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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pid growth of digital consumption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shopping behavior of consumers.

The consumption paradigm is changing; subsequently, an omni-channel has been introduced that empowers

consumers to interact with firms through a myriad of touch points in multiple channels.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in the purchase process (e.g., infor-

mation search and purchase phase). A qualitative method was adopted for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

ted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omni-channel consum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t the information search stage, consistency w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for con-

sumers who also wanted to retain channel-specific benefits. Consumers also searched for differentiated in-

formation among distribution channels. At the purchase stage, participants choose a shopping channel accor-

ding to shopping values. They utilized newly introduced services (e.g., “online purchase, offline pick-up”,

FinTech) that combine retail channels. Our findings provide significance in managing omni-channel serv-

ices.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fashion retailers provide seamlessly integrated experience to consumer

and adopt a consumer-centered channel choice strategy. Second, fashion retailers must maintain a constant

attitude toward shopping experience to fashion, such as shopping enjoyment and exclusiveness.

Key words: Omni-channel retailing, Consumer perception, Consumer behavior, Consumer decision proc-

ess, Channel choice; 옴니채널 리테일링, 소비자 인식, 소비자 행동, 소비자 구매결정과정,

채널 선택

I.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은 기업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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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의 의식을 일깨우는 결

과를 가져왔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무선인터넷,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

sed Service) 등 첨단 ICT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

업의 교신은 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기업 활동 전

반에 걸쳐 제안하고, 평가하며, 요구하고, 거부하는 등의

새로운 능력을 지닌 존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제 소비

자를 협력해야 할 새로운 파트너이자 기업 경쟁력의 새

로운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다(Prahalad & Ramaswamy,

2004).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ICT 시대의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행동

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비즈니스 활동을 이행

해야 한다.

2009년 <Mckinsey Quarterly>에서 Court et al.(2009)

이 ‘소비자 구매 여정(The consumer decision journey)’라

는 주제로 기존 소비자 구매 단계 모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Edelman(2010)은 SNS 등이 범람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에 주목하였다. Court et al.(2009)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

의 소비자들은 구매 초기에 고려하는 브랜드가 정보에

의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며, 구매 후에는 SNS에

사용후기를 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와의 관

계를 유지하게 된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의 보급으

로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제품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까지 가능해졌

다. 또한 SNS에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

품이나 서비스가 노출되고, 그만큼 기업과 소비자 접점

(touch point)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Moo-

ney and Rollins(2008)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해진 소비

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물고기 뼈대의 모양을 빗대

어 ‘물고기 모델(Fish model)’로 도식화하기도 했다.

채널 통합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단일채널이 아닌 여

러 채널들을 활용하여 제품을 탐색하거나 구매하게 되

면서, 소비자 경험은 여러 접점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

로 일어난다. 기업의 채널 통합 전략은 단일채널이 가

지고 있는 고유한 채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널 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

한 채널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즐거움, 편의성 등 일

관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소비 패

러다임의 변화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새로운 유통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

화에 따라 온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옴니채널

이 등장하게 되었다. ‘옴니(omni)’란 기업이 모든 채널을

연결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옴니채널이

란 판매 과정에서 채널, 플랫폼, 구매 단계와 관계없이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고객 접점과 커뮤

니케이션 기회의 상승적인 통합을 뜻한다(Cummins et

al., 2016). 채널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옴니채

널 리테일링의 중요한 측면인데, 2013년 IBM의 보고서

에서는 기업의 최적화된 채널 활용을 강조하며 성공적

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채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lena et al., as cited in Park, 2016). 즉,

모든 채널에서의 경계 없는(seamless) 일관된 서비스가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옴니채널 등장과 같은 유통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일

방향 판매 패턴에서 상호작용 패턴으로의 소비 패러다

임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옴니채널은 멀티채널의 진

화된 형태로서 모든 쇼핑 채널을 통해 확보된 고객의 경

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모

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TV, 카탈로그 등 모든 쇼

핑 채널을 하나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소비

자가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옴니채널

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던 유

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

한 원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커머

스의 등장으로 성장세가 주춤해진 오프라인 매장에게도

다시 주요 채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옴니채널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동안

소비자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결국 고객 만족

으로 이어져 충성도, 추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채

널이 어느 시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쇼

핑 경험을 제공하는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채널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멀티채널 및 크로스채널과 같은 다채널

소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다채널 소비와 관련

된 선행연구는 다채널 소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

연구(Chatterjee, 2010; Chatterjee & Kumar, 2017; Din-

ner et al., 2014; Jun et al., 2004; Kumar & Venkatesan,

2005), 소비자의 채널 선택에 관한 연구(Baek, 2016; Kim

et al., 2007; Lee et al., 2012; Neslin et al., 2006), 다채널

소비자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Keen et al., 2004; Konuş et

al., 2008; Pauwels et al., 2011; Verhoef et al., 2007)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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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루어져 왔다. 옴니채널 소비는 다채널 소비를 바

탕으로 하였지만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이므로 적절한 채

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된 환경에서의 소

비자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

비자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CT 발전에 따른 소비 패러다

임 변화에 주목하여 옴니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

매결정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옴니채널 비즈니스

를 위해서 제언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패션

기업이 옴니채널 리테일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 패러다임 변화와 옴니채널 리테일링

ICT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 소비가 본격화되고 소매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PC, 모

바일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 채널들을 활용하여 합리적

인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경험하고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

매하는 쇼루밍(showrooming), 온라인 제품을 경험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역쇼루밍(reverse-show-

rooming) 혹은 웹루밍(webrooming) 같은 크로스오버 쇼

핑(crossover shopping) 현상이 나타나는 등 소비자 구매

결정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

다(Baek, 2016).

이러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는 유통 업계의 비즈니

스 모델을 변화시켜, 채널을 통합하여 확장 운영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러 채널을 활용한 쇼핑은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현상으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고 있으며(Ansari et al., 2008), 소비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고자 한다(Avery et al.,

2012). 점차 다양한 분야의 리테일러들이 다양한 접점을

통해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옴니채널이란 용

어가 등장했다(Brynjolfsson et al., 2013). 옴니채널 리테

일링이란 용어는 IDC's Global Retail Insights research

unit에 의해 2009년 연구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Ortis &

Casoli, 2009),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문헌에서 소개되

었다(Brynjolfsson et al., 2013; Rigby, 2011).

옴니채널이란 용어는 멀티채널, 크로스채널과 같은 용

어와 개념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학술 문헌에서 혼용

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Beck and Rygl(2015)은 멀티채널,

크로스채널, 옴니채널 간 모호한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옴니채널은 모든 채널을 통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

하는 데 관여하는 일련의 활동들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채널(channel)이란 고객 접촉점 혹은 기업과 고

객의 상호작용을 통한 매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옴니채

널 리테일링 환경에서는 고객이 완전한 채널 통합을 촉

발시킬 수 있고 리테일러는 완전한 채널 통합을 통제할

수 있다(Beck & Rygl, 2015). 옴니채널 리테일 환경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리테일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ry-

njolfsson et al., 2013).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등

각 채널의 장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옴니

채널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리테일

러들이 증가하고 있다.

리테일러가 제공하는 각각의 채널들은 서로 다른 특

징들을 가지고 독특한 고객 경험을 창출한다. 옴니채널

환경에서 리테일러는 고객의 쇼핑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널 간 일관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채널 간 자

기잠식(cannibalization)을 줄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채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Schramm-Klein et al.

(2011)은 리테일러가 채널 통합을 효과적으로 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개별 채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채널의 고유 특성뿐 아니라

채널 간 다양한 연결은 긍정적으로 고객 충성도에 영향

을 미치므로, 리테일러는 우선적으로 채널과 관련된 소

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해하여 고객의 인지와 평가를 증

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채널 중 온라인, 오프

라인 채널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채널로, 정보전달이나

상품 이행에 있어서 다른 능력을 지니며, 옴니채널 리테

일러의 경우 이질적인 선호를 지닌 소비자들을 모두 고

려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Coughlan et al.,

2001). 이러한 채널의 영향은 산업 카테고리에 따라 다

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의류와 같은 ‘고감각(high-tou-

ch)’ 제품은 제품의 촉감과 확인이 중요하므로(Levin et

al., 2003), 쇼핑 경험의 각 단계에서 오프라인 채널이 다

른 산업에 비해 더 선호되는 카테고리 중 하나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옴니채널 환경에서 의류 제품 소비자들이

구매 단계별 채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기업이 채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채널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온라인 채

널을 대표적인 채널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바일, 카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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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TV 홈쇼핑, 콜센터 등을 추가적인 유통 채널로 고려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채널 중에서도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채널을 온라인 채널과

별개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Baek(2016)의 연구를 참고하

여 유통 채널의 분류를 소비자 구매결정과정 전 과정에

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제공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

일 채널로 분류하고자 한다.

2. 다채널 소비 행동

기존의 소비자 구매결정과정은 EKB(Engel-Kollat-Bl-

ackwell), EMB(Engel-Blackwell-Miniard) 모델과 같은 의

사결정모델로 설명되어 왔으나(Baek, 2016), 이러한 접

근 방식으로 옴니채널 환경에서의 유통 채널 및 소비자

구매결정과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통 채널의 확장으로 인해 유통 채널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변화하였으며, 소비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면서 기존의 구매 과정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접근법으로 소비자 구매결정과정을 파악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변화된 소비자 구매 행태는 어떠한

지 새로운 관점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옴니채널 관련 연구들은 주로 옴니채널에 대한

개념이나 채널 통합 환경에서의 도전 과제, 기업 측면

연구들과(Avery et al., 2012; Beck & Rygl, 2015; Cao &

Li, 2015), 옴니채널의 이전 형태인 멀티채널, 크로스채

널과 같은 다채널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채널 소비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 소비자 특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멀티채

널, 크로스채널을 포함한 다채널 소비에 관해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다채널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출, 충성도

증가 등 다채널 소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Chatterjee, 2010; Chatterjee & Ku-

mar, 2017; Dinner et al., 2014; Jun et al., 2004; Kumar &

Venkatesan, 2005). Kumar and Venkatesan(2005)은 다채

널 소비자가 단일채널 소비자에 비하여 더 많은 제품

을 구매하고, 충성 고객이며, 기업에 이익임을 확인했고,

Chatterjee(2010)는 다양한 독립채널을 운영하는 리테일

러보다 크로스채널 리테일러들에 대한 만족이 더 높다

는 것을 밝혔으며, “온라인 구매 오프라인 픽업” 같은

크로스채널 옵션들이 중요한 차별화 요인이 되고 있다

고 하였다. Chatterjee and Kumar(2017)는 직접적으로 옴

니채널 리테일러를 다루었는데, 소비자들은 구매 불확

실성을 더 높게 인지하는 상품에 대해 단일채널 리테일

러보다 옴니채널 리테일러에게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옴니채널 리테일러는 수

량과 서비스 두 측면을 모두 확장함으로써 고객 접점을

증가시켜 리테일러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높여주고

인지된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히 구매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들은 옴니채널 리테일러에 대한 지불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의 채널 선택에 관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Baek, 2016; Kim et al., 2007; Lee et al., 2012;

Neslin et al., 2006). Kim et al.(2007)은 정보탐색과 구매

단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Neslin et al.(2006)은 기존의 채널 선

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마케팅 활동, 채

널 요인, 채널 통합, 사회적 영향, 상황적 요인, 개인 특성

의 6가지 요인이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제시하였다. Baek

(2016)은 옴니채널 환경에서 소비자 구매결정과정을 인

지, 경험, 주문, 결제, 수령 단계로 구분하고 구매 단계별

유통 채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

과 인지 단계에서는 재미 추구 가치, 대면 채널에 대한

지식이, 경험 단계에서는 재미 추구 가치, 편의 추구 가

치, 대면 채널에 대한 지식이, 주문 단계에서는 비대면

채널에 대한 지식, 재미 추구 가치가 유의한 영향이 있

었다. 채널의 단순한 선택뿐 아니라 채널 이동에 관한 연

구들도 진행되었다(Jun, 2013; Verhoef et al., 2007). Ver-

hoef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검색에서 오프라

인 구매로 이어지는 검색 쇼핑객 현상의 세 가지 매커니

즘을 검증하였다. 검색 쇼핑객 현상이 일어나는 세 가지

매커니즘은 첫째, 인터넷은 검색에 적합하고 매장은 구

매에 적합하다는 점, 둘째, 인터넷의 락인(lock-in) 부족

과 매장의 강한 락인 효과, 셋째, 검색을 위한 인터넷과

구매를 위한 매장 사이에 크로스채널 시너지로 나타났

다. Jun(2013)은 소비자가 정보탐색과 구매 단계에서 온

·오프라인 채널 이동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가격

변수, 소비 성향 변수, 온 ·오프라인 채널 친숙도 변수

임을 밝혔다. 또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이동하는 크로

스채널 소비자는 실물 확인과 안전한 구매를 위하여 채

널 이동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채널 소비자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 또

한 이루어졌다(Keen et al., 2004; Konuş et al., 2008; Pau-

wels et al., 2011; Verhoef et al., 2007). Konuş et al.(2008)

은 쇼핑의 정보검색과 구매 단계에서 채널 성향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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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비자를 uninvolved shoppers, multichannel enthu-

siasts, store-focused consumers, 세 개의 세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다양한 채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쇼핑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멀티채널 열광 쇼핑

객(multichannel enthusiasts) 및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호

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매장 중심 소비자(store-based con-

sumers)를 고려한 채널 구성을 해야함을 언급했다. Keen

et al.(2004)는 매장, 카탈로그, 인터넷의 세 개 유통 포맷

에 대해 소비자 선호 구조를 조사하였는데, 소비자들은

네 개의 세분 집단(generalists, formatters, price sensiti-

ves, experiencers)으로 구분되었다. 일반 소비자(gener-

alists)는 딱히 중요한 속성이 없이 상품이 매력적일 때

구매를 하는 집단이며, 매장 중심 소비자(formatters)는

유통 포맷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로 매장에서만

구매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가격에 민감한 가격 민

감 소비자(price sensitives), 유통 포맷에 대한 과거의 긍

정적인 경험이 중요한 경험 중심 소비자(experiencers)

가 존재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다채널 소비와 관련되어 크게

세 흐름으로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는 각각의 의미 있

는 결과들을 근간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소비자의

관점에서 옴니채널 리테일링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와의 심층 인터뷰

를 통해서 옴니채널 쇼핑 과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전달

하고 옴니채널 리테일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어떠

한지를 직접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옴니채널 유통 환경에서의 소

비자들의 구매결정과정에는 기존의 구매 과정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옴니채널 소비 행동이 기존의 채널 선택 행동과 비교하

여 어떻게 다른지, 어떤 영향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쇼루밍, 역쇼루밍과 같이

새로운 양상의 소비 행태가 등장하는 만큼,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구매결정과정 중 정보탐색, 구매 과정에서

옴니채널 소비자들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옴니채널 리테일링은 본 연구는 옴니채널 리테일링

등장에 따른 소비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옴니채널

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결정과정의 행동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

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를 통해 향후 옴

니채널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언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

아봄으로써, 패션 기업이 옴니채널 리테일링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옴니채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정보검색 및 구매 단계에서의 인식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옴니채널 서비스의 정보검색 및 구매 단

계에서 소비 행태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

는가?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옴니채널 소비자의 구매결정과정에서 소비 관련 인식

및 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

고자 했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채널을 사

용하여 의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4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목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

고, 선행연구의 표본 크기를 참고하여 여성 소비자 15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목적 표집법은 연구문제에 적합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표집하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심화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진실성의 측면

이 강조되며 연구의 참여자들로부터 심층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방법이다(Patton, 1990). 본 연구에 참여한 면

접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16년 8월 중에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평균 면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의 진

행은 옴니채널 소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개

념을 큰 뼈대로 구성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

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다양한 채널을 사용해서 구매해

본 경험에 대한 설명, 옴니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보탐색/구매 과정에서 채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의류 분야에의 중요한 옴니채널 서비스, 보완 혹은

개선해야 될 사항 등을 큰 틀로 구성하고 자유롭게 이

야기하도록 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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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음성 녹음하여 녹취하였으며, 녹취를 통해 얻은 데

이터를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면담을 통해서 얻은 내용은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3단

계로 분석되었다(Corbin & Strauss, 1990). 개방 코딩은

데이터 단위를 분류하고 개념(concept)의 유사성과 차이

점을 찾아내는 범주화(categorization) 과정이며, 축 코딩

은 개방 코딩을 하면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에 해당되고, 선택 코딩은 분석된 자료를 통합하고

중심 범주를 발견함으로써 현상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해 여러 하위 범주들을 연결하며 현

상과 연관되는 다양한 조건, 맥락, 작용/상호작용, 결과

등을 통해 패러다임(paradigm)을 밝히게 되고, 밝혀진 중

심 범주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 소비 과정을 정보탐색, 구매 과정으로 구분하

고, 위와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 옴니채널 소비와 관련

된 인식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옴니채널 소비 특성을 명

확히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미리

정하지 않고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옴니채널 소비와 관

련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개

념, 범주, 주제를 이끌어냈다.

IV. 연구결과

1. 정보검색 단계

1) 유통 채널 간 일관성 및 차별성의 공존 필요

(1) 유통 채널 간 경계없는 일관된 경험 및 서비스

중시

채널 통합 환경에서 더욱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널 간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마케팅 노력은 채널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데(Neslin et al., 2006), 일관된 가격은

마케팅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채널을 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에 채

널 간 가격 불일치로 인해 일관되지 않은 경험을 한 것

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

해 일관된 채널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지하게 되

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참여자 5의 진술에서 보듯이 일

관되지 않은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는 브랜드 및 기업

에 대한 신뢰를 낮게 인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만

Table 1. Profile of the informants

Name Age Occupation
Marital

status
Purchase items (No.)

Amount of

money (￦)
a

1 Participant 1 37 Graduate student Married Clothing (5) 350,000

2 Participant 2 25 Graduate student Single Bag (1), Clothing (3) 3,700,000

3 Participant 3 26 Graduate student Single Shoes (1), Clothing (3) 500,000

4 Participant 4 35 Housewife Married Clothing (7) 950,000

5 Participant 5 32 Employee Married Shoes (2), Clothing (1) 830,000

6 Participant 6 38 Graduate student Single Clothing (4) 400,000

7 Participant 7 43 Employee Single Shoes (1), Clothing (2), Jewelry (2) 550,000

8 Participant 8 38 Employee Single Clothing (5) 470,000

9 Participant 9 25 Undergraduate student Single Clothing (3) 400,000

10 Participant 10 28 Graduate student Single Clothing (4) 380,000

11 Participant 11 30 Employee Single Shoes (1), Clothing (2) 1,200,000

12 Participant 12 31 Government employee Married Clothing (2) 150,000

13 Participant 13 29 Government employee Single Clothing (6) 600,000

14 Participant 14 40 Housewife Married Clothing (2) 250,000

15 Participant 15 30 Employee Single Clothing (4) 300,000

a: Total amount of money for three months (May-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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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은 옴니채널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

키게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일 불만이 그거였어

요. 오프라인에서 사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샀

을 때 더 할인받고 이러는 거 똑같은 옷을 샀는데, 옛날에 롯데닷

컴 이런 데서 너무 세일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너무 화가 났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1)

“앱도 있고 온라인 몰도 있고 실제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브랜

드였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같은 제품인데.

만약에 모르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많은 채널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걸 한 번 경험하면 그 소비자는 모든 채널을 다

검색해 보게 될 거 같은 거에요. 약간 중구난방이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과거의 불만요인들도 주로 가격의 일관성이 부족했

기 때문인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채널 간 경계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격 할인이나 포인

트 제공 등 경제적 혜택이 일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다른 어떤 전략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은 고객

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되기 때문이다.

“무조건 가격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면에 있어서는 우리

가 할인을 더 받고 한다는 거는 되게 큰 거 같고, 어느 채널이랑

비교해서 돈을 더 주고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리스크를

줄이는 거니까 중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1)

“결재와 포인트의 통합, 그게 통합의 기본인 거 같아요. 포인트

를 어떤 사이트에서만 주면 앞으로 거기서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포인트를 여기서 주면 다른 데서 살 때도 쓸 수 있잖아요. 포

인트 중요해요. 통합되면 큰 돈 되거든요.” (참여자 4)

경제적인 혜택 이외에 참여자 2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분위기 및 서비스가 이질적이라는 점을 지적하

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두 채널의 특성이 달라 서비스

수준이 완전히 동일할 순 없겠지만 일관된 서비스를 유

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장 직원이 직접 해주는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랑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온라인에서 이 제품을 구매한 사

람이 같이 구매한, 같이 코디한 게 뜨는데, 그거랑 매장에서 점원

언니가 이거랑 입으면 어울릴 거 같다라고 직접 제안해 주는 거랑

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프라인의 서비스들을 100% 따라하

지 못하겠지만, 백화점 특유의 분위기랑 코디해 주고 비주얼적인

거는 온라인에서도 보완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참여자 2)

기업 측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장 ·단점을 상호보완

해 주면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통 채널별 차별적 혜택 유지

최근 모바일이 새로운 뉴미디어 채널로 급부상하면

서 구매 채널로서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뉴미

디어의 특징 중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사용자들

의 늘어난 통제(control)이다.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필요한 여러 채널을 자유롭게 통합적으로 사

용할 수 있게 되면서(Kushwaha & Shankar, 2013), 소비

자들의 통제권 또는 파워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래 인터

뷰 내용에서도 옴니채널 서비스에서 소비자 통제에 관

한 요구사항이 드러나는데, 소비자들은 근본적으로 채

널 간 일관된 서비스를 원하지만 동시에 각 채널 고유의

혜택 또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은 각 채널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기대하

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 마케팅으로 인한 미세한

혜택 차이 등은 이해할 수 있고, 다만 차이가 있다는 정

보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공하여 자

신에게 통제권을 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음을 지적했다.

“사실 마케팅을 다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은지는 저는 개

인적으로는 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했다

가 뜻밖에 뭔가 더 받았다던지 이런 재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때 천

원, 이천 원 할인 쿠폰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실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 원 주고 샀는데, 온라인에서 구천 원에 판다고

그렇게 기분 나쁠 거 같진 않아요. 오프라인에서는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차이는 상쇄된다고 생각해

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때 딱 샀다, 그래서 되게 기뻤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완전히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라기

보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매장마다 다른 행사

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다른걸 할 수도 있고.

근데 안내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참

여자 7)

참여자들은 또한 나만이 가질 수 있었던 정보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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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 때문에 채널 간

차별적 이점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Konuş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검색 및 구매 과정에서 소비

자들의 멀티채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고객을 세분

화하였는데, 멀티채널 행동 중 의복 카테고리에서는 전

자, 건강 등 다른 카테고리와는 다르게 쇼핑 즐거움이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다.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채널 간

일관성이 너무 강조됨으로 인해 패션의 본질을 고려한

즐거움, 희소성 등의 특징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있

었다.

“사람이 득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만 좀

싸게 사는 그런 기분 같은 거는 또 못 느낄 거 같기도 해요.” (참

여자 14)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왠지

싸게 산 거 같고. 물건 살 때, 잇 아이템인데 나만 알았으면 좋겠

는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어. 뭔가

그러면 오프라인 적으로 숨겨진 곳이 더 많이 생겨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아는 제품, 내가 어떤 매장에서 옷을 사 입

고, 단골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온라인으로 진출하면 기분 나

쁠 거 같아요. 나만의 그런 곳인데, 레어템인데. 돈 좀 벌겠다고

인터넷 매장 시작하셔가지고, 사람들 다 비교해 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참여자 4)

이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채널 간 완벽한 일관

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통제를 통해 선택과 경험을 극

대화할 수 있도록 차별적 이점이 공존하는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패션

제품의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서

비스를 통해 옴니채널 전략을 세우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유통 채널별 차별적 정보 탐색

(1) 직접적인 정보탐색을 위한 오프라인 채널

정보검색 과정에서는 하나의 채널에 국한되지 않고 다

양한 채널에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 중 오프라인 채널은 사이즈, 핏, 소재 등을 직

접 가시적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의류 제품과 같은 실물 확인이 중

요하고 구매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 카테고리의 경우에

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항상 비교해요. 애기 옷 같은 경우도 사진으

로 보면 온라인 매장에서 보면 애기 옷은 민감하잖아요, 살이. 사

진으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소재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되어있고, 성분이 어떻고 나와있어도 그거

본다고 감촉이 어떤지 대강 상상이 가진 않잖아요. 내가 입으면

아무거나 입겠지만, 애가 입었는데 까칠해 봐. 벗어 던진다고 못

입히거나.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가야죠. 가서 만져보면 대강 이

브랜드의 옷은 대강 이런 질감이라는 게 상상이 가도 그래도 확

인을 해보는 거에요.” (참여자 4)

참여자 4는 특히 아기 옷과 같이 터치, 소재 확인이

중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검

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선행연구와 같이 고감각 제품 카테고리는 오프

라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 ·오프라인 채널

을 이동하는 소비자는 실물 확인과 안전한 구매를 위해

채널 이동의 번거로움을 감수한다고 나타난 Jun(2013)

의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오프라인 채널

을 실물 확인 및 안전한 구매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간접적인 정보탐색을 위한 온라인 및 모바일 채

널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은 다양한 상품의 가격이나 정

보 등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비교하고 검색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때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정보검색에

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은 주로 컴퓨터(데스

크톱, 노트북 등)를 매개로 웹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것

을 의미하는 반면, 모바일은 휴대용 기기(스마트폰, 태블

릿 PC 등)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두 채널은 차이가 있

으며, 모바일 채널은 이동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더

큰 이점이 있다(Kim & Song, 2015). 참가자들은 컴퓨터

를 활용한 인터넷의 경우 제품을 큰 화면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확인을 위

해서 주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 채널을 활용

한 검색이 증가했음을 언급했다. 모바일은 항상 몸에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틈

틈이 검색을 하기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을 오가면서 검색을 하죠. 주로 요즘에는 모

바일이 강세인 거 같아요. 티비 볼 때 컴퓨터 앞에 앉아있긴 힘드

니까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다니면서 화장실 볼 때도

보고, 밥 같은거 해놓고 기다릴 때도 잠깐 보고, 모바일로 제일 많

이 하는거 같아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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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이 중요한거 같아요. 컴퓨터를 막 들고다닐 순 없잖아

요. 아이패드 이런 건 막 이고지고 다니면서 보고.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3)

특히, 앱, 블로그,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전

세계 패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검색

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소비자의 채널 선택은 그

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그 채널을 사용한다는 신뢰에 의

해 영향을 받는데(Neslin et al., 2006),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에서의 SNS 활용은 소비자에게 사회적 영향에 의

한 채널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어 갖고 싶다, 뭔가 갖고 싶다

는 예쁘다 이정도 생각이 드는거는 일단은 크게 주변에 패셔니스

타? 그런 사람들이랑 아니면 인스타?를 통해서 그런걸 많이 올리

잖아요 사람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저는 인스타는 피

씨로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다 앱으로만, 모바일로만 사

용을 하고, 인스타에서 좀 예쁜 거를 발견을 하거나 그러면 핀터

레스트 같은 데서 찾아보는 편이구요. 아니면 잡지. 패션 잡지들도

요새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네들 컨텐츠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를 팔로

우 해서 소식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제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

프라인 잡지로도 보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보죠. 그래서

틈틈이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 제품 검색을 할

때는 피씨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또한 정보검색 단계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이용하여 구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후기

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채널 속성은 소비자 구매결정

단계에서 채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프라

이버시 문제는 인터넷 구매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Neslin et al., 2006). 온라인, 모바일 구매를 하는 경우나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우 인지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후기를 참고하

여 구매 위험을 줄이는 행동을 보였다. 후기를 볼 때, 참

여자 12의 진술처럼 긍정적인 후기뿐 아니라 부정적인

후기를 함께 참고하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후기는 실질

적인 품질이나 사이즈 등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고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겼다. 참여자

1이 언급한 것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브랜드는 구매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

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후기를 통해 이를 극복하

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후기 완전 봐요. 언제 보냐면 내가 익숙한 브랜드는 안 봐요.

근데 내가 이 브랜드에서 처음 사본다거나 이 쇼핑몰을 처음 이

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브랜드 제품은 후기를 많이 보지 않는 편이

에요. 근데 온라인 보세 매장 같은 경우는 스타일별로 다 퀄리티가

다르니까 그때는 후기를 다 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할 때.”

(참여자 1)

“후기는 엄청 많이 봐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후기를

남긴 거를 토대로 사이즈가 정사이즌지 크게 나왔는지 작게 나왔

는지를 본 다음에, 주로 평가가 나쁜 후기를 주로 봐요, 저는. 이

사람이 왜 평가가 나쁘다고 했는지를 유심히 봐요. 그 이유는 별

점이 낮은 소비자들이 훨씬 까다롭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여자 12)

2. 구매 단계

1) 유통 채널별 차별적인 쇼핑 가치 추구

쇼핑 경험을 통해 지각된 가치는 만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쇼핑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서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쇼핑 경험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실용적 가치, 쾌락적 가치

로 구분될 수 있는데(Babin et al., 1994), 단일채널 환경

에서는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를 반영하는 쇼핑 경

험의 개념으로써 편리성(convenience)과 즐거움(enjoy-

ment)이 제시되어 왔다(Childers et al., 2001). 소비자들

은 쇼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

는 채널을 선택하기 때문에, 쇼핑 경험을 통해 추구하고

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하는 구매 채널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채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편리성과 같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고 가격 등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이용했으며,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고 신뢰와 서비스

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은 가격, 편의성 등 실용적 가

치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저

가 아이템의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이 더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데, 티셔츠 같은 제품의 경우 쇼핑하기에 편리하

고 가격이 다소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5가 언급한 것처

럼 온라인, 모바일 채널의 경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성도가 있는, 신뢰할 만한 브랜드 같이 구매에 대한 확

신이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 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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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에는 의상은 당연히 입어봐야 하고 만져보고 구매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자기 취향이나 그런 게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호 브랜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온라인으로나 모바일로 봐도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 같아요. 근데 모

르는 생소한 브랜드면 더 찾아보고 온라인을 더 찾아본다든지 꼭

가서 사야겠다 그런 게 생기는 거 같아요. 모르니까.” (참여자 5)

오프라인 채널은 참여자 4의 진술처럼 위험 수준이

높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는 달리, 만족

스러운 매장 서비스 및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도

가 높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명품과 같은 고가 아이템이

나 실제로 착용해 봐야 하거나 확신이 없는 아이템의 경

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주로 이용했다.

“온라인을 많이 사기는 하는데, 가격대가 좀 있는 거는 오프라

인을 가죠. 왜냐하면 가격이 좀 있으면, 내가 샤넬이나 구찌에서

명품을 사려고 하면 온라인이 훨씬 싸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사지

않아요. 백화점 가서 아니면 면세점 가서 들어보고 사요. 판매처

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요즘에는 진짜가 많다고 해도

명품 같은 거를 사는데 백만 원 주고 사는데 매장 같은 데 들어가

서 딱 서비스 받으면서 거울도 막 들어보고, 그 제품을 딱 찍었으

면 모르겠는데 가면 다른 제품들도 보고 사치스러운 걸 다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 평상시에 그럴 수 있는 기회 별로 없거든

요. 그걸 누려야 해요.” (참여자 4)

이러한 오프라인 채널은 참여자들에게 신뢰나 높은

서비스 수준과 같은 이점을 지닌 채널로 여겨지기도 하

지만,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은 해당 브랜드의 이

미지를 전달해 주는 곳으로 제품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

고,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

되었고, 단순한 구매 공간이 아닌 즐거움과 같은 고객

체험을 제공하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백화점 매장을 포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백

화점 매출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 솔직히. 근데 이미지도 있고

오프라인을 둔다면 로드샵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으니

까. 포기 못하고 매출이 안 나와도 이고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

서 입어보기도 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이 되도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아울렛을

간다든가, 온라인으로 산다든가, 매장 가서 입어보고 매장을 체험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매장을 요사스럽게 꾸며놓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 분위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느낌이 있

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하는 거에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를 만들어 주려면 오프라인을 봐야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4)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이유가 물론 구매하는 거 외에도 즐기

는 게 있잖아요, 문화처럼. 그 매장의 분위기나 매장이 꾸며져 있

고, 응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즐기는 면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브랜드들은 계속 매장이 유지가 될 거 같아요. 그

걸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참여자 3)

Kim et al.(2007)은 온라인 쇼핑 경험이 많고, 가격을

추구하는 쇼핑 가치를 지닌 소비자들은 주로 온라인 채

널을 이용하며, 쇼핑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고, 인지된 위험이

높을 때 오프라인 채널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는데,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에서는 가격과 같

은 실용적 가치를,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매장 경험을 통

해 실용적 가치보다는 재미, 즐거움 같은 쾌락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옴니채널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

(1) 유통 채널 간 결합된 결제 수단의 활용

옴니채널 리테일링에서의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가 바로 결제 시스템이다. 기존

에는 정보를 탐색한 채널에서 주로 구매가 이루어져 왔

지만, 옴니채널 리테일링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얻은 정보는 채널 간 연계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 참가자 8의 경우처럼 모바일로 검색 후 오프라인에

서 제품을 확인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모바일에서 결제

하거나,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등

채널을 넘나들며 결제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

었다. 핀테크와 같은 결제 시스템의 발달은 기술 발달 이

전보다 소비자들이 결제를 편리하게 하도록 도와줌으로

써 채널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소비를 하도록 해준다.

“처음에는 앱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가서 입어보고 구매하고

했는데, 워낙에 물건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디 스커

트를 사고 싶은데 한 매장에 다 모여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앱으

로 일단 보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스커트가 있구나’, ‘이런 스커

트가 있구나’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돈지 사이즈가 뭔지

모르니까 앱에서는 장바구니 담아놓고 실제로 그 제품을 찾아서

입어보고, 화면에서 본 거랑 맞는지 보고, 사고싶으면 그 자리에

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오는 길에 모바일로 구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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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8)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주로 샀는데, 컴퓨터가 결제가 너무 안

좋은 거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노트북에서 본 다음에 구

매할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모바일로 와가지고 결제할 때가

훨씬 많아요. 주로 요즘에는 모바일이 강세인 거 같아요.” (참여

자 11)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를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

하는 연구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가리키는 ‘핀테크

(fintech)’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결제를 용이하게 하여 다

양한 채널 간 자유로운 결제 서비스를 하도록 도와준다

(Park, 2015). 참여자 4의 진술에서처럼 핀테크 사용 초

기에는 보안상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으나, 편리

한 결제 시스템을 경험한 후에는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6의 경우에는 모바일 채널의 경우 편리함뿐만

아니라 PC와는 달리 본인만 사용하는 기기라는 의식 때

문에 보안상의 위험을 보다 적게 의식한다고 언급했다.

결제 과정이 복합해지면 구매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데,

핀테크의 결제 용이성과 같은 편리함은 추가 구매로 이

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좀 불안했었어요. 카드 도용되고 하는 건 아닌가, 결

제 쉬워지면 돈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그거 모바일

로 한 번 사용하고 나니까 결제된 걸로 ‘계속 쓰시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편해요. 딱 누르면 결제되거든요. 번거롭지 않

고 쉽게 판매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카드번호 넣고 복잡하면 잘 안

사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4)

“공인인증서 컴퓨터로 하면 꽂아서 비밀번호 되게 길게 해가

지고 입력해서 틀리면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페이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스마트 페이 하겠다

고 하면 핸드폰으로 딱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 설정했던

네 자리 딱 입력하면 자동 결제가 되서 여기서도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팝업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도

모바일로 연결해서 결제하게 되고. 엄청 편해요. 모바일은 확실히

내 꺼고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있으니까요.” (참여자 6)

(2) 유통 채널 간 연계된 주문 수행 서비스

구매 단계에서 채널 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온라인 구매, 오프라인 픽업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대해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참여자

15명 중 7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이용 의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

다. 온라인 구매, 오프라인 픽업 서비스의 혜택에 대해

서는 배송료 등 경제적인 이유, 배송 시간이나 불필요

한 이동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을 언급했다. Bell et

al.(2014)은 고객 관점에서 오프라인 픽업 서비스는 배

송비 절감과 대기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동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지적하였는데, 인터뷰 내용을 통

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송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틀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

냥 내가 가서 찾아서 사는 거보다 이미 사놓고 결제까지 다 한 거

니까 찾아만 오면 되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가서 뭔가 찾고 물

어보고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난 그것도 좋은 거 같

아요.” (참여자 9)

“배송료 부분에서 약간. 픽업하는 거는 배송료 안 받거든요. 그

래서 픽업하러 많이 가요. 어떤 경우에 자라에서 픽업을 하냐면요,

우리집에서 용산이 되게 가까워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코엑스나 신도림 이런 데만 있어요. 그럼 주문해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샀는데 배송료 2,500원이 아깝단 말이에

요. 그럼 가까운 지점에서 받든지 마트 같은 데 들렀다가 찾아올

수도 있고. 배송료 문제가 아니면 집에서 받죠.” (참여자 15)

이 외에도 서비스에 대해 참여자 7은 교환, 취소가 용

이하며 불필요한 점원과의 면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언급했다. 이때 원치 않는 판매원과 직접 대면

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품을 예약, 확보했다는 심리

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밝혔다.

“편리한 거는 속옷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브라 같은 경

우에는 사이즈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옷

자체가 촉감이나 그런 게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고, 핏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 오며 가며 들러서 거기서

입어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가 귀찮지가 않죠. 그러고 그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일단 매

장에 가면 그걸 찾아가지고 점원하고 또 상대를 해야 되고, 그 다

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은. 클릭은 내가 원하는 게 딱

있으니까 그거를 구매를 해서 예약해 놓은 기분이랄까? 그런 기

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편한 거 같아요.” (참여자 7)

Neslin et al.(2006)은 온라인 구매, 오프라인 픽업과 같

은 서비스와 같이 잘 통합된 채널 서비스는 두 채널을

다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자 행동을 하도

록 이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채널 간 통합된 서

비스는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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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기업들은 적절한 통합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선

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빠른 유통 환경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넘나드는 소비

자들의 구매 행태를 반영하는 옴니채널 소비가 급증하

면서, 기업들도 과거 채널별 효율적인 고객 관리 관점에

서 최근에는 채널들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

한 고객 관리의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

신에게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채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채널들을 넘나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소

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패턴에 초점을 맞추어 옴니채널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옴니채널 리테일링 환경에서의 소비자 인식과 특

성을 파악함으로써 변화된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자 하

였고, 정보탐색과 구매 과정에서의 소비 특성을 알아보

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정보검색 단계에서의 옴니채널 소비 특성을 알

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경계 없

는 채널 간 일관된 고객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채널 간 일관된 상품 및 서비스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하지

만, 소비자들은 일관성과 동시에 채널 고유의 차별적 이

점 또한 유지하길 원했다. 즉, 일관된 서비스를 기본으

로 하되 채널 고유의 혜택 또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채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차별적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둘째, 정보검색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유통 채널 간 차별

적인 정보탐색을 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은 사이즈,

소재 등을 직접 확인하는 채널로, 온라인 채널은 이미지

를 포함한 상세한 검색, 모바일 채널은 이동성과 편리

성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 채널로 활용되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에서는 후기를 참고하여 직접 확인이 불

가능한 채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매 단계에서의 옴니채널 소비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유통 채널별

로 차별적인 쇼핑 가치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비

자들이 쇼핑 경험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

인가에 따라 구매 채널이 달라지는데, 오프라인 채널은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 가치를 제공하는 채널로,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은 가격, 편의성과 같은 실용적 가치를

만족시키는 채널로 선택되었다. 둘째, 구매 단계에서는

유통 채널 간 결제 수단의 결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나의 채널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

리 핀테크 등 기술의 발달은 채널을 넘나들며 편리한 소

비를 할 수 있게 했다. 셋째, 구매 단계에서는 유통 채널

간 연계된 주문 수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는

데,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구매, 오프라인 픽업 서비스이

다. 이러한 서비스는 배송료, 배송 시간, 이동 시간 절약

과 같은 혜택을 주고, 불필요한 면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활용 의지를 보였다.

인터뷰 결과, 옴니채널 리테일링에서의 구매결정과

정은 과거와는 달리 한 채널의 장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

고, 상황과 추구하는 소비 특성에 따라 채널을 적절히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채널 간 경계없는 소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패션 기업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옴니채널 서비스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첫째, 소비자들은 옴니채널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

로 일관성뿐 아니라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다.

옴니채널이 채널 간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

를 담고 있는 만큼 일관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패션

산업은 다른 산업 카테고리와는 다르게 희소성의 가치

가 중요한 카테고리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채

널 관점에서 옴니채널 서비스 확대에 따른 편의성 증가

와 같은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희소성과 같은

패션의 본질과 관련된 특성이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현했다. 특히 모바일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소

비자들은 소비에서도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

에, 일관뿐 아니라 채널 고유의 차별적 이점 정보를 제

공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패션 기업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

여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독점 할인

상품을 제공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체험하고 구

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 각 채널의 특성을 살

리고 다양한 채널 간의 장 ·단점을 보완하면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옴

니채널 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다양한 채널을 통

해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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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쇼핑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앞의 진

술에서 한 참여자가 쇼핑을 통해 즐기는 것을 하나의 문

화로 표현했는데, 옴니채널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인 만큼 단일채널 리테일러보다도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패션 기업의 오프라

인 매장은 상품을 보여주고 경험을 제공하는 쇼룸의 기

능으로 재조명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적극 활용

하여 이벤트, 문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소

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쇼핑 즐거움을 제공하고

더불어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2개 채널 이상을 활용하여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옴니채널 소비자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

빈도와 이용 수준 등을 다원화하여 더욱 깊이 있게 분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구

매의사결정 과정 중 정보탐색, 구매 과정만을 다루었지

만,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체 과정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유통 채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옴니채널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향후 양적 연구를 통해 옴니채널 소비 행동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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