

3.�Effects�of�on-line�channel�assessment�on� the�

usage� levels� of� multi-channel� in� decision� making�

process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온라인 채널평가가 온라인 

채널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탐

색단계에서는 의류상품의 경우 온라인 채널의 가격

비교 등으로 인한 가격혜택(β=.286***), 정보공유성(β= 

.187**), 편의성(β=.160**)이 온라인 채널 이용도에 정

(+, 이하 부호 생략)의 영향을 미쳤다(Table 2). 패션

잡화의 정보탐색단계에서도 가격혜택(β=.292***), 정

보공유성(β=.227***), 편의성(β=.150**)이 온라인 정보

탐색 채널 이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화장품의 

경우도 온라인의 정보공유성(β=.277**), 가격혜택(β= 
.260***), 편의성(β=.230**)이 온라인 채널 이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온라인 채

널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같았지만, 
어떤 상품인가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와 순위가 다르

게 나타났다. 가격비교 등으로 인한 가격 정보의 혜

택이 의류, 패션잡화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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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정보공유성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안평가단계를 살펴보면 의류의 경우는 온

라인 평가요인이 온라인 채널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

O
n-line channel assessm

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lothes Fashion accessories Cosmetics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Inform
ation search

Utility .160
(2.401**)

－.146
(－1.572)

.256
(1.936**)

.150
(2.346**)

－.078
(－.702)

.300
(1.727**)

.230
(2.106**)

－.032
(－.276)

.058
(.842)

Accuracy .126
(1.941)

－.135
(－1.115)

.122
(.699)

.130
(1.634)

－.082
(－.711)

.050
(.292)

.120
(1.145)

.030
(.237)

.025
(.366)

Risk －.125
(－1.873)

.062
(.311)

－.089
(－.072)

－.236
(－2.156***)

.149
(1.272)

－.041
(－.273)

－.124
(－.796)

.096
(.088)

－.020
(－.358)

Price 
benefit

.286
(4.267***)

－.278
(－2.316**)

.235
(2.898**)

.292
(3.197***)

－.183
(－1.316***)

.311
(1.887**)

.260
(2.310**)

－.125
(－.788)

.031
(.375)

Sharing
information

.187
(2.527**)

－.216
(－2.105**)

.300
(2.659**)

.227
(2.731***)

－.013
(－.113)

.111
(.558)

.277
(2.318**)

－.135
(－1.112)

.064
(.879)

F-value 11.411*** 9.423** 11.448** 9.730*** .871 9.947** 6.825** 2.205 2.033

R2 .205 .169 .185 .167 .028 .172 .155 .054 .052

Evaluation of alternatives

Utility .060
(.459)

－.165
(－1.198)

.051
(.283)

.202
(1.549**)

－.142
(－1.278)

.042
(.181)

.223
(2.086**)

－.153
(－1.325)

.142
(1.196)

Accuracy －.057
(－.472)

－.225
(－1.698)

.354
(1.264***)

.025
(.220)

－.052
(－.429)

.201
(1.111***)

.127
(1.200)

－.061
(－.836)

.145
(1.186)

Risk －.120
(－.557)

.068
(.434)

－.026
(－.199)

－.043
(－.242)

.043
(.297)

－.184
(－1.107**)

－.036
(－.321)

.032
(.382)

－.165
(－1.730)

Price 
benefit

.044
(.306)

－.065
(－.412)

.041
(.254)

.136
(.571)

－.075
(－1.256)

.027
(.195)

.155
(1.305)

－.063
(－.867)

.054
(.532)

Sharing
information

.040
(.388)

－.091
(－.621)

－.027
(－.220)

.170
(1.250**)

－.061
(－.247)

－.085
(－.527)

.274
(1.878**)

－.054
(－.836)

.066
(.647)

F-value .615 1.850 2.579 6.418** .220 .795 3.301** .517 .618

R2 .011 .038 .070 .115 .042 .017 .113 .019 .012

Purchase

Utility .255
(.832***)

－.168
(－1.594**)

.206
(2.060***)

.224
(1.732**)

.193
(2.336**)

.107
(1.132)

Accuracy .259
(1.836***)

－.190
(－1.982**)

.023
(.232)

.185
(1.439**)

.076
(.667)

.214
(2.019***)

Risk －.192
(－1.239**)

.308
(3.226***)

－.076
(－.604)

－.050
(－.405)

－.056
(－.520)

.094
(.750)

Price 
benefit

.185
(1.981**)

－.076
(－.568)

.207
(2.027***)

.135
(.827)

.179
(2.116**)

.112
(.885)

Sharing
information

.193
(1.920**)

－.116
(－.659)

.182
(1.572)

.161
(1.016)

.250
(2.570**)

.045
(.476)

F-value 6.582*** 11.763*** 8.048*** 8.302** 3.389** 3.271

R2 .110 .186 .145 .151 .118 .059
**p<.01 ***p<.001; post hot(Duncan) : A>B>C

<Table�2> Effects of on-line channel assessment toward the usage levels of multi-channel by product category  β(t)

지 않았다. 패션잡화의 경우, 편의성(β=.202**)만이 

온라인 채널 이용도에 영향을 미쳤고, 화장품의 경우, 
정보공유성(β=.274**)과 편의성(β=.223**)이 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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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 온라인 채널 평가가 구매단계에서의 온라

인 채널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의류의 정

보탐색단계에서는 온라인 채널의 정확성(β=.259***), 
편의성(β=.255***), 정보공유성(β=.193**), 가격혜택(β= 
.185**)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위험성(β=－.192**)은 

부(－, 이하 부호 생략)의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의 위

험성은 온라인 채널에서의 구입 후 사후 서비스를 받

거나, 교환,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위험을 의미한다. 패션잡화의 경우는 가격혜택(β= 
.207***)과 편의성(β=.206***)이 온라인 구매 채널 이

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정

보공유성(β=.250***), 편의성(β=.193**), 가격혜택(β= 
.179**)의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온라인 채널 평가가 오프라인 채널 이용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탐색단계에

서 의류의 경우 가격혜택(β=－.278**)과 정보공유성

(β=－.216**)이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부(－)의 영향

을 미쳤다. 패션잡화의 경우에도 가격혜택(β=－.183)
이 부의 영향을 미쳤고, 화장품은 온라인 평가 요인이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안

평가단계를 살펴보면 의류와 패션잡화, 화장품 모두 

온라인 채널 평가 요인은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매단계를 살펴보면 의

류의 경우, 가격혜택(β=－.190**)과 편의성 평가(β=
－.168**)가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

쳤고, 온라인 채널에 대한 위험성(β=.308**)은 정의 

영향을 미쳤다. 패션잡화의 경우, 온라인 평가요인 중 

편의성(β=.224**)과 정확성(β=.185**)이 오프라인 채

널 이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화장품의 경우, 온
라인 채널 평가요인은 정확성(β=.214***)이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온라인 채

널에서 화장품에 대한 성분 정보나 자세한 설명, 가

격혜택이나 정보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오프

라인 채널 선택에 방해가 되며, 온라인에 대한 위험

성을 감지할수록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채널 평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를 이용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탐색단계에서 

의류의 경우, 온라인 채널의 정보공유성 (β=.300***), 
편의성(β=.256***), 가격혜택(β=.235***)이 정의 영향

을 미쳤고. 패션잡화의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의 가격

혜택(β=.311)과 편의성(β=.300**)이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채널 평가요인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안평가단계에

서는 의류의 경우, 온라인의 정확성(β=.354***)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패션 잡화에서는 정확성(β= 
.201**)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성(β=－.184**)
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평가

요인이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온라인 채널평가 

요인 중 편의성 평가, 가격혜택 평가, 정보공유 평가

가 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세 가지 품목의 온라인+오

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라인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정보탐색단계뿐만 아니라, 
대안평가, 구매단계에서 온라인과 온라인+오프라인의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였다(Lee & Rha, 2012; Kim, 2015). 

4.�Effects�of�off-line�channel�assessment�on�the�

usage� levels� of� multi-channels� in� decision� making�

process

오프라인 채널평가가 온라인 채널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보탐색과 대안 평가 단계에서는 

모든 상품 유형에 대해 오프라인 채널평가 요인은 온

라인 채널 이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구매

단계에서만 가격혜택(β=－.378***), 편의성(β=－.378***), 
정확성(β=－.362***)이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패션잡

화의 경우에도 구매단계에서만 정확성(β=－.252***)
이 온라인 이용도에 부의 영향을, 위험성(β=.259***)
은 정의 영향을 미쳤다. 화장품의 경우, 오프라인 채

널평가 요인은 온라인 채널 이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
오프라인 채널평가가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평가 요인은 오프라

인 채널 이용도에는 화장품의 대안평가단계를 제외

한 모든 구매의사결정 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먼저 정보탐색단계를 살펴보면 의류의 경우, 오프

라인의 가격혜택(β=.437***), 편의성(β=.278**)과 정확

성(β=.210**)이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패션잡화의 경우, 가격혜택(β=.250**),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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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225**)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정확성(β=.216***)이 정의 영향을, 위험성(β=－.200***)
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 대안평가에서는 의류의 경우, 

O
ff-line channel assessm

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lothes Fashion accessories Cosmetics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On-line
+Off-line

Inform
ation search

Utility －.049
(－.378)

.278
(1.684**)

.174
(1.327)

－.054
(－.459)

.025
(.235)

.110
(.927)

－.106
(－.912)

.019
(.156)

－.136
(－.816)

Accuracy －.176
(－.621)

.210
(1.728**)

.292
(3.121***)

－.200
(－1.862)

.225
(2.152***)

.283
(2.610**)

－.073
(－.822)

.216
(1.885**)

－.069
(－.433)

Risk .146
(.499)

－.044
(－.371)

－.249
(－2.382**)

.076
(.586)

－.123
(－.1.109)

－.199
(－1.988**)

.079
(.718)

－.200
(－1.644**)

.079
(.448)

Price 
benefit

.065
(.327)

.437
(1.881**)

.164
(1.228)

－.201
(－1.445)

.250
(2.402**)

.231
(2.008)

－.033
(－.300)

.129
(.669)

－.110
(－.650)

Sharing
information

－.167
(－.520)

.070
(.342)

.064
(.455)

－.230
(－2.188)

.097
(.842)

.158
(1.338)

－.040
(－.358)

.077
(.440)

－.052
(－.477)

F-value .602 13.451** 10.228** 2.010 12.680*** 3.318** 1.765 2.202** .766

R2 .021 .201 .182 .041 .211 .114 .033 .120 .017

Evaluation of alternatives

Utility －.037
(－.356)

.177
(1.224)

.068
(.349)

－.100
(－.719)

.183
(1.343)

.033
(.235)

－.190
(－1.891)

.114
(.825)

.125
(.975)

Accuracy －.042
(－.360)

.376
(2.264**)

.281
(2.659***)

－.028
(－.199)

.308
(2.399***)

.224
(1.625**)

－.053
(－.553)

.060
(.459)

.954
(.891)

Risk .053
(.664)

－.229
(－2.501**)

－.280
(－1.991**)

.081
(.540)

－.255
(－1.801**)

－.180
(－1.286**)

.152
(1.423)

－.190
(－1.599)

－.156
(－1.384)

Price 
benefit

－.113
(－.427)

.054
(.523)

.266
(.660)

－.183
(－1.220)

.026
(.220)

.196
(1.474)

－.079
(－.717)

.069
(.528)

.021
(.275)

Sharing
information

－.055
(－.713)

.092
(.597)

.045
(.396)

－.230
(－1.481)

.043
(.245)

.097
(.632)

－.075
(－.692)

.102
(.684)

.076
(.699)

F-value 3.229 11.022** 10.019** .620 2.929** 3.028** .226 .948 2.519

R2 .063 .188 .177 .022 .105 .116 .005 .025 .042

Purchase

Utility －.378
(－1.323***)

.173
(.547)

－.170
(－.621)

.048
(.294)

－.097
(－.871)

.206
(1.993)

Accuracy －.362
(－1.881***)

.392
(.528***)

－.252
(－2.422***)

.412
(3.307***)

－.062
(－.406)

.289
(3.156**)

Risk .320
(0.892)

－.301
(－1.432***)

.259
(2.177**)

－.300
(－2.677***)

.083
(.820)

－.278
(－3.004**)

Price 
benefit

－.398
(－2.512***)

.275
(1.297**)

－.151
(－1.103)

.228
(2.063**)

－.053
(－.483)

.172
(1.690)

Sharing
information

－.361
(－.913)

.128
(.763)

－.061
(－.462)

.106
(.832)

－.070
(－.533)

.095
(.883)

F-value 13.258*** 12.826*** 3.244** 6.468*** 2.519 2.131**

R2 .205 .196 .126 .179 .042 .117
**p<.01 ***p<.001; post hot(Duncan) : A>B>C

정확성(β=.376**)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위험성(β=
－.249**)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화장품의 경우, 오프

라인 평가요인이 채널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3> Effect of off-line channel assessment on the usage levels of multi-channel by product category  β(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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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채널평가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보탐색단계에서는 

의류의 경우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평가 중 정확성(β= 
.292***)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위험성(β=－.249**)은 

멀티채널 이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패션잡화의 

경우에는 정확성(β=.283**)은 정의 영향을, 위험성(β= 
－.199**)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채널평가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안평가단계를 살펴보면 

의류의 경우 정확성(β=.281***)은 정의 영향을, 위험

성(β=－.280**)은 부의 영향을 미쳤고, 패션잡화의 경

우도 정확성(β=.308***)은 정의 영향을, 위험성(β= 
－.255**)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화장품의 경우, 오프

라인 평가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매단계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하나만을 이용하므로 복합

채널 이용도는 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평가 중 정확성은 온라인+오프라인의 멀

티채널 이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위험성은 멀티

채널 이용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Channel�usage�levels�among�the�fashion�items�

in� decision�making� process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상품 유형 간 채

널 이용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탐색단계에서

Decision 
making process Fashion items N On-line channel

usage levels
Off-line channel

usage levels
On+Off-line channel 

usage levels

Information
search

Clothes 491 3.51(0.95) A 3.34(0.86) A 6.66(1.85) A

Accessories 491 3.42(0.95) A 3.32(0.85) A 6.38(1.87) B

Cosmetics 491 2.98(1.15) B 3.02(1.06) B 5.58(2.53) C

F-value 1,473 36.914*** 8.780*** 34.737***

Evaluation of
alternatives

Clothes 491 3.70(0.96) A 3.07(0.91) A 6.56(1.88) A

Accessories 491 3.67(1.01) A 3.03(1.02) A 6.05(2.41) B

Cosmetics 491 3.05(1.11) B 2.65(1.05) B 4.96(2.72) C

F-value 1,473 55.027*** 27.138*** 63.924***

Purchase

Clothes 491 3.24(1.06) A 3.44(0.86) N/A

Accessories 491 3.18(1.08) A 3.32(0.88) N/A

Cosmetics 491 2.69(1.14) B 3.35(1.11) N/A

F-value 1,473 36.370*** 2.041 N/A
***p<.001; post hot(Duncan) : A>B>C

<Table� 4> Channel usage levels among product categories in decision making process

의 온라인 채널 이용도에서는 의류상품과 패션잡화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품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화장품은 의류와 

패션잡화 상품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채널 이용도를 

보였다. 각 제품군을 위한 채널 이용도가 의류 > 패션

잡화 > 화장품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류와 패

션잡화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화장품에 비하여 온

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를 적극적으로 이용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함께 이용

하는 경우에서는 세 품목 간에 채널 이용도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안평가단계에서도 의류와 패

션잡화 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정

도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화장품의 경우에 유의하게 

낮은 이용도를 보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사

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유형 간에 채널 이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용도가 높은 순서도 의류 

> 패션잡화 > 화장품으로 정보탐색단계와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정보탐색단계와 마찬가

지로 의류와 패션잡화 대안평가를 위해 화장품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채널을 이용하였다. 온라인과 오프

라인 채널을 함께 이용하는 정도에서도 의류 > 패션

잡화 > 화장품의 순으로 채널 이용도가 나타났다. 구
매단계에서도 온라인 채널 구매 이용도가 정보탐색

단계와 대안평가단계와 마찬가지로 의류상품과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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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화장

품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

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모두 의류와 패션

잡화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품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사용하는 

정도에서 세 가지 품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

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소비자들은 정보탐색과 

대안평가, 구매단계까지 화장품에 비해 의류와 패션

잡화를 위해 채널을 더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와 같

은 결과는 Chung(2014)의 패션상품 구매 시 이용하

는 소매 유통 경로의 수가 의류제품일 때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신발, 가방과 같은 패션잡화이었다. 가
장 낮은 경로의 수는 화장품이었으며, 의류와 잡화는 

채널 이용행동이 유사하게 높고, 화장품은 채널 이용

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화장품이 

의류나 패션잡화보다 구매빈도가 낮고 매일 사용하

는 제품을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 의류

와 패션잡화가 화장품에 비해 관심도가 높고, 채널 

이용도도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구매단계

에서의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서는 세 가지 품목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
일하게 화장품이 패션잡화 품목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구매 시에는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을 이용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장품이 다른 패션 제품군보다 

제품접촉 동기 유발 정도가 높은 상품이고, 화장품의 

재형이나 색상, 향기 등을 테스터를 통해 최종 확인

하고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성향과 구매 시에 증정품

으로 제공되는 샘플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을 다른 구

매의사결정 단계에서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Ju(20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Ⅴ.�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멀

티채널 평가와 패션상품 유형에 따른 멀티채널 이용

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평가의 하위차원을 

분석한 결과, 편의성, 정확성, 위험성, 가격혜택, 정보

공유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평가가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멀티채

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정보탐

색 시에는 온라인 채널평가 요인 중 편의성과 가격혜

택, 정보공유성이 주로 채널 이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가격혜택과 정보공유성은 의류상품에는 부

(－)의 영향을 나타냈다. 대안평가단계에서는 온라인 

채널 평가 요인이 채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구매단계에서는 의류와 패션잡화에 온라인 채널 

평가 요인 중 가격혜택이나 편의성이 온라인 채널이

용을 유도하였고, 의류의 경우에는 위험성 때문에 부

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온라인 평가 

요인이 온라인 채널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평가 요인 중 상품을 정확하

게 볼 수 있다는 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오프

라인이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정의 영향

을 미쳤고, 오프라인 채널의 환불, 교환, 사후서비스

에 대한 위험성 지각은 채널 이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의류 상품은 구매 단계에서만 가격혜택, 편의

성, 정확성이 온라인 이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패션잡화의 경우에도 구매단계에서만 정확성이 온라

인 이용도에 부의 영향을, 위험성은 정의 영향을 미

쳤다. 오프라인 이용도에 대해서는 정보탐색단계에서

는 의류의 경우 오프라인의 가격혜택, 편의성과 정확

성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패션잡화의 경우 가격혜택, 
정확성이, 화장품의 경우에는 정확성만이 오프라인 

이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성은 부정

적 영향을 미쳤다. 대안평가에서는 의류의 경우 정확

성이 오프라인 이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위험성

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이용

도의 경우 의류와 패션잡화의 정보탐색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채널의 정확성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위험

성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대안평가단계에서도 의류

와 패션잡화의 경우 정확성은 정의 영향을, 위험성은 

부의 영향을 미쳤고, 화장품의 경우 오프라인 평가요

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패션상품 유형 간 채널 이용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

과, 정보탐색단계와 대안평가단계에서 의류와 패션잡

화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화장품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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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화장품보다 의류와 패션잡화를 구매하고자 

할 때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단계에서 온라인과 오프

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구매단계에서는 온라인 채널 이용도가 정보탐

색과 대안평가단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구매단

계에서는 품목 간에 오프라인 채널 이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화장품 품목이 패션잡화

보다 다소 높은 채널 이용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화

장품의 경우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단계보다 구매단계

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이용할 때

는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단계에서 모두 의류, 패션잡

화, 화장품 세 가지 품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의류 > 패션잡화 > 화장품의 순서로 채널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

에서 다룬 패션 상품이 모두 경험재 상품군에 속하지

만,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접촉 동기가 다를 때 사

용되는 채널의 유형과 사용정도가 다름을 나타내 상

품 종류에 따라 상이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 브랜드의 멀티채널 

유통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은 서로 상반되는 채널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채널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요

인으로 인해 다른 채널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패션 브랜드들은 다른 채널로의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온라인 채널의 편의성, 가격혜택, 정보공유 

요인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확성, 위험성 요인의 부정

적인 영향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 채널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채널평가에서 낮게 평가된 편의성, 가격혜택, 정보공

유 요인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들은 온라인 

채널을 의류와 패션잡화의 정보탐색과 대안평가 구

매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꾸준한 채널 평가와 보완전략이 필요하

다. 반면,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

두 의류와 패션잡화에 비해 낮은 이용도를 나타났으

므로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온라인 채널이 화장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

록 강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구매 시 이용도가 높은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오프라인 

채널에 기대하는 채널 요소인 쇼핑의 즐거움 요소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촉물 증정이나 행사 등을 통해 

오프라인 이용도를 높이고, 오프라인 매장내에서 온

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멀티채널 전략을 통해 채널 

이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션상품 품목을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의 3가지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의

류나 패션잡화 품목 안에서 다양한 유형과 가격대의 

상품 품목 간 소비자들의 채널선택을 비교해보는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

하는 채널도 다양해지고 멀티채널을 넘나들면서 이

용하는 멀티채널 행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유통채

널을 보다 세분화하고, 멀티채널 이용 유형도 보다 다

양하게 포함하여 멀티채널 및 옴니채널 이용 행동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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