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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 리테일의 미래는 ‘멀티채널’ 로 평가되고 있다. 멀티

채널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다양한 접점

에서 고객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형성한다. 멀티채널 환경에서는 채널간 장벽이 낮아지게 되므로, 높은 

고객 충성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멀티채널 고객

의 충성도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의 채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경험의 장점에 차이

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객의 채널 선택에 따라 자기-브랜드 연결

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온라인 채널은 정보탐색 

단계에서, 오프라인 채널은 구매 단계에서 자기-브랜드 연결 형성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채널 정보탐색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 구매 비중이 높을수록 자기-브랜드 연

결의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온라인 채널 정보탐색과 오프라인 채널 구

매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널의 추가적인 채택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기 보다는 단순한 가산 적인 효과를 준다고 이

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브랜드 연결이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기

존 선행연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소비자의 채널 선택이 자기

-브랜드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멀티채널 

연구와 관계마케팅 연구에 기여한다. 기존의 관계 마케팅 연구에서는, 

자기-브랜드 연결을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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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착의 형태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소비자의 채널 선택이 

자기-브랜드 연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이 각각 정보탐색 단계와 구매 단계에서 자기-브랜드 연

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기업이 알맞은 채널 경영 전략을 통해 자

기-브랜드 연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위와 같은 학문적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이 소비자의 

자기-브랜드연결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가 온라인 채널에서 정보탐색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차별화된 오프라인 구매경험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어 : 멀티채널, 옴니채널, 자기-브랜드 연결, 고객 충성도, 정보탐색  

학  번 : 2017 – 2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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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멀티채널 쇼핑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소비자 여정에서 온

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편리해졌다. 현대 소비자들

은 항상 깨어 있는(always-on) 고객으로 정의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에 모두 존재하는 다양한 접점에서 브랜드와 소통한다. 이러한 멀티채널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하던 회사들은 오

프라인 쇼룸을 만드는 등, 보다 많은 소비자 접점(customer touch point)

에서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E-commerce 회사인 아마존은 2016년 식료품 체인인 ‘ 홀푸드

(Whole Foods Market)’를 인수해 뉴욕시에 13개 매장을 확보했으며,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Amazon Books)’ 와 온라인 아마존 샵

에서 별 4개 이상을 받은 제품만 판매하는 ‘아마존 포스타(Amazon 

Four Star)’ 등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또한, 2021년까지 총 3000개

의 무인매장 ‘아마존고(Amazon Go)’를 열 예정으로, 오프라인 스토

어 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Natalie Berg는 저서 “Amazon: the co-

author of a new book “Amazon: How the world’s most relentless 

retailer will continue to revolutionize commerce”에서, 현대 고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 대해 선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구매 과

정에서 단순히 한 채널만을 사용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리테일의 미래는 ‘흑과 백’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명확히 구분

된 것이 아니라, 멀티채널이다” 라며 기업의 멀티채널 전략 관리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멀티채널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고객 경험을 하며, 이러한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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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볼 때(Rose et al., 

2011), 소비자 여정(customer journey)에서 고객의 채널 선택에 따라 

소비자-브랜드 관계 형성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멀티채

널 소비자와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고객이 채널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요인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Kumar & Venkatesan, 2005; 

Kushwaha & Shankar, 2008a; Montoya-Weiss et al., 2003), 채널 선

택 자체가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 여정에서 고객의 채널 선택

이 개인과 브랜드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자기-브

랜드 연결(Self-Brand Connection; SBC)을 측정하였다. 멀티채널 상황

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고객 충성도이다. 고객 충성도를 측정하

는 여러 지표가 있지만, 그중에서 고객 경험과 관련이 있는 지표 중 하

나는 자기-브랜드 연결이다. 자기-브랜드 연결은 개인이 특정 브랜드를 

자신의 자아 개념에 포함한 정도를 말하며(Escalas, 2004; Escalas & 

Bettman, 2005),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관련성이 있

다(Escalas & Bettman, 2003). 브랜드 애착(brand attachment)의 하나

의 형태인 자기-브랜드 연결은, 개인이 특정 브랜드를 자신의 한 부분

으로 생각하여 브랜드와 개인 간의 인지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감정적이다(Brakus, Schmitt & Zarantonello, 

2009). ‘마음의 만족도’를 일컫는 ‘가심비’가 경험 마케팅에서 중

요한 키워드가 되었는데(2018 디지털 마케팅),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감정적 연결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기-브랜드 연결은 멀티채널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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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브

랜드 충성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로써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van 

Der Westhuizen, 2018). 또한, 멀티채널 환경에서는 브랜드 전환

(brand switching)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가

능한 고객과 브랜드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경험 마케팅적으로도 매

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Keller, 1993). 

 본 연구는 소비자 여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선택이 특

정 브랜드에 대한 자기-브랜드 연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자

기-브랜드 연결은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Fournier, 1998). 따

라서, 브랜드 경험은 고객-브랜드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Schembri, 2009), 특히 자기-브랜드 연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고객 경험은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온라인 채널은 정보의 양이 많고,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

며, 오프라인 채널은 온라인 채널보다 매장 직원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많고, 매장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쇼핑의 불확실성이 

적인 것이 특징이다(Rose et al., 2011). 반면, 온라인 채널은 정보성

(informativeness)이 강해 오프라인 채널보다 정보의 양이 많고, 시간

과 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채널은 정

보 검색 단계에서 더 양질의 고객 경험을 줄 수 있으며(Bleier, 

Harmeling & Palmatier, 2019), 오프라인 채널의 사회적 존재감(social 

presence)과 감각적 매력(sensory appeal), 그리고 쇼핑의 불확실성 

제거는 구매 단계에서 더 양질의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검색 단계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사용할 때 소비자가 더 높은 

자기-브랜드 연결을 가지며, 구매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채널을 사용할 

때 소비자가 더 높은 자기-브랜드 연결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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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간 시너지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Verhoef, Neslin, & 

Vroomen, 2007), 정보 검색단계에서 사용하는 채널과 구매 단계에서 

사용하는 채널 간 교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선행 연구는 소비자의 특성이 멀티채널 환경에서 채널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시사점을 제공하였지만,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 단계별 채널 선택이 소비자-브랜드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현대의 소비자에게는 일

반적이게 된 멀티채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멀티채널에

서의 고객 경험에 집중하고 있다. 고객 여정에서 정보 검색과 구매 단계

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중 어떤 채널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된다면, 기업이 고객 여정의 단계를 고려

하여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채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업의 소비자-브랜드 관계 마케팅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서 채널 선택이 자기-브랜드 연결에 

주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고객의 특성이 채널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소비자의 채널 선택이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소비자-브랜드 간 관계 연구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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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멀티채널 쇼핑과 리서치 쇼퍼(research shopper) 

 

 이제는 멀티채널 쇼핑의 시대이다. 소비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다양한 채널 선택 옵션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Verhoef, 

Neslin, & Vroomen, 2007). 고객이 멀티채널을 사용하는 정도와 기업의 

이윤과 점유율(share of wallet)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기

업에도 멀티채널 고객의 가치가 강조되었다(Kumar & Venkatesan, 

2005). 2019년 2월 한국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16.4%(1조 3,553억원) 

증가한 9조 5,966억원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의 규모가 커

지기 시작하고, 멀티채널 고객에 대한 가치에 주목받으면서, 멀티채널 

고객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멀티채널 쇼퍼(multi-channel shopper)는 하나 이상의 유통 채

널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소비자로 정의될 수 있다(Kumar & 

Venkatesan, 2005). Blattberg, Kim and Neslin(2008)은, 과거 기업들

이 전통적으로 하나의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했지만, 최근 거의 모든 

기업은 멀티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한다고 하였다. 기업들이 멀티채널 

전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멀티채널 고객에 대한 특성(Konuş, 

Verhoef, & Neslin, 2008; Schroder & Zaharia, 2008; Kumar & 

Venkatesan, 2005; Ansari, Mela & Neslin, 2008), 멀티채널 고객의 가

치(Kushwaha & Shankar, 2013), 멀티채널 고객의 채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Thomas & Sullivan 2005b; Montoya-Weiss et al. 2003), 

그리고 리서치 쇼핑(research shopping) 현상에 관한 연구(Arora & 

https://www.google.co.kr/search?tbo=p&tbm=bks&q=inauthor:%22Robert+C.+Blattberg%22&source=gbs_metadata_r&cad=7
https://www.google.co.kr/search?tbo=p&tbm=bks&q=inauthor:%22Byung-Do+Kim%22&source=gbs_metadata_r&cad=7
https://www.google.co.kr/search?tbo=p&tbm=bks&q=inauthor:%22Scott+A.+Neslin%22&source=gbs_metadata_r&ca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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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ney, 2018; 2017; Flavián, Gurrea, & Orús, 2016; Wolny & 

Charoensuksai, 2014; Balasubramanian, Raghunathan, & Mahajan. 

2005; Chou et al., 2016) 등이 이루어져 왔다.  

  Bell, Gallino, & Moreno (2014)는 멀티채널 고객을 정보 전달

(information delivered) 채널과 구매(fulfillment) 채널의 사분면으로 

구분하였다. 정보 검색과 구매를 동일 채널에서 하는 단일 채널(single-

channel) 고객 중, 오프라인 고객은 ‘ 전통적인 리테일(traditional 

retail)’ , 온라인 고객은 ‘순수 e-commerce 고객(pure-play e-

commerce)’으로 구분하였다. 멀티채널 사용 고객은, 정보 검색이 온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구매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경우 ‘ 웹루머

(Webroomer)’, 반대로 정보 검색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구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경우 ‘쇼루머(Showroomer)’로 구분하였다. 이

렇게 정보 검색과 구매가 각각 다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리

서치 쇼핑(research shopping)’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항상 깨어 있는(always-on) 고객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

해 제공되는 다양한 접점에서 브랜드와 소통한다. 리서치 쇼핑은 이러한 

현대 소비자들의 쇼핑 행동 양상으로써, “고객이 하나의 채널에서 제품

에 관한 정보검색을 한 다음, 다른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

으로 정의할 수 있다(Verhoef, Neslin, & Vroomen, 2007). 

리서치 쇼핑 소비자 행동 연구는 일반적으로 쇼루머를 경제적 

이익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그룹으로 보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평균적

으로 온라인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쇼루밍

(showrooming)에 대해 인지된 혜택이 가격 절감이기 때문이다

(Gensler, Neslin & Verhoef,  2017). 또한, Ansari, Mela & Neslin 

(2008)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과 매출은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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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고, 온라인 구매는 고객 충성도에 있어서 제한적인 효과를 준

다는 점을 밝혔다.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멀티채널 연구는 쇼루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쇼루밍 고객은 기업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right channeling) 소비자 그룹으로 간주하였다. 

또 다른 형태의 리서치 쇼핑인 웹루밍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 채널이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먼저 제품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쇼핑 형태를 말한다(Fernández, Pérez, & Vázquez-Casielles 

(2018). Chiu et al. (2011) 에 따르면, 전체 리서치 쇼퍼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에서 먼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lavián, Gurrea, & Orús (2016)는 실제 구매

를 하기 이전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확신을 고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웹루밍은 온라인에서 행해지

는 정보검색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멀티채널 쇼핑에서 쇼루밍과 웹루밍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속성이 주는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각각의 

장점은 특정 목적(예, 정보검색 또는 구매)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Barwitz & Maas, 2018). 또한,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68%가 주기

적으로 쇼루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tatista 2016), 한국의 멀티

채널 사용자 조사 결과, 54.4%가 전문직 종사자이고 비교적 높은 소득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Park & Kim, 2018), 멀티채

널 쇼핑을 하는 것은 이제 저렴한 가격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 각 채널

이 주는 장점과 경험을 모두 극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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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채널 선택과 고객 경험 

 

 멀티채널 고객들은 단일 채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이용한 다양한 고객 접점을 통해 회사와 소통하기 때문에, 이러

한 멀티채널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과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Lemon & Verhoef, 2016). 고객 경

험에 대한 연구는 고객이 구매 행위를 할 때 제품과 서비스 이외에 만족

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Abbott, 

1955). Pine and Gilmore (1998)은, 고객 경험은 제품이나 재화와는 별

개로, 소비자가 회사가 선보이는 일련의 기억에 남는 일들을 즐기며 시

간을 보내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고객 경험에는 여러 정의가 있다. 먼저, Schmitt (1999)는 경험

을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다

섯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Verhoef, Neslin & Vroomen (2007)은 

고객 경험이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회사에 대한 고객의 인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및 물리적 반응을 전체론적으로(holistic) 포함한

다고 하였다. Brakus, Schmitt & Zarantonello (2009)는 고객 경험을 주

관적이고, 내적인 고객 반응(감각, 감정, 인지)과 브랜드에 대한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고객 경험을 제품 경험, 쇼핑과 서비

스 경험, 그리고 소비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실무에서는 고객 경험

을 “회사가 제공하는 것의 모든 측면”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고객 서

비스 품질, 광고, 패키징(packaging), 제품과 서비스 특징, 사용의 용이

도, 그리고 신뢰도 등을 포함한다(Lemon & Verhoef, 2016).  

  최근에 전체 소비자 중 멀티채널 쇼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

게 되고 이에 따라 온라인 고객 접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온라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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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경험을 오프라인 고객 경험과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고객 경험은 온라인에서 접하는 제품 프레젠테이션에 대

한 고객의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인 심리 반응이다 (Bleier, Harmeling & 

Palmatier, 2019). 온라인 고객 경험은 오프라인 고객 경험과 상당 부

분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오프라인 고객 경험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고객 경험에서는 브랜드와의 개인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낮으

며, 브랜드 프레젠테이션이 만질 수 없는(intangible) 형태로 제공된다

(Rose et al., 2011). Bleier, Harmeling & Palmatier (2019)는 온라인 

고객 경험의 차원을 웹사이트가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

를 제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성(informativeness)’, 온라인 고

객 경험이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재미를 말하는 ‘ 오락성

(entertainment)’, 따뜻함, 사교성, 그리고 인간적 접촉을 말하는 ‘사

회적 존재성(social presence)’,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

는 표현적 풍부함을 말하는 ‘감각적 매력(sensory appeal)’의 네 가

지로 구분하였다.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이 고객 경험 제공에 있어서 제공

할 수 있는 강점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고객 여정에 영향을 줄 것이

다.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온라인 채널은 정보의 양이 방대한 인터넷을 활용하며, 소비자들

은 인터넷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한 가격 비교, 온라인 리뷰, 그

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활용하여 다

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정보를 얻는데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

를 검색해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브랜드도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검색해 볼 수 있다. 온라인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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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가격과 제품 정보를 비교해보는 효과적인 쇼룸(showroom)의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구매 고려 집합(consideration set)을 효과적

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Wolny & Charoensuksai, 2014). 하지만, 

온라인 채널은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얻는 정보는 만질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고,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Dimoka, 

Hong, & Pavlou, 2012).  

 나아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보탐색을 한

다는 것을 고려하면, 온라인의 낮은 탐색 비용(search cost)는 오프라인 

정보탐색 대비 더 높은 만족도를 줄 것이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오프라

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제품 추천 기능과 제품 동일 장소 배치

(product colocation)기능이 있어서 고려집합(consideration set)을 구

성하는데 더 시간상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Kim, Albuquerque, 

& Bronnenberg, 2010). 이러한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도구는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치를 줄 

것이다. Kim, Albuquerque, & Bronnenberg (2010)는 소비자의 최적 정

보탐색과 선택의 과정(optimal search and choice process)을 기대 효용

에서 총 정보탐색비용을 뺀 값을 최대화하려는 욕구의 결과물이라고 보

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상품에 대한 기대 효용은 같은데, 

온라인 채널에서의 정보탐색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매장 직원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의

사소통이 가능하며,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이는 쇼핑 위험을 

감소시켜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ult et al., 2018). 또

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의도한 브랜드 프레젠테이션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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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t et al., 2018),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만지거나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쇼핑 관련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Rose et al., 2011). Bleier, Harmeling & Palmatier (2019)는 위와 같

은 오프라인에서만 제공 가능한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온

라인 웹 페이지를 감각적으로 잘 디자인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

자 경험에 분명한 차이를 줄 것이다.  

 멀티채널 고객의 쇼핑 여정의 선상에서 볼 때, 온라인 채널의 정

보와 관련된 강점은 정보검색 단계에 더 적합하며, 오프라인 채널의 직

접적인 소통과 불확실성의 제거와 관련된 강점은 구매 단계에 더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멀티채널 고객이 정보 검색 단계에서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고 구매 단계에서 오프라인 채널을 사용한다면 가장 풍부

한 고객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멀티채널 쇼핑 여정

은 고객이 정보 검색 단계에서 온라인 리뷰를 활용하고, 구매 단계에서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구매의 확신을 

준다고 밝혀진 바 있다(Flavián, Gurrea, & Orús, 2016). 따라서, 온라인

에서 정보검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은, 멀티채널 환경

에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의 장점을 쇼핑 여정 단계에 따라 효

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 경험을 가장 풍부하게 하는 형태

의 쇼핑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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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자 경험과 자기-브랜드 연결(Self-Brand 

Connection)  

 

자기-브랜드 연결(Self-Brand Connection; SBC)은 개인이 특

정 브랜드를 자신의 자아 개념에 포함한 정도를 뜻한다(Escalas, 2004; 

Escalas & Bettman 2005). 이는 브랜드가 개인의 자아를 표현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Hosany and Martin 

(2012)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실용적인 이유로 구매할 뿐만 아니라, 제

품이 나타내는 의미 때문에 구매함을 강조하였다. 즉, 소비자는 제품 구

매 시 기능적, 상징적 의미를 모두 고려하며, 이는 해당 제품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

기 때문이다(Escalas, 2004; Klipfel, Barclay, & Bockorny, 2014).  

브랜드가 개인의 자아를 표현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자기-브랜드 연결 연구는 소비자-브랜드 

간 관계를 연구하는데 집중하였다(Chernev, Hamilton, & Gal, 2011; He, 

Li, & Harris, 2012). 선행 연구는 눈에 잘 보이는 제품(highly visible 

goods)이 소비자의 자아를 표현해주기에 더 적합함을 발견하였으며

(Escalas & Bettman, 2003; Escalas & Bettman, 2005; Gilovich, 

Kumar, & Jampol, 2015), 자기-브랜드 연결의 강도는 개인에게 브랜드

가 얼마나 상징적인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에 관한 개념 중, 자기-합치(self-

congruity)는 소비자의 자아 개념과 브랜드 이미지의 비슷한 정도를 말

하거나(Sirgy, 1982), 소비자의 자아 개념과 브랜드 정체성 간 적합성

(congruence)를 말한다. 이에 비해, 자기-브랜드 연결은 개인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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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자아 개념에 포함시킨 정도를 말한다(Dwivedi, 2014). 따라서, 

자기-브랜드 연결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자아 개념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van Der Westhuizen, 2018). 나아가, 브랜드 애

착(brand attachment)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자기-브랜드 연결

은, 개인이 특정 브랜드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브랜드와 개인 

간의 인지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데, 선행연구는 이 브랜드-자기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감정적이라고 보았다 (Brakus, Schmitt, & 

Zarantonello, 2009).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 관한 연구의 최종적 목적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선행 연구는 자기-브랜

드 연결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가 양질의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형성하

기 적합하다고 보았다. Kwon and Mattila (2015)와 Sicilia, Delgado‐

Ballester, & Palazon (2016)은 자기-브랜드 연결이 높은 사람이 좋은 

구전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Dwivedi(2014) 와 He, Li, & 

Harris (2012)는 높은 자기-브랜드 연결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구매 

이후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Escalas and Bettman(2003)은 자기-

브랜드 연결이 지속가능한 긍정적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충성심을 형성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하여 볼 때, 자기-브랜

드 연결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긍정적인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형성

할 것이며, 이는 높은 브랜드 충성도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높은 자기-브랜드 연결을 가진 고객의 가치가 확인되면서, 선행 

연구는 이러한 자기-브랜드 연결의 형성 조건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Fournier(1998)는 자기-브랜드 연결이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oliner, Monferrer-Tirado and Estrada-

Guillén (2018)은 고객 경험으로부터 고객 참여(customer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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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기며, 자기-브랜드 연결은 이러한 고객 참여의 사회적 표현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이 축적되면, 자기-브랜드 연결

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멀티채널 환경에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은 각각 

고객 경험에 있어서 다른 강점을 가진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고객 경험

이 자기-브랜드 연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사용은 각

각 다른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이는 자기-브랜드 연결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 

정보 검색 단계에서는 온라인 채널 사용이(오프라인 채널 사용에 비해) 

자기-브랜드 연결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며, 구매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채널 사용이(온라인 채널 사용에 비해) 자기-브랜드 연결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기존 선행 연구는 자기-브랜드 연결이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된

다고 보았다. 하지만, 소비자의 채널 선택과 자기-브랜드 연결의 정도를 

살핀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채널과 구매 채널 선

택이 자기-브랜드 연결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업이 정보탐색 단계와 구매 단계에서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장려할 수 있고, 이에 기업이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기-브랜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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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및 연구모형  

 

 멀티채널 고객의 쇼핑 여정의 선상에서 볼 때, 온라인 채널의 정

보와 관련된 강점은 정보검색 단계에 더 적합하며, 오프라인 채널의 직

접적인 소통과 불확실성의 제거와 관련된 강점은 구매 단계에 더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정보탐색시 오프라인 

정보탐색 대비 탐색 비용이 적고,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는 제품 추천과 

제품 동일 장소 배치(product colocation)가 최적 정보탐색 과정에서 제

품 고려집합(product consideration set)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최적의 정보탐색을 하는 소비자

는 온라인에서 정보탐색을 할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정보 검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쇼핑 형태를 가진 

고객들은 멀티채널 환경에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의 장점을 쇼

핑 여정 단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 경험을 가

장 풍부하게 하는 형태의 쇼핑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고객 경험이 자기-브랜드 연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다면,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의 온라인과 오

프라인 채널 사용은 각각 다른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이는 자기

-브랜드 연결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 정보 검색 단계에서는 

온라인 채널 사용이(오프라인 채널 사용에 비해) 자기-브랜드 연결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며, 구매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채널 사용

이(온라인 채널 사용에 비해) 자기-브랜드 연결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별 구매 수준이 자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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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MONEY’ 변수를 삽입

하여 ‘지난 6개월간 구매액’을 측정한 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정보탐색’ 단계에서 온라인 채널을 많이 사용할수록(오프라인 

채널을 덜 사용할수록)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2: ‘구매’ 단계에서 오프라인 채널을 많이 사용할수록(온라인 채

널을 덜 사용할수록)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3: 제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탐색하는 소비자의 경우, 오프라인 구매 

시 자기-브랜드 연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품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탐색하는 소비자의 경우, 오프라인 구매 시 자기-브랜드 연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모형으로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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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설을 모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SBC =  β0 +  β1(X1) +  β2(X2) +  β3(X1 ∗ X2) + β4(MONEY)

+ β5(AGE) + β6(GENDER) 

 

*SBC = 자기-브랜드 연결 

*X1 = 제품 정보 수집에서 온라인 탐색의 비중 

*X2 = 제품 구매에서 오프라인 구매의 비중  

*MONEY = 지난 6개월 간 구매 량 (단위 = 만원) 

*AGE = 나이 

*GENDER = 성별 (1 = 남성, 0 = 여성) 

 



- 18 - 

4. 실증분석  

4.1 사전 조사 

 

 가설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본 실험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실험대상이 될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채널 고객을 가

설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멀티채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

드를 정하여, 본 연구에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자기-브랜드 연

결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유니클로(UNIQLO)’는, SPA(제조일괄유통화의류) 브랜드로, 

한국에서 2018회계연도(2017년 9월∼2018년 8월) 기준으로 1조3732

억원의 매출을 내며, 작년 대비 11% 정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

익은 2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과 남성, 그

리고 아동 제품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

로, 한국에서 많은 소비자 이용과 다양한 소비 연령층이 있는 브랜드로 

볼 수 있다.  

 ‘유니클로(UNIQLO)’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EU 매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을 결합한 형태인 ‘Click and Collect’ 서비스

를 실시하고, 최근 한국 내 서비스 확장을 발표함으로써, 멀티채널 브랜

드로서 앞서 나가고 있다. 또한, ‘유니클로(UNIQLO)’는 온라인 홈페

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플래그쉽 스토어(flagship store)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

다. 따라서, ‘유니클로(UNIQLO)’는 멀티채널 연구의 대상이 되는 브

랜드로 적합할 것이다.  

온라인 채널에서 ‘유니클로(UNIQLO)’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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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유니클로(UNIQLO)’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

해 상품의 가격 정보와 고객 리뷰, 할인 정보와 오프라인 매장 관련 정

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SNS 중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브

랜드의 사회적 활동, 제품의 생산 과정,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 일정, 그

리고 CEO의 인터뷰 등을 공유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온

라인 채널 중, ‘인스타그램’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은 최근 들어 ‘페

이스북(Facebook)’의 인기를 뛰어넘고 있다. 특히, 패션 브랜드의 경

우, 간단한 태그를 통해 전 세계에서의 제품의 코디 정보와 고객 후기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SNS가 제공하지 못하는 ‘인스타그램’만

의 강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유니클로(UNIQLO)’도 

여러 국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채널에서, 특히 제품 검색의 단계에서의 긍정적인 고객 경

험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유니클로(UNIQLO)’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풍부한 고객 경

험을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여러 벌

의 옷을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피팅룸(fitting room)’을 마련되어 있

고, 매장 직원들은 줄자를 항상 휴대하며 요청 시 고객의 사이즈를 측정

해주고 필요할 때 무료로 수선을 해 준다. 오프라인에는 온라인 쇼핑몰

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쿠폰과 할인 프로모션이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플래그쉽 매장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판매하

지 않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 제품을 한정적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니클로(UNIQLO)’의 오프라인 서비스는 온라인과는 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직

접 입어보는 것은 구매 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 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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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고객 경험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유니클로(UNIQLO) ’  가 추구하는 ‘ 미니멀리즘

(minimalism)’은 최근 트렌드인 ‘와비사비(투박하고 조용한 상태를 

뜻하는 신조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 컨셉이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이 많다. 또

한, ‘유니클로(UNIQLO)’는 ‘가성비’를 내세운 브랜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니멀리즘’  또는 ‘가성비’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경우, 

‘유니클로(UNIQLO)’ 브랜드와 자신을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

서 브랜드에 대한 자기-브랜드 연결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보 검색 단계와 구매 단계에서의 사용 채널 선택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연구 단계에서 ‘유니클로(UNIQLO)’ 브

랜드에 대한 대중성, 정보 검색과 구매 단계별 채널 사용 비중을 확인하

였다. 편의표본추출방식을 통해 모집된 성인남녀 34명(남성 16명, 여성 

18명, 평균 연령 38세)은 “‘유니클로(UNIQLO)’ 브랜드를 알고 계

십니까?” (1 = 네, 0 = 아니요) 라는 질문에 100% 알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정보 검색 단계에서의 채널 사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 '유니클로(UNIQLO)' 제품을 온라인/오프라인 중 주로 어디서 찾아보

시는 편입니까?” (1 = 온라인, 0 = 오프라인)에는 온라인 채널을 사용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MEAN = 0.735, STD = 1.71). 구매 단계에서

의 채널 사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 '유니클로(UNIQLO)' 제

품을 온라인/오프라인 중 주로 어디서 구매하시는 편입니까?” (1 = 온

라인, 0 = 오프라인)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사용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MEAN = 0.50, STD = 0.507). 종합하여 볼 때, 국

내 소비자에게 ‘유니클로(UNIQLO)’ 브랜드의 인지도는 매우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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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정보 검색과 구매 단계에서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사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니클로(UNIQLO)’ 브랜드를 멀티채널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 

연구에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2 조사 방법 

4.2.1 데이터 

 

소비자 구매 과정에서 채널 선택이 자기-브랜드 연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기 위하여 국내 세 개 대학의 커뮤니티와 두 개의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퀄트릭스로 제작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성인남녀 

240 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 9 건을 제외한 231 건의 표

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평균연령 = 34.8세).  

 

4.2.2 변수와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기-브랜드 연결’은 Escalas and 

Bettman (2003)의 일곱 가지 자기-브랜드 연결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표1>의 일곱 가지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α = 0.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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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자기-브랜드 연결 측정 항목 

1.‘유니클로(UNIQLO)’ 브랜드/제품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 

2. 나는 ‘유니클로(UNIQLO)’ 브랜드와 나 자신을 동일시 여긴다. 

3. 나는 ‘유니클로(UNIQLO)’ 브랜드/제품을 친밀하다고 느낀다. 

4. 나는 ‘유니클로(UNIQLO)’ 제품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5.‘유니클로(UNIQLO)’ 제품을 사용하면 내가 되고자 하는 나 자신의 모습

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6. 나는 ‘유니클로(UNIQLO)’를 “나 자신” 이라고 생각한다. 

7.‘유니클로(UNIQLO)’는 나와 잘 어울리는 브랜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요약은 <표2>와 같다. 

 

<표2> 요약 통계량 

변수 평균값 분산 표준편차 

SBC 3.04 2.65 1.63 

ON_SCH 0.34 0.10 0.32 

OFF_PUR 0.69 0.13 0.35 

MONEY 9.20 72.91 8.54 

AGE 34.85 121.49 11.02 

GENDER 0.51 0.25 0.50 

 

*변수 설명은 23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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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와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3>과 같다. 본 

연구 가설의 중요 설명 변수인 ‘ON_SCH(온라인 정보탐색 비중)’과 

‘OFF_PUR(오프라인 구매 비중)’의 상관관계는 -0.14(p-value = 

0.03)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하여 실시한 VIF 테스트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위험은 제거되었다.  

 

<표3> 상관관계표 

 ON_SCH OFF_PUR ON_S * OFF_P Money Age GENDER 

ON_SCH 1.00 -0.14 0.80 0.51 -0.25 -0.06 

OFF_PUR -0.14 1.00 0.31 0.11 0.31 -0.17 

ON_S * OFF_P 0.80 0.31 1.00 0.50 -0.17 -0.09 

MONEY 0.51 0.11 0.50 1.00 -0.10 -0.08 

AGE -0.25 0.31 -0.17 -0.10 1.00 -0.06 

GENDER -0.06 -0.17 -0.09 -0.08 -0.06 1.00 

 

* ON_SCH: 온라인 채널 사용 정보탐색 비중(총 정보탐색 중) 

* OFF_PUR: 오프라인 채널 사용 구매 비중(총 구매 중) 

* ON_S * OFF_P: 온라인 정보탐색과 오프라인 구매의 상호작용항  

* MONEY: 지난 6개월 간 구매 량 (단위 = 만원) 

* AGE: 나이 

* GENDER: 성별 (1 = 남성, 0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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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채널과 구매 채널이 자기-브랜드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

설1에서는 ‘정보탐색’ 단계에서 온라인 채널을 많이 사용할수록 소비

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1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ON_SCH(온라인 정보탐색 비중)’변수가 ‘SBC(자기-

브랜드 연결)’변수에 주는 영향을 보았다. 가설2에서는 ‘구매’ 단계

에서 오프라인 채널을 많이 사용할수록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2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OFF_PUR(오프라인 구매 비중)’변수가 ‘SBC’변수에 주는 영향을 

보았다.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4>

와 같다. 모델은 전체적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p 

< .0001).  

 본 연구의 모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ON_SCH(온라인 

정보탐색 비중), OFF_PUR(오프라인 구매 비중)은 유의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설1과 가설2를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ON_SCH와 OFF_PUR의 상호작용항인 ‘ON_S * OFF_P’ 변수는 유의

하지 않으므로, 가설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으로 다른 채

널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존 채널과의 시너지 효과를 주어서 자기

-브랜드 연결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추가적으로 채택한 채

널의 효과가 기존 채널의 효과에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단일 채널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평균 자기-브랜드 

연결은 7점 척도의 기준으로 2.65이며, 멀티채널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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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자기-브랜드 연결은 3.60으로, 멀티채널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자

기-브래드 연결이 더 높았다(p <.0001). 이는 선행연구의 멀티채널 소

비자의 가치를 재검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멀

티채널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통제변수로 사용하기 위한 변수인 ‘MONEY(지난 

6개월간 총 구매량)’가 자기-브랜드 연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p <.0001). 이는 구매량이 높을수록 브랜드 충성도가 높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는 결과이다.  

 

 

<표4> 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정 값 표준오차 T-VALUE P-VALUE 

절편 1.29 0.29 4.45 <.0001 

ON_SCH 2.37 0.45 5.24 <.0001 

OF_PUR 0.66 0.27 2.48 0.014 

ON_SCH * 

OFF_PUR 

-0.32 0.56 -0.57 0.569 

MONEY 0.09 0.008 10.76 <.0001 

AGE -0.008 0.006 -1.42 0.157 

GENDER 0.007 0.18 0.06 0.951 

    𝑅2 = 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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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정보탐색 단계와 구매 단계에서의 채널 선택이 자기-

브랜드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니클로’ 를 대상 브

랜드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정보탐색 단계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사

용할수록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이 높음을 확인하여 가설1이 지지

되었다. 이는 온라인 채널이 정보를 검색하는 도구로써, 오프라인 채널

보다 소비자-브랜드 관계 형성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매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채널을 사용할수

록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이 높음을 확인하여, 가설2가 지지되었다. 

이는 오프라인 채널이 소비자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 자기-브랜드 연결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매단계에서는 오프

라인 채널이 온라인 채널보다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에 더 많은 영

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Bell, Gallino, and Moreno(2014)는 단일 채널에 머물러 있던 

기업들이 멀티채널 전략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경쟁우위에 관해 설명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채널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검증하고자 가설3을 테스트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

는 가설3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정보탐

색과 오프라인 정보탐색이 자기-브랜드 연결에 차이점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소

비자의 정보탐색별 자기-브랜드 연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 채널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다른 채널을 추가로 

채택하였을 때 얻는 자기-브랜드 연결의 증분 이익이 단순히 가산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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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을 말한다. 즉,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멀티채널을 사

용했을 때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에 미치는 영향은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 두 채널이 자기-브랜드 연결에 미치는 영향

을 합한 값이 된다. 가령, 오프라인 채널만 사용하던 기업이 추가로 온

라인 채널을 사용하면,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는 고객이 유입되어서 자기

-브랜드 연결의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분은 온라

인 채널의 추가 채택으로 오프라인 채널의 효율성이 더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는 고객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가산되는 양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선행연구는 

온라인 채널에 오프라인 채널의 장점을 통합하여 보완하여 온라인과 오

프라인 채널의 경계를 허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본 연구는 이

에 나아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경계를 자유롭게 하되, 동시에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채널 선택이 자기-브랜드 연결의 정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소비자-브랜드 관계 

연구에 기여한다. 기존의 자기-브랜드 연결 연구는 자기-브랜드 연결을 

소비자의 특성으로 보고, 소비자 개인이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독립적으

로 형성하는 관계라고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처음으로 소비자의 채

널 선택이 자기-브랜드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 기업이 채널 

경영을 통해 자기-브랜드 연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채널을 단순히 소비자 세분화의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충성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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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정보탐색 단계와 구매 단계에서 온라인과 오프

라인 채널이 자기-브랜드 연결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멀티채널 연구에 기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구매 여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채널이 더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는 연구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자기-브랜드 연결을 측정하여 소비자의 구매 여정 단

계별 채널선택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 채널은 정보탐색 

단계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은 구매 단계에서 자기-브랜드 연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채널

과 오프라인 채널이 소비자-브랜드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

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최근 들어 단일 채널에 주력해왔던 기업들이 멀티채널과 옴니채

널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멀티채널의 효율적인 관리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멀티채널 기업인 아마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접점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늘

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신세계 백화점이 자사 인터넷 쇼핑몰

인 ‘SSG. COM’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려는 옴니

채널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멀티채널 환경에서는 채널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전환 비용 또한 같이 낮아지므로, 고객 충성도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가치는 마케팅 선행 연구에서 

항상 강조되어왔다. 고객이 특정 브랜드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생기는 충

성도(자기-브랜드 연결)를 가지고 있다면, 채널 전환이 자유로운 멀티

채널 환경에서 굳건한 브랜드 지지층이 되어줄 것이다. 과거의 단일채널 

집중 전략에서 멀티채널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멀티채널 환경에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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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오늘날 멀티채널 기업이 당면한 최우선 과

제는 자기-브랜드 연결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채널 자원분배이다.  

본 연구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 자원 

분배 전략에 두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첫째, 기업은 소비자의 자

기-브랜드 연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

보탐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Bleier, Harmeling & Palmatier(2019)는 멀티채널 기업 전략으로써, 온

라인 고객 경험의 장점인 정보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채널의 한계점인 

감각성(sensory appeal)을 보완하기 위한 브랜드 홈페이지 디자인 방법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온라인에서 정보탐색을 한 소비자

의 경우 자기-브랜드 연결이 더 높았으며, 이는 온라인으로 정보탐색을 

했을 때의 고객 경험이 오프라인에서 정보탐색을 했을 때 보다 더 양질

의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

에게만 집중하여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은 이제는 구시대의 

것이 되어버렸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온라인 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이미 체화되었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개인이 관심 있는 브랜드

에 ‘always-connected’ 되어있다. 내가 관심있는 브랜드 매장에 자

주 들려서 구경하기 보다는, ‘인스타그램’으로 브랜드 소식을 온라인

으로 구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브랜드 제품 후기를 읽는 시대

이다. 이러한 고객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 연

구는 온라인으로 정보탐색을 할수록 자기-브랜드 연결이 높다는 결과로 

대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멀티채널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온라인 정보탐색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소비자의 자기-브랜드 연결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차별화된 오프라인 구매 경



- 30 - 

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오프라

인 채널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것 

보다 자기-브랜드 연결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고객의 최종 구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Buy 

Online, Pick up in Store(BOPS)’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정보탐색을 하

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하이브리드 경험(hybrid experiences)’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BOPS 서비스

는 멀티채널 고객의 자기-브랜드 연결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나아가, 기업은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때 보다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가 양

질의 오프라인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 리젠트 거리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고객이 피팅룸에서 상품을 입으면 입고 있는 옷의 제조 과

정부터 진열되는 과정까지 스토리를 알려준다. 이렇게 차별화된 오프라

인 구매 경험은 기존의 단순히 ‘불확실성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오프

라인 구매 경험을 넘어선 것으로, 소비자와 브랜드의 감성적 연대

(emotional bond)를 높여 결과적으로 자기-브랜드 연결 형성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덧붙여, 최근 기존의 ‘가성비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의 감성에 

어필하는 ‘가심비 마케팅’과 ‘가치 소비’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소비자

들은 합리적이며, 가격대비 높은 성능을 가진, 즉,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선호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불을 넘어가면서, 소비자

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부합하는 브랜드 상품을 소비하기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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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마음의 만족도가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구매단계에서 오프라

인 매장 경험이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오프라

인 매장에서 소비자의 이러한 가치 소비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전략이 필

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오프라인 채널 구매 환경 조성의 목적을 

단순히 온라인의 불확실성 제거로 보지 않고,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없

는 특별한 오프라인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자기-

브랜드 연결이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자기-브랜드 연결이 높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구매를 더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기존의 자기-브랜드 연결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자기-브랜드 연결의 형성을 소비자 의존적으로 보는 것으로,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기업에 새로운 전략

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멀티채널 환경에서 소비

자의 채널 선택이 자기-브랜드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 기업

이 효과적으로 소비자-브랜드 관계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후속 연구가 일정 기간 수집된 패널 데이터를 분석

한다면, 사전에 자기-브랜드 연결의 수준을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채널 정보탐색과 오프라인 채널 구매 변수 간의 상

호작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가설3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구매

하는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정보탐색과 오프라인 정보탐색이 자기-브

랜드 연결에 차이점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여, 채널 간 시너지가 있을 것

으로 예상하였지만,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밝히지 못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멀티채널을 사용했을 때 자기-브랜

드 연결의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 시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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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 채널 사용에 다른 채널의 효과가 단순히 부가적인 이익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해볼 때, 기존의 

선행연구가 유추하였듯이 채널간 시너지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

너지의 유무는 다른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채널 간 시너지 효과를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본 연구

에서 대상 브랜드로 선정한 ‘유니클로’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라고 유

추해 볼 수 있다. 자기-브랜드 연결을 연구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개인

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럭셔리 브랜드’ 를 바탕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다 많은 표본 수집을 목적으로 고

가의 브랜드가 아닌 ‘유니클로’를 대상 브랜드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유니클로’ 는 일상복을 판매하는 중저가의 브랜드로서, 럭셔리 브랜

드와 비교하였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하는 경험이 특별하지 않으

며, 온라인 채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정도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멀티채널 고객이 제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정보

탐색을 사전에 진행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오

프라인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경험은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한 ‘불확실

성’ 의 제거로 볼 수 있는 ‘옷을 직접 입어보는 것’ 정도로 볼 수 있

다. 반대로, 대부분의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해 매장 서비스와 매장 분위기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인 에르메스에서는 스타일리스트가 상주하

며, 전문가에게 상담과 추천을 받으면서 동시에 매장 안 프라이빗 룸에

서 음료를 즐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별화된 특별한 경험은 온라인 채

널로 대체될 수 없다. 즉, 럭셔리 브랜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정보탐색

을 하였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얻는 경험이 새롭고 더 풍부할 것이

며, 이러한 효과는 자기-브랜드 연결 형성과 브랜드 충성도 형성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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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가 일상

적인 브랜드가 아닌 럭셔리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면, 본 연구의 

가설3이 보다 뚜렷하게 지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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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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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Search Channel and Purchase 

Channel on Self-Brand 

Connection 

 

Soo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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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the future of retail is evaluated as ‘multi-channel’. 

In a multi-channel environment, consumers experience the brand at 

various contact points through online and offline channels and build 

consumer-brand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experiences. In a 

multi-channel environment, inter-channel barriers become low, 

which causes problems in maintaining a high customer loyalty level. 

The existing studies on multi-channel customers’  loyalt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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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channel sele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gree of Self-Brand Connection(SBC) is 

dependent on the customer's channel selection, based on the 

difference in the advantages of online and offline channel experience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online channe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formation - seeking stage and offline channe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urchasing stage, in forming Self-Brand Connec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using online channel in 

information searching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offline channel 

purchase, the higher the level of Self-Brand Connection. However, 

the interaction term of online channel information search and offline 

channel purchase was not significant.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additional adoption of the channel gives a merely additive 

effect rather than a synergistic effect.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reveals that 

consumers’ channel selection affects the formation of Self-Brand 

Connection for the first time, apart from the previous research has 

been frame that self-brand connection is formed solely by consumer. 

In the existing relationship marketing, Self-Brand Connec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form of attachment that consumers form 

independently for a certain brand.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channel selection can affect the formation of Self-Brand Connection, 

and this implies that the company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Self-Brand Connection through proper channel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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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multi-channel research and 

relationship marketing research by showing the result of comparing 

the influence of the online channel and the offline channel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study suggests strategic 

implications that businesses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ables consumers to easily search information online. Also, 

attracting customers to purchase offline for differentiated purchasing 

experiences in offline stores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Self-Brand 

Connection level.  

 

 

Keywords : Multi-channel, Omni-channel, Self-Brand Connection, 

Customer Loyalty, Information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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