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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digital retail environement becomes prevalent, consumers are given greater opportunities 

to make purchases across physical and digital boundaries. Prior research emphasizes that the 

attractiveness of the digital or online channel is relatively determined by spatial specifics of physical 

locations. The overall market trend combined with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understanding spatial 

specifics becomes a key to managing both offline and online sales performance together. In this study, 

we focus on geographic variation in sales performance through offline and online channels and aim 

to investigate the channel-level sales difference between central and subsidiary areas. To this end, we 

obtain sales data of skincare and makeup products from a leading cosmetic company. Next, we examine 

spatial autocorrelations in data and then employ the spatial error models to study the effects of spatial 

specific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tegory-specific 

and channel-level sales between central and subsidiary areas. Second, Moran’s I statistics demonstrate 

the spatial autocorrelations of each variable. Third, spatial error models outperform simple regression 

models with lower AIC values. Finally, spatial specifics play a greater role in understanding online sales 

in subsidiary areas whereas they exert greater influence on offline sales in central areas. We believe 

our study advances the related theory and knowledge of multi-channel retailing and also contributes 

practically to location-dependent multi-channel strategies and sales data analytics. 

Keywords:  : Moran’s I statistics, multi-channel retailing knowledge, spatial specifics, spatial error mod-
el, sales data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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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통 채널의 발달은 기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공간의 제약 없이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업들은 다양

한 접점에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고, 소비자는 정해진 

특정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동시에 또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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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쇼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기업과 소비

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장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크로스 채널인 오프라

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동시에 탐구하는 과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는 패러다임의 변

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을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오프

라인 채널을 선호하며(PwC 20153), 소비자들은 그들

이 속해있는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

문이다. 즉, 소비자들은 전통적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나드는 것이 가능한 시장 환경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였던 지역 특성으

로부터 여전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각 소비자들

의 성향은 그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특색으

로 나타나며, 이는 곧 지역 간의 차이로 발현되게 된다. 

더욱이 소비자들 간의 정보나 지식의 교류가 활발한 

시장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기업이 복합적인 상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해당 시장을 이해하거나 관리하기 어

렵다. 때문에,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과정인데, Anselin and Bera(1998)는 지리적 공간

에 분포하고 있는 각 특성들의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

라 이 개체들이 갖는 값의 유사성도 높아진다고 보았

다. 이는 곧 공간상의 사건이나 현상이 즉, 정보나 지식

들이 무작위적으로 분포하거나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

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

리는 서로 인접한 지역들을 오가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마련인데, 실제 사람들이 오프라인·온라인 등 다

양한 채널을 넘나들며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쇼핑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라면 유통 채널 간에도 공간 효과

가 존재할 수 있다.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의 성과가 지역의 특수성에 따

3 Global PwC 2015 Total Retail Survey

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를 구성하였다. 각 지역(중심 지

역과 주변 지역)의 각 채널(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

널) 판매 성과에 영향을 주는 지역 차이 정보 세 가지

를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특히 지역 차이를 발생시키는 정보들 중 제품 

구매 성향과 관련하여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에 따른 

제품 구매 성향을, 오프라인 시장 환경과 관련하여 매

장 특성 요소를, 지역 특성과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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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변수화하여 포함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과 관련된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 연구들을 살펴보고, 실제 기업의 판매 데

이터와 지역 특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간적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

el)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여 심

층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의 매출과 제품 카테고리 

매출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지역 특성들

은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 있는

가? 셋째, 채널과 제품의 특성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매출의 지역적 차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넷째, 지역적 이질성을 고려한 모

형은 일반 모형에 비하여 의미가 있는가? 이에 따른 마

케팅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

에 대한 답을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

의 실제 매출 자료와 지역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얻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에 대한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

라,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며, 각 지역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관

리할 것인지 적용 가능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3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대한 해

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와 이를 활용해 구

축한 변수를 소개할 것이며, 4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자료를 분석할 모형과 도출한 실증 분석 결과를 설명

할 것이다. 5장에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할 것이

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지리적 특수성의 진단

Tobler(1970)는 지리학 제 1법칙으로, “공간상의 모

든 것은 인접해 있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다.”고 지역 

자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까운 지

역은 먼 지역에 비하여 더 관계가 깊다고 하였는데, 이

는 인접한 지역과 해당 지역이 속한 지역의 특성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속해있는 지역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

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분석에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에 대한 초기의 예측은 온라인 시장

이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며, 온

라인 채널이 물리적인 거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것

이라고 하였다(Cairncross 1997; Friedman 2005). 하

지만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지리적 특수성은 온라인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가 주목하고 있

다(김지연, 최정혜, 정예림 2016; Forman et al. 2009; 

Anderson et al. 2010). 그 원인으로는 지역 특성에 의

한 차이, 물리적 거리의 차이,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차

이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지역의 특수성에 대하

여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Jank and Kannan 2005; Muller and Hasse 

2015; Trivedi 2011). 예를 들어, Trivedi(2011)는 분산

된 지역 정보 자료를 집합화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

려하여 제품의 수요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웰빙 제품과 같은 시장의 트렌드는 모든 제품 카테고

리나 지역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또

한, 지역적,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이 지역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았다. Muller and Haase(2015)는 매출과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지역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밝혔

으며, Jank and Kannan (2005)은 온라인 채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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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숙해졌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은 온라인 고객의 선

호와 선택이 지역 시장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

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객 선택에 대한 공간적

다항모형(Spatial multinomial model)을 구축하여 온

라인 출판사의 제품 믹스와 가격 결정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반증하

는 것이다.

2.2 오프라인·온라인 채널과 지역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 환경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며, 공간의 특수성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의 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

므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

인 채널의 성과에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지  이

해하고 포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선행 연

구에서 지역의 특성이 오프라인 채널 매출에 영향이 

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인구수나 유동 인구수와 같

이 인구통계학적 지역의 특성이 곧 시장의 잠재력과 

구매력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이해할 수 있다(Campo 

et al. 2000). 또한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정보들을 오

프라인 채널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들로서 분석하기

도 하였다(Dhar and Hoch 1997; Gupta 1988; John-

son 1997; Zeithaml 1985). 즉, 각 지역의 특수성은 해

당 지역의 시장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이는 오프라

인 채널의 성과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의 시장에도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지역 환경의 특성은 온라인 채널에도 영

향을 준다고 밝혔다. Choi et. al. (2010)은 온라인 채

널에서의 판매 성과가 지역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밝혔는데, 특히 초기에는 지리적 근접성

(Proximity)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 그 이후에는 

인구통계학적 유사성(Similarity)으로부터 더 큰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Forman et al.(2009)

은 소비자의 주변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이 생기면, 소

비자들은 더 이상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

을 Amazon.com데이터를 통하여 밝혀냈다. 이는 도

서 카테고리와 같은 탐색재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쇼핑할 때 느끼는 비효율적 비용

(Disutility costs)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역에 따

라 오프라인 매장의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매장까지 

거리가 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립이나,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 환경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채널을 더 이용한다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었

다(Sinai and Waldfogel2004). 지역적 특성은 각 채

널의 성과뿐만 아니라, 광고의 방법도 달라지게 한다. 

Choi et al.(2012)에 따르면, 대도시인가 지방도시인가

에 따라 광고의 영향력이 달라지는데, 대도시의 경우 

입소문(word-of-mouth)이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한

다. 반면,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소도시의 경우에는 입

소문 보다는 전통적인 형태의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

는 것을 보였다. 다시 말해, 다양한 매체와 기기가 발전

하더라도 지역적 특수성과 이를 반영하는 정보들은 오

프라인·온라인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이다. 

Ⅲ. 연구방법

3.1 데이터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매출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지역 특수성들은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첫째,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유통망을 운영하는 기

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즉, 오프라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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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온라인 채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하

지만 채널의 동시 활용은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오프라인 채널의 접근성은 지역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곧 각 지역의 온라

인 채널 매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Forman et 

al. 2009; Sinai and Waldfogel 2004). 즉, 각 채널의 

성과는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

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

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의 특성과 기업 매출의 유기적인 영향을 파악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채널

이 발달하더라도 오프라인 지역 환경은 여전히 채널의 

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Choi and Bell 

2011; Choi et al. 2010; Forman et al. 2009; Sinai 

and Waldfogel 2004). 그러므로 지역 환경의 공간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의 판매

를 결정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오프라인 매

장과 관련 지역의 정보의 이해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

징을 가진 데이터를 물색하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먼저,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에서 화장품

을 판매하는 기업의 데이터이다. 해당 기업은 10대부

터 20-30대까지 아우르는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화장

품을 판매하며, 전국 250개 시·군·구에 약 345개에 이

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한 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업은 스

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등 다양한 화장품 카테고리 제

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두 제품 카테고리는 전체 판

매 제품의 85% 정도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제품 카

테고리이며, 두 카테고리는 약 3천 여개 종류의 제품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

몰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과 프로모션 정책 

하에 판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에

서 시·군·구 지역마다 각 카테고리 별로 판매된 제품의 

개수를 파악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매출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각 지역 환경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정보와 통계청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각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정보 데이터

에는 각 시·군·구에 해당 오프라인 매장이 얼마나 밀

집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각 매장에서 근

무하는 직원들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 데이터는 2010년 한국통계연감(부문별 - 

Ⅰ.국토및기후)과 2010년 인구총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한국통계연감은 250개의 시·군·구 행정구역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2010년 인구총조사는 250개의 

시·군·구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조사를 시행하

며,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징

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이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매

출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2 변수 측정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매출이 지역 간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

들은 아래 <표 1>의 요약 통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였는데, 시·군·구는 

읍·면·동의 집합개념이며, 기초 지리 단위로 인구 밀도 

등 행정구역 상의 지리적 구분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

다(김동수, 허문구, 이두희 2009). 또한, 소비자의 생활 

및 소비권역 및 경제 지리적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까

지도 파악하는데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따라서,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기

준으로 한 지역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군·

구 단위의 변수 측정과 자료 분석이 적합하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

도록, 지리적 분류에 따른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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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구분된 각 지역의 오프라인·온

라인 채널 판매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오프

라인·온라인 채널 판매 성과는 종속 변수로서 활용되

며, 제품 불확실성 관련 변수, 오프라인 매장관련 변수, 

그리고 지역 특색 변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

수들은 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로서 최종 분석 모형에 

포함된다.

<표 1> 요약 통계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댓값

중심 지역

지역 오프라인 제품 판매량 (105개) 9.467 3.505 .000 13.998 

지역 온라인 제품 판매량 (105개) 7.767 .573 5.878 8.928 

오프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 .398 .153 .000 .561 

온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 .086 .146 .001 .524 

오프라인 매장 밀도 (10-5개) .013 .019 .000 .110 

오프라인 매장직원 인원 지역 평균 3.510 2.135 .000 11.818 

오프라인 매장직원 근속일수 지역 평균 (102일) 4.272 2.318 .000 10.220 

인구 밀도 .010 .005 .003 .022 

타겟 인구 비율 .174 .017 .134 .212 

미혼 인구 비율 .331 .029 .261 .434 

대학교육 인구 비율 .404 .069 .272 .581

주변 지역

지역 오프라인 제품 판매량 (105개) 4.044 4.881 .000 13.314 

지역 온라인 제품 판매량 (105개) 6.452 .971 4.078 8.365 

오프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 .187 .226 .000 .559 

온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 .307 .224 .001 .608 

오프라인 매장 밀도 (10-5개) .000 .001 .000 .008 

오프라인 매장직원 인원 지역 평균 1.165 1.555 .000 5.000 

오프라인 매장직원 근속일수 지역 평균 (102일) 2.014 3.290 .000 21.180 

인구 밀도 .000 .001 .000 .003 

타겟 인구 비율 .121 .041 .043 .206 

미혼 인구 비율 .235 .062 .117 .376 

대학교육 인구 비율 .263 .094 .093 .530

주1) 분석 단위는 전국 250개 시·군·구로, 중심 지역 80개, 주변 지역 170개를 기준으로 한다.

주2) 오프라인 매장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144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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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지리적 분류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차이에 따라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매출에 미치는 지역 특성의 영향력을 파악할 뿐

만 아니라, 지리적 차이에 따라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의 매출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을 크

게 두 분류로 나누었다.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나

누었는데, 이는 인구 밀도를 기반으로 한 분류이다. 지

리적 분류는 일반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 및 인

구밀도 및 경제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김동수, 허문구, 이두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의 구매 잠재력에 집중하고자, 거주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주 인구 밀도와 경제활동 인구를 기반으로 한 경

제활동 인구 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거주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지의 비율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활동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

은 해당 지역에 상업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거주 인구 밀도와 경제

활동 인구 밀도가 모두 높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밀도가 

높은 경우는 중심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그 이외에 거

주 인구 밀도와 경제활동 인구 밀도가 모두 낮은 지역

은 주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총 250

개의 시·군·구 가운데 중심 지역은 80개 시·군·구로, 

<그림 2>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 제품 판매량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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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은 170개 시·군·구로 나뉘었다.

3.2.2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매출

앞서 지리적 분류에 따라 나눈 중심 지역과 주변 지

역의 각 채널의 매출은 각각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중심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된 평균 제

품 개수는 946,700개이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된 평균 제품 개수는 776,700개이다. 반면, 주변 지역

에서 매출은 중심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 

개수는 평균 404,400개이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

매된 제품 개수는 평균 645,200개이다. 이와 같은 규

모를 통하여, 중심 지역의 전반적인 판매 규모가 더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물론, 주변 지역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제품 판매 개수가 오프라인 매장에 비

하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변 지역

에는 중심 지역과 비교하여 오프라인 매장의 개수가 

적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온라인 쇼

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Sinai and Waldfogel 2004). 또한 각 

채널의 제품 판매량은 정적편 분포(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을 가지기 때문에, 로그 변환(log trans-

formation) 하였다(Greene, 2003; Huang et. al. 

2009).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에서는 오프라인·온라

인 채널의 각 제품별 판매량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오프라인 매장은 일부 대도

시 및 중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때문

에 제품의 판매량이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는 전국적으로 고루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메이크업 제품과 스킨케어 제품 판매

량을 비교해 보면, 메이크업 제품의 판매량이 스킨케어 

제품에 비하여 다소 더 많기 때문에 지도에서 짙은 색

을 띈다.

3.2.3 지역 특수성

제품 구매 성향. 지역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성향은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무엇보다 제품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불

확실성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이 때 제품 구매로

부터 비롯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제품에 대해 지각된 

위험을 의미하며, 구매 결과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

해 소비자들이 기대 가치의 손실을 주관적으로 지각

하게 된다(김주희, 하종경 2010). 또한 불확실성에 대

한 지각은 소비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Spence et al. 1970),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불

확실성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화장품과 같이 경험

재(Experience products)를 판매하고 구매를 결정하

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준다(김지연, 김민경, 최

정혜 2015). 이러한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품의 

큰 분류(화장품, 신선식품, 공산품 등)에 따라서도 달

라지지만, 제품의 세부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그 정도

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제품(예: 화장품)이

라고 하더라도 메이크업 제품은 다양한 컬러와 질감으

로 인하여, 스킨케어 제품에 비하여 제품 구매시 정보

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즉, 

제품의 경험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때문

에 소비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이 더 높을 수 있다(김주

희, 하종경 2010). 특히, 온라인 채널과 같이 제품을 직

접 경험하기 어렵고(이규하, 곽기영 2014), PC를 통하

여 제한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제품 평가 비용(Product 

evaluation cost)이 상대적으로 큰 채널로 제품을 판

매하거나 구매하게 된다면(Chintagunta et al. 2012; 

Lee and Bell 2013),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품 카

테고리 불확실성 지수는 전체 판매된 제품 가운데 특

정 채널에서 메이크업 제품이 판매된 개수의 비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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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즉, 오프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

수는 전체 판매된 제품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

매된 메이크업 제품의 판매 개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온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는 온라인 쇼핑몰

에서 판매된 메이크업 제품의 판매 개수에서 전체 판

매된 제품 개수를 나누어서 구하였다. 요약 통계에서 

관련 값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채널의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는 중심 지역에서, 온라인 채널의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는 주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 환경.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브랜드의 

시장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브랜드 매장의 환

경 정보를 변수화 하였다. 우선,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 

판매량은 각 지역에 얼마나 많은 매장이 분포되어 있

는가 파악하는 것을 토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들이 해당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얼마나 쉽게 접

근할 수 있지가 매장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Avery et al. 2012; Choi and Bell 2011; 

Forman et al. 2009).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 밀도는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개수를 지

역 면적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즉, 중심 지역이 주변 지

역에 비하여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는 요약 통계를 통

하여, 주변 지역에 비하여 중심 지역에 매장이 더 집중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 내부의 요소들도 지역의 특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오프라인 

매장 직원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하며,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

는 중요한 관계적 요인이다(강보현, 오세조 2009; 채성

욱, 이건창, 이근영 2009; 하광옥, 이정희, 황성혁 2015; 

Baker et al. 2002; Grewal and Sharma 1991). 그러

므로 오프라인 매장 직원의 상황, 즉 직원의 수나 근속

일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대용할 수 

있는 변수(Proxy variable)로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서,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의 지역별 평균

값을 도출하였고, 각 매장 직원의 근속일수도 지역별

로 평균을 내었다. 요약 통계치를 살펴보면, 상대적으

로 인구수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심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는 주변 지역의 매장에 

비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인원 평균이 약 2.3명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

속일수도 평균 225.8일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중심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환경에서 서비스에 능숙한 

더 많은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지역 정보. 공간 정보 즉, 지역의 특

성은 사회적·지리적 환경(Campo et al. 2000)에 대

한 정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 인구의 규모와 구성

에 대한 정보는 시장 환경을 측정하는데 자주 이용되

어 왔다(Dhar and Hoch 1997; Gupta 1988; Johnson 

1997; Zeithaml 1985).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

구통계학 정보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인구 밀도, 타겟 인구 비율, 미혼 인구 비율, 대학교육 

인구 비율을 측정하여 변수로 포함하였다. 특정 지역

에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브랜드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많다면, 지역 시장의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제품 판매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Campo et al. 2000). 또한,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소비 활동이 가능한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면 특

정 제품이나 특정 채널을 활용한 제품 구매가 많을 수 

있다(Van Herpen et al. 2012). 때문에, 해당 지역의 

매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간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밀도와 각 인구 구성

의 비율을 변수화 하였다.

Ⅳ. 실증분석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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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산 분석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먼저, 오

프라인·온라인 채널 및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판매량

이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공간적 차

이에 따라 분류한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에 각 매

출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에 나

타난 바와 같다. 각 채널과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매출

은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심 지역에서의 제품 판매량 평균이 주변 

지역의 매출 평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오

프라인 채널에서 발생하는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

의 제품 판매량 평균 차이가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하

는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제품 판매량 평균 차이

에 비하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품의 불

확실성에 따라 나누어진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지

역 간의 차이가 비슷하지만, 제품 불확실성이 더 높은 

메이크업 제품에서 근소하게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

의 평균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산 분석 검증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

하였던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

다. 즉, 각 채널의 매출과 제품 카테고리 매출은 유의

미한 지역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채

널이나 제품 카테고리와 관계없이 주변 지역에 비하여 

중심 지역의 제품 판매량 평균이 더 높으며, 판매 채널

의 종류(오프라인 채널 또는 온라인 채널)나 판매 제

품 카테고리의 종류(메이크업 제품 또는 스킨케어 제

품)에 따라서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평균값의 차

이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Moran’s I 통계

오프라인·온라인 채널과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매

출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산분석을 통

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공간효과 및 속성

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공간자료의 속성을 공간자기상

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

게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적 이

질성(Spatial heterogeneity)으로 구분된다 (Anselin 

1988). 여기서 공간적 의존성은 주로 측정 오류와 관

련된 것으로, 측정 단위의 임의적 결정(연구 대상은 소

비자 단위이지만, 데이터는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된 경

우 등), 공간 현상의 외부효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반면, 공간적 이질성은 공간현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즉, 함수형태나 모수값이 지역에 따라 가

변적이기 때문이다(Anselin 1988). 공간자기상관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는 일반적으로 Moran’s I(Moran 

1950)와Geary’s C(Geary 1954)가 있는데, Moran’s I

는 전역적 자기상관성(Global autocorrelation)을 측

정할 수 있고, Geary’s C는 국지적 자기상관성(Local 

변수
평균

평균제곱오차 F값 지역차이
중심지역 주변 지역

오프라인 채널 9.496 4.046 20.087 160.870 있음

온라인 채널 7.827 6.475 .747 266.400 있음

메이크업 제품 10.341 7.557 3.750 112.400 있음

스킨케어 제품 10.407 7.584 3.676 117.940 있음

<표 2> 분산분석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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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orrelation)을 측정할 수 있다(Haenlein 2011). 

본 연구에서는 두 지역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기 보다

는 전반적인 지역의 특성과 지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기 때문에, Moran’s I를 활용하여 공간자기

상관성을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식은 아래 (1)과 

같다.

수식 (1)에서 N은 관측치의 수 지역 공간(Polygons)

를 의미하며, N은 변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리고 xi

는 특정 지역 i의 변수값이며, xj는 또 다른 지역 j의 변

수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wij는 지역 i와 j간의 가중지

수(Weighted index)를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구해진 Moran’s I 통계량은 일반적으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Moran’s I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값을 가지는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고

(Clustering), -1에 가까울수록 지역들의 분포가 규칙

적으로 퍼져있는 형태(Dispersion)를 보이며, 인접 지

역의 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결과

는 Moran’s I 통계량이 0으로 공간 자기상관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중심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매장밀도가 유의미하지 않게 부의 값(-)을 갖

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변수들

이 p-value가 0.01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양

의 값(+)으로 공간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

고 있다.
<표 3> Moran’s I 통계 결과

변수 중심 지역 주변 지역

오프라인 채널 제품 판매량 .019 .009

온라인 채널 제품 판매량 .062 .016

오프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 .018 .008 

온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 .012 .008 

오프라인 매장 밀도 -.006+ .004 

오프라인 매장직원 인원 지역 평균 .003 .012 

오프라인 매장직원 근속일수 지역 평균 .010 .004 

인구 밀도 .030 .011 

타겟 인구 비율 .161 .025 

미혼 인구 비율 .055 .024 

대학교육 인구 비율 .045 .019 

주) + 는 유의하지 않음. 이외의 모든 변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4.3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

앞서 분산분석을 통하여, 지역 간에 채널별, 제품 특

성별 매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Moran’s I 통계량

을 통하여 지역 간의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간의 자기상관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들이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전통적인 회귀모

형(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은 변

수들 간의 독립성과 오차의 동분산성(Homoscedas-

ticity)을 가정하기 때문에, 공간적 차이의 측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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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하기 어렵다. 이 가정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배제하며,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할 경우, 모형의 

추정에 있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

성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집계 오류나 인접한 지역 간

의 상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급효과 때문에 

비롯되는데, 일반적 회귀모형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공간상의 인접 때문에 발생한 

지역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공간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서 추출된 사례일수록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

은데(김세형, 한혜근 2014), 다중회귀분석의 활용은 공

간효과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부적 지역적 환경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

한 공간효과 즉, 공간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과 

공간적 의존관계(Spatial dependence)를 반영한 모형

의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단위의 공간 자료를 분석함

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

간적 자기상관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공간회귀모

형(Spatial regression model)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간자기회귀 오차를 활용하는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으로서, 오차항의 공간적 자기상

관 즉, 공간가중행렬을 반영하여, 각 오차의 공분산

을 생성하고 이를 회귀분석 내에서 고려하는 모형이다 

(Anselin 1988; Baller et al. 2001). 공간오차모형의 일

반적인 수식은 아래 (2)와 같다.

수식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간오차모형은 잔

차가 인접지역(Neighbors)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형태

로 는 가중행렬(weight matrix)를 의미하며, ρ는 공

간자기상관계수(Spatial autocorrelation coefficient)

를 나타낸다(Anselin 1988). 공간회귀모형에서의 설명

력은 R2가 아닌 LL(Log likelihood)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Schwarz Criterion) 등으

로 진단한다. 공간회귀모형에서 산출되는 R2는 OLS일

반회귀모형에서 도출되는 R2와 달리, pseudo-R2이므

로 절대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Anselin 2005). 그러

므로, –2LL(-2 Log Likelihood)값이나 AIC값을 비교

하여 해당 값이 작은 경우 모형의 설명력(적합도)이 향

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오차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채널의 판매량에 대한 주요 변수

들의 영향을 각각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간오차모형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일반회

귀모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주요 변

수들의 VIF 값은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

아 모형 분석에 적합하였다. 제품 카테고리는 제품 불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메이크업 제품일 때 0, 제

품 불확실성이 낮은 스킨케어 제품일 때 1로 코딩되어 

있으므로, 해당 결과는 메이크업 주변 지역의 오프라

인 매장 판매량에 대한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메이크업 

제품의 영향이 모두 매장 판매량에 긍정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중심 지역 오프라인 판매

량: 추정계수 0.058, 표준오차 0.022; 주변 지역 오프

라인 판매량: 추정계수 0.003, 표준오차 0.008; 중심 

지역 온라인 판매량: 추정계수 0.120, 표준오차 0.012; 

주변 지역 온라인 판매량: 추정계수 0.046, 표준오차 

0.012).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는 지역과 관계없

이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판매량에 긍정적이며 유의미

한 영향이 있지만(중심 지역 오프라인 판매량: 추정계

수 4.094, 표준오차 0.220; 주변 지역 오프라인 판매

량: 추정계수 4.287, 표준오차 0.102) 온라인 채널에서

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심 지역 온라

인 판매량: 추정계수 –0.052, 표준오차 0.094; 주변 지

역 온라인 판매량: 추정계수 –0.029, 표준오차 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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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간오차모형 분석 결과

오프라인 온라인

중심 지역 주변 지역 중심 지역 주변 지역

절편
5.248***

(.313)

5.301***

(.258)

6.697***

(.121)

6.907***

(.219)

제품 카테고리
.058***

(.022)

.003

(.008)

.120***

(.012)

.046***

(.012)

오프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
4.094***

(.220)

4.287***

(.102)

온라인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 지수
-.052

(.094)

-.029

(.083)

오프라인 매장 밀도
.198**

(.085)

2.576***

(.729)

-.110***

(.033)

-1.347**

(.613)

오프라인 매장직원 인원 지역 평균
.188***

(.065)

.337***

(.054)

.066**

(.025)

.104**

(.046)

오프라인 매장직원 근속일수 지역 평균
.353*

(.188)

-.092

(.063)

-.029

(.074)

.012

(.051)

인구 밀도
.227

(.137)

-.907*

(.472)

.137**

(.054)

1.323***

(.399)

타겟 인구 비율
.121

(.450)

.366*

(.189)

.611***

(.172)

.834***

(.159)

미혼 인구 비율
-.148

(.408)

-.493*** 

(.187)

-.066

(.158)

-.170

(.158)

대학교육 인구 비율
.486**

(.208)

.349**

(.148)

.314***

(.080)

-.018

(.125)

ρ
.850***

(.144)

.314***

(.035)

.125***

(.021)

.219***

(.025)

ε
.019***

(.003)

.006***

(.001)

.006***

(.001)

.011***

(.001)

-2LL 193.2 36.0 -29.6 90.0

AIC (공간오차모형) 199.2 42.0 -23.6 96.0

AIC (일반회귀모형) 441.3 593.8 157.5 486.1

주)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 p<0.05 수준에서 유의함, * p<0.10 수준에서 유의함.

지역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환경은 채널과 지역에 

따라 제품 판매량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 예를 들

어, 오프라인 매장 밀도가 높을수록 주변 지역의 오프

라인 채널 제품 판매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며(추정계수 2.576, 표준오차 0.729), 온라인 채

널 제품 판매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추정계수 –1.347, 표준

오차 0.613). 오프라인 매장직원 인원 지역 평균 변수

에서는 주변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

의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이 중심 지역에 미치는 영

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중심 지역 

오프라인 판매량: 추정계수 0.188, 표준오차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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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오프라인 판매량: 추정계수 0.337, 표준오

차 0.054; 중심 지역 온라인 판매량: 추정계수 0.066, 

표준오차 0.025; 주변 지역 온라인 판매량: 추정계수 

0.104, 표준오차 0.046). 반면, 오프라인 매장직원 근

속일수 지역 평균은 중심 지역의 오프라인 채널 판

매량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추정계수 

0.353, 표준오차 0.188).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

은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데, 우선 주변 지역의 오프라

인 채널 판매량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있지만, 온

라인 채널 판매량에는 인구 밀도와 타겟 비율 인구만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중심 지역의 오프라인 채널 판매량에는 대학 교육 

인구 비율만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영향이 있고(추정 

계수 0.486, 표준오차 0.208), 온라인 채널 판매량에

는 미혼 인구 비율만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

최종적으로 네 번째 연구 질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공간 정보를 고려한 공간오차모형 분석이 일반회귀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비해 설명력이 상승하였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 채널에 따른 지역 모형의 AIC 

값을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귀모형의 AIC 값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중심 지역 오프라인 채널 

모형 AIC: 441.3에서 199.2로 감소; 주변 지역 오프라

인 채널 AIC: 593.8에서 42.0으로 감소; 중심 지연 온

라인 채널 AIC: 157.5에서 –23.6으로 감소; 주변 지역 

온라인 채널 AIC: 486.1에서 96.0으로 감소). 이러한 

결과는 공간 정보를 고려한 공간오차모형이 일반회귀

모형에 비하여 데이터의 공간적 특수성을 보다 설명력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Ⅴ. 결론 및 논의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판매 성과 자료와 지역 정보 자료

를 활용하여, 지역 특수성에 따라 오프라인·온라인 채

널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네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다양한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

였는데, 먼저 분산 분석으로 지역 간(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Moran’s I 통계값을 도출

함으로써 공간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특수성 변수를 활용하여 각 지역

의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 판매 성과에는 어떠

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공간오차

모형을 통하여 관측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공간오

차모형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온 일반회귀모형

과 비교하였을 때,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에 네 가지 주요한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의 매출과 제품 카

테고리에 따른 제품 판매량은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심 지역의 

제품 판매량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주변 지역에 비하여 

높은데, 이는 채널의 종류나 제품 카테고리에 구애받

지 않는다. 

  둘째, Moran’s I 통계값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해당 시장은 공간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변수(오프라인 매장 밀도 제외)에서 정

(+)의 값을 가지며, 인접 지역 간에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공간오차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특수성 및 지역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변 지역은 온라인 채널 판매 성과에 지역 특성의 영향

을 더 많이 받고, 중심 지역은 오프라인 채널 판매 성

과에 지역 특수성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품 카테고리 불확실성은 지역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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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오프라인 채널에서만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된다. 넷째, 공간오차모형은 일반회귀모형과 비교하

였을 때, 더 낮은 AIC를 보이기 때문에 더 높은 설명력

을 보인다. 그러므로 공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분석

할 때, 공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분

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설득력 높은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5.2 시사점

최근 유통 환경의 시류는 오프라인 채널이나 온라

인 채널과 같은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

을 동일한 가격과 프로모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

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광옥, 이전희, 황성혁 

2015). 이러한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

의 성공적인 지역 시장 관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간오차회귀모형으로 다양

한 요소들의 기업 성과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력을 살

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온라인 채널과 관

련된 기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의 특성에 따라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실

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적 요소를 변수로서 고려한 모형

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공간오차모

형을 활용하여 공간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공간오차모형을 활용한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성과의 

분석은 일반회귀모형에 비하여 오차를 줄여주고, 보다 

정교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공간적 특

수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도출한 마케팅 전략은 관

련 지식을 체계화시켜 보편적인 채널 및 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업의 성과 자료와 공간 특성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도출한 결과는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유통하는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

프라인 채널은 지역의 환경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

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중요하지만, 특히 중심 지

역에서 지역 요소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온라

인 채널은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

므로,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기업이 제한된 마케팅 활

동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불확실성이 높은 

제품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기업은 오프라인 채널을 유

념하여 관리해야 한다. 오프라인 채널은 PC를 통해 유

통하는 온라인 채널과 다르게, 소비자가 매장에서 제

품을 만져보는 것과 같이 직접 경험하고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높은 제품 

카테고리는 오프라인 채널에서 제품 평가 비용(Prod-

uct evaluation cost)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온라인 채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 채널에 집

중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온

라인 채널의 지역에 따른 판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오차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지역의 지리적 구분을 지역의 거주 인구 밀도

와 경제활동 인구 밀도를 기반으로 하여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발달 및 

정보 통신의 발달로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기능

적 연계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 구조 패턴 역

시 변화하고 있다(김동수, 허문구, 이두희 2009). 그러

므로 인구 밀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심성(Centr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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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나 구체적인 시장의 관계망(Market network) 등을 

활용하여 지역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

는 연구가 될 것이다(배순한, 서재교, 백승익 2010). 선

행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의 관계망에 대한 관심도  높

고 이에 대하여 관측한 경우는 많았지만, 실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계망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

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접지역의 관계에서 나아

간 전체 지역 간의 실질적인 관계망을 관측하는 통합

적인 분석을 한다면, 더욱 풍부한 지역 마케팅 전략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 채널의 발달은 전통적인 유통 채널인 

오프라인 채널에서 벗어나 온라인, 모바일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유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Chintagunta et al. 2012; Lee and Bell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높은 성장을 이루어 왔던 

온라인 채널을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과 비교하여 살

펴보았다. 하지만, 다양한 유통 채널의 등장은 소비자

에게 쇼핑의 편의성이나 다양한 경험을 제공 가능하

게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 전략을 유지하

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지

고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채널은 온라인 채널과 마찬

가지로 기기를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특징

을 보이지만, 휴대성이 높은 기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이 시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Bang et al. 2013). 

그러므로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포함하

여 비교 분석한다면, 새로운 유통 채널 진출을 준비하

고 있는 기존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기업의 채널 담당

자 및 창업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품 카테고리의 불확실성을 

화장품 카테고리 안에서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물론, 같은 제품 카테고리 안에서도 소

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성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Trivedi (2001)의 연구에서

는 건강식품 소비에 대한 지역 차이를 맥주, 아이스크

림, 우유와 같은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를 통하여 보았

다. 하지만, 제품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도 다양한 시장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본 화장

품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지각된 위험성이 높은 경험

재이지만, 상대적으로 지각된 위험성이 낮은 탐색재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최재원, 김성호, 김

경규 2014). 다양한 제품에 대한 영향력 차이 분석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더욱 구체

적인 유통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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