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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 사용의 생활화로 인해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멀티채널 쇼핑(multi-channel 
shopping)이라는 새로운 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등장한 이후,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 오프

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쇼루밍(showrooming) 형태의 멀티채널 쇼핑이 한 때 대세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의 폭발적 증가와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으로 대표되는 오프

라인 채널의 대대적 반격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 온라인(혹은 모바일)으로 정보를 먼저 확인하

는 웹루밍(webrooming)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온라인 소매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으로의 쇼핑전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싱글채널(single-channel) 혹은 멀티채널 쇼핑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당기기-
이주이론(push-pull-mooring theory)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온라인 채널 쇼핑이 웹루밍 형태의 쇼핑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품정보 탐색과 구매행위로 각각 구분하여 그 영향을 실증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웹루밍 경험이 있는 수

도권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280개의 설문 표본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업 마케팅 종사자에게 멀티채널 소비

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멀티채널 쇼핑전환 연구로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웹루밍, 쇼핑전환 의도, 멀티채널 쇼핑, 온라인 쇼핑, 고-당기기-이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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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다양한 스마트 기기 유행의 가속화로 인

해 전자상거래 시장 내 멀티채널 쇼핑(multi- 
channel shopping)이라는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

이 생겨나고 있다. 코트라(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멀티채널을 활용한 쇼핑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Kim, 2009), 100FirstHits의 2014

년 5대 전자상거래 트렌드에 멀티채널 쇼핑이 

선정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Garplid, 
2014).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이 발전함에 따라 소매상들은 소

비자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소비자들은 그들의 가치

에 알맞은 채널을 취사 선택함으로써 좀 더 합리

적이고 “똑똑한(smart)”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다(Chae et al., 2015; Lee et al., 2012; Y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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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멀티채널 쇼핑은 크게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

해 제품을 살펴보고 난 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

서 하는” 쇼루밍(showrooming)과 “온라인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난 뒤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

장에서 하는” 웹루밍(webroom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Sevitt and Samuel, 2013).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한 

이후 쇼루밍 현상이 한 때 대세를 이루며 주목 

받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사
용의 생활화로 웹루밍 현상이 새로운 쇼핑 행태

로 각광받고 있다. 그 동안 쇼루밍 형태의 쇼핑

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오프라인 채널의 입장

에서는 빼앗겼던 고객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

호의 기회를 웹루밍으로부터 찾고 있으며, 쇼루

밍을 무기로 공세적 입장을 취해왔던 온라인 채

널 업체들은 오히려 웹루밍 현상으로부터 고객

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도

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웹루밍 형태의 쇼핑은 

온/오프라인 소매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최근 산학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으로

의 쇼핑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이론

적 및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선행연구는 싱글채널 쇼핑(single-channel 
shopping)과 멀티채널 쇼핑을 구분하거나(예: 
Schoenbachler and Gordon, 2002), 쇼핑과정을 정

보탐색과 구매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채널선

택 행동방식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예: Choi, 
2004; Kim et al., 2007; Verhoef et al., 2007), 혹은 

멀티채널 쇼핑의 부정적 측면인 채널간 프리라

이딩 행태(cross-channel free-riding behavior)에 

대한 연구(예: Chiu et al., 2011; Heitz-Spahn, 

2013)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당기기-이주(push- 

pull-mooring: PPM) 이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온라인 채널 쇼핑이 웹루밍 형태의 쇼핑으로 전

환되는 과정을 상품정보 탐색과 구매행위로 각

각 구분하여 그 영향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웹루밍 현상

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
후 다양한 형태의 멀티채널 쇼핑전환 연구로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2장
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

구 결과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

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

의 및 측정, 자료의 수집방법을 제시한다. 5장에

서는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

해 논의한 후, 6장에서는 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

의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웹루 (Webrooming)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ICT의 발전으로 온라인

과 오프라인 채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

라 기존의 싱글채널 쇼핑과는 구별되는 멀티채

널 쇼핑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

한 멀티채널 환경 안에서 소비자가 한 채널에서 

상품 정보를 탐색하고 실제 구매는 다른 채널에

서 하는 “정보탐색 쇼핑객(research-shopper)현상”
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으며(Verhoef et al., 
2007), 이는 기존의 싱글채널 쇼핑 소매업자들에

게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멀티채널 쇼핑은 한 채널에서 정보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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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2x2 Matrix of Shopping Behavior

색하고 실제 구매는 다른 채널에서 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패턴도 포함하고 있다

(Heitz-Spahn, 2013). 예를 들면, 상품을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 두 곳 모두에서 살펴

본 후,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Verhoef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탐색 쇼핑객 현상을 경험한 응답자 

중 단지 27%만이 한 채널에서만 상품 정보를 찾

는 경우였고, 나머지 73%의 응답자들은 멀티채

널을 이용해 정보를 탐색한 경우였다. 이처럼 쇼

핑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한 채널에서만 

정보를 탐색하는 싱글채널 탐색 보다 멀티채널

을 이용해 상품정보를 찾는 멀티채널 탐색이 보

다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기존의 멀티채널 쇼핑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보다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멀티채

널 이용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제품

탐색 측면(싱글채널 및 멀티채널 탐색)과 제품구

매 측면(온라인 구매 및 오프라인 구매) 등 두 가

지 기준에 따라 총 네 가지 형태의 쇼핑행태를 

분류하였다. 우선, 온라인에서 구매가 이루어지

는 경우,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살펴

본 뒤, 바로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웹사이트를 함

께 이용해 상품 정보를 살펴 본 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쇼루밍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 본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오

프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웹사이

트 두 곳 모두에서 제품을 살펴 본 뒤 실제 구매

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웹루밍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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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소매상들은 쇼루밍 쇼핑 

행태로 인해 고객을 잃을 것을 우려한다. 즉, 고
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히 전시장

(showroom)으로 활용”(Park, 2014)하고, 실제 구

매는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한다는 것이다. 그 동

안 이러한 쇼루밍이 멀티채널 쇼핑의 대표적 소

비패턴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반대로 

웹루밍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Kim, 2014). 
Sevitt and Samuel(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북미

와 영국의 핀터레스트(Pinterest) 사용자들 중 

26%의 사용자만이 정기적으로 쇼루밍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41%의 사용자들은 웹루밍을 한다

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웹루밍 현상은 온라인 소매업자들에게 위협적인 

소비행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당기기-이주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싱글

채널 쇼핑의 한 형태인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

으로의 쇼핑전환에 대하여 정보탐색과 제품구매 

행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2. 고-당기기-이주이론

(Push-Pull-Mooring Theory)

고-당기기-이주(push-pull-mooring; PPM) 이
론은 인간의 이주(migration)와 관련된 연구분야

에서 주로 사용된 이론으로 인간이 기존 거주지

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다음의 세

가지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침효

과(push effect) − 사람들이 기존의 거주지에서 

떠나도록 어내는 효과, (2) 당김효과(pull 
effect) − 사람들을 새로운 거주지로 오도록 끌

어 들이는 효과, (3) 계류효과(mooring effect) − 

침효과와 당김효과에 “간섭하는 장애물

(intervening obstacle)”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이

주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효과(Bansal et al., 2005; 

Chiu et al., 2011; Kim and Park, 2015). 
이러한 PPM 이론은 기존 개인의 익숙한 습관 

및 행동으로부터 새로운 행동으로의 전환을 설

명하는 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마케팅 및 조직

행동 분야에서 소비자 및 조직원의 행동변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사용되

어 왔다. Bansal et al.(2005)은 PPM을 소비자의 

서비스 사용전환 행동에 적용한 바 있고, Hsieh 
et al.(2012)은 이용자의 블로그에서 SNS로의 전

환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Chui et al.(2011)과 Kim and Park(2015)은 PPM을 

이론적 틀로 하여 채널간 프리라이딩 행동

(cross-channel free-riding behavior)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PPM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

스 사용전환 행태를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쇼핑채널 전환현상

도 기존의 익숙한 쇼핑행태에서 새로운 쇼핑행

태로 그 패턴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이주

현상에 쉽게 대응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PM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으로의 쇼핑전

환 과정을 살펴보면, 쇼핑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각각 탐색 및 구매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탐색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탐색에서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하여 탐색하는 멀

티채널 탐색으로, 구매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구

매에서 오프라인 구매로 각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Figure 1> 참조). 이에, 본 연구에서는 

PPM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으로의 쇼핑전환 과정을 탐색과 구매의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3. 멀티채  쇼핑 련 선행연구

<Table 1>은 기존의 멀티채널 쇼핑 관련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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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Research content

Schoenbachler and Gordon(2002) Single-channel and multi-channel customer behavior

Verhoef et al.(2007) Research-shopper phenomenon

Choi(2004) Influencing factors on online and offline channel selection in search and 
purchase processKim et al.(2007)

Chiu et al.(2011)

Cross-channel free-riding behaviorHeitz-Spahn(2013)

Kim and Park(2015)

<Table 1> Literature Review on Multi-Channel Shopping

구 및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멀티채널 쇼핑 관

련 선행연구는 소비자를 싱글채널 구매자와 멀티채

널 구매자로 구분한 Schoenbachler and Gordon(2002)
의 연구를 시작으로 한다. Schoenbachler and 
Gordon(2002)은 멀티채널 마케팅 전략은 유통채

널 자체보다도 소비자 중심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싱글채널과 멀티채널 구매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지각된 위험, 이전

의 직접 마케팅(direct marketing) 경험, 채널구매 

동기, 제품군, 웹사이트 디자인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의 멀티채널 쇼핑 관련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과정을 정보탐색과 구매측면으로 구분함으

로써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Verhoef 
et al.(2007)은 속성중심 의사결정(attribute-based 
decision-making), 채널 고착효과의 부족(lack of 
channel lock-in), 크로스채널 시너지(cross-channel 
synergy) 등으로 정보탐색 쇼핑객 현상의 매커니

즘을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Choi(2004)는 소비

자의 정보탐색과 구매단계에서의 채널선택 방식

을 단일채널 오프라인 정보탐색/구매자, 단일채

널 온라인 정보탐색/구매자, 멀 채널 오프라인 

정보탐색/온라인 구매자, 멀티채널 온라인 정보

탐색/오프라인 구매자 등으로 유형화하여 쇼핑

성향,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Kim et 
al.(2007)은 소비자 개인특성, 제품특성, 구매상

황과 관련된 10가지 요인이 정보탐색과 구매 각

각의 단계에서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싱글채널과 멀티채

널 쇼핑으로 단순히 구분하거나 쇼핑행태를 정

보탐색과 구매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쇼루밍 및 웹루밍 등과 

같은 멀티채널 쇼핑자체의 부정적 측면인 채널

간 프리라이딩 행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채널간 프리라이딩 행동은 “소비자가 한 소매상

의 채널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난 뒤, 경쟁 소매

상의 다른 채널로 가서 구매하는 행위”(Heitz- 
Spahn, 2013)를 의미하며, 열심히 공들인 고객을 

단숨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큰 멀티채널 쇼핑 분야의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Chiu et al., 2011). 구체적으로, Chiu et al.(2011)
과 Kim and Park(2015)은 채널간 프리라이딩 행

동의 한 형태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채

널간 프리라이딩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Heitz-Spahn(2013)은 쇼핑동기, 인
구사회학적 특성, 제품군에 따른 채널간 프리라

이딩 행동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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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채널간 프리라이딩 행동 관련 선행연구는 멀

티채널 쇼핑환경에서 소비자의 채널전환 현상을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싱글채널 쇼핑과 별개로 멀티채널 쇼핑 자체의 

한 형태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

가 존재한다. 멀티채널 소비자를 종합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넘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멀티채널 쇼핑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Schoenbachler and Gordon, 2002). 
멀티채널 소비자들은 여러 쇼핑 방법 중 본인의 

가치에 알맞은 쇼핑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점에 있어서 멀티채널 쇼핑뿐 아니라 싱글채널 

쇼핑방법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멀티

채널 쇼핑의 채널전환 현상을 넘어 소비자의 관

점에서 싱글채널과 멀티채널 쇼핑방법을 비교하

여 일어나는 싱글채널 쇼핑에서 멀티채널 쇼핑

으로의 쇼핑전환 현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

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멀티채널 쇼핑의 한 

형태인 웹루밍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PPM 이론

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으로의 쇼

핑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과 구매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PPM 이론을 바탕으로 

침효과(push effect), 당김효과(pull effect) 및 계

류효과(mooring effect)로 구분하여 <Figure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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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성하였다. 수립된 가설은 다음 절에서 자

세히 설명한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침효과(Push Effect)

본 연구에서 침효과(push effect)는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신은 온라인 쇼핑 의

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요

인임과 동시에(Cheung and Lee, 2000), 소비자 신

뢰는 소비자로 하여금 멀티채널 쇼핑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Kim and 
Kim, 2009). 매장 직원에게 도움을 받으며 쇼핑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에서는 상품을 직접 살펴 보거나 직원에게 도움

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

재하므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 대해 불신

을 느낄 수 있다(Kim et al., 2008). 이런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 쇼핑을 주저하게 되고 

다른 쇼핑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H1): 온라인 쇼핑의 불신은 웹루밍 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위험을 느낄 수 있

고(Cheung and Lee, 2000), 이는 온라인 구매 의

사결정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Kim et al., 2008).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

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를 탐색할 때

와 실제로 구매할 때 각각 위험을 느낀다. 먼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상품의 정보를 찾아 보는 

경우 상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확인하기 곤란하

다는 점이 소비자로 하여금 불확실성과 위험을 

느끼게 한다(Kim and Park, 2015). 또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인지 할 수 있다(Kim 
and Kim, 2009). 예컨대, 상품이 배송되길 기다려

야 한다는 점이나 결재 시 금융정보 같은 개인정

보를 온라인 소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Chatterjee, 
2010). 이처럼 온라인 구매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위험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 대해 불신

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탐색의 지각된 위험과 구매의 지각된 위험의 각

각 온라인 쇼핑의 불신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a(H2a): 온라인 탐색의 지각된 위험은 온라

인 쇼핑의 불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b(H2b): 온라인 구매의 지각된 위험은 온라

인 쇼핑의 불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당김효과(Pull Effect)

당김효과(pull effect)는 고객의 웹루밍 행태를 

촉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웹루밍의 매력정도

는 웹루밍 쇼핑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

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Bansal et al.(2005)에 따르

면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소

비자들은 그 대안의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구매할 

의향이 높다. 소비자들이 웹루밍이 합리적인 쇼

핑방법 이라고 느끼고 매력을 느낀다면 그들은 

웹루밍의 쇼핑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H3): 웹루밍 매력정도는 웹루밍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는 웹루밍 과정 중 멀티채널을 이용해 

상품정보를 탐색할 때와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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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각각 효익을 느낀다. 예컨대, 똑똑한(smart) 고
객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의 세부사양과 성

능 등과 같은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정보를 비교

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의 디자인

을 살펴보는 등의 멀티채널 탐색을 이용해 상품

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다면 상품이 

배송되길 기다려야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바로 얻을 수 있고, 
매장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Chatterje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

채널 탐색의 지각된 효익과 오프라인 구매의 지

각된 효익이 웹루밍 매력정도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4a(H4a): 멀티채널 탐색의 지각된 효익은 웹

루밍 매력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b(H4b): 오프라인 구매의 지각된 효익은 웹

루밍 매력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계류효과(Mooring Effect)

계류효과(mooring effect)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으로 전환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는 소비

자가 제품탐색과 구매단계 모두에서 기존의 온

라인 채널 이용을 고수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는 소비자로 하여금 온라

인 쇼핑이 친숙하도록 느끼게 하여, 다른 쇼핑행

위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5(H5):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는 웹루밍 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 쇼핑습관은 소비자들이 다른 것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이

용하여 쇼핑하려는 행위의 정도를 의미한다. 온
라인 쇼핑습관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보

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쇼핑하려는 경향이 있

다(Khalifa and Liu, 2007). Khalifa and Liu(2007)
는 온라인 쇼핑경험과 습관이 있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며, 온라인에서 재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온라인 쇼

핑습관은 실제로 구매하기 전 상품정보를 탐색

하는 과정과 실제 구매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

라인 탐색습관과 구매습관의 온라인 쇼핑 고착

효과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a(H6a): 온라인 탐색습관은 온라인 쇼핑 고

착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b(H6b): 온라인 구매습관은 온라인 쇼핑 고

착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환비용은 “한 공급자로부터 다른 공급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인지적 

비용”을 의미한다(Burnham et al., 2003). 소비자

가 어떠한 전환행위를 고려할 때 지각된 비용이 

크다면 전환행위를 할 개연성은 줄어든다(Chiu 
et al., 2011).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으로의 전

환과정은 탐색과 구매의 측면으로 구분된다. 먼
저 탐색 측면에서는 온라인 탐색에서 멀티채널 

탐색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함께 이용해 상품정보를 찾아보고 비교

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번거롭다고 느낄수록 더 

큰 전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구매 측면에서는 

온라인 구매에서 오프라인 구매로 전환이 일어

날 경우,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결제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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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

Perceived Risk of 
Online Search

 Product Search 
risk

The extent of difficulty to judge the quality of the item in 
online website

Forsythe and 
Shi(2003); 
Forsythe et 

al.(2006) 

Perceived Risk of 
Online Purchase

Psychological 
Risk The extent of feeling insecure about private information Forsythe and 

Shi(2003) Financial Risk The extent of feeling insecure about financial information

Product Delivery 
Risk

The perceived inconvenience of delivery at the time of 
purchasing the item

Forsythe et 
al.(2006)

Distrust of Online Shopping The perceived distrust and uncertainty about the online 
shopping

Lee and 
Turban(2001)

Perceived Benefit 
of Multi-Channel 

Search

 Information 
Availability

The perceived quality, quantity of information for consumers, 
and the ability to compare alternative items

Verhoef et 
al.(2007) Perceived Benefit 

of Offline 
Purchase

Purchase 
Convenience

The perceived ease and speed at which products can be 
purchased

 Service Quality The perception on the service in the offline channel during 
the purchase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The extent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webrooming
Bansal et 

al.(2005); Chiu 
et al.(2011) 

 Online to Multi-Channel Search 
Switching Cost

The perceived time and effort to switch search channel 
from online to multi-channel

Chiu et 
al.(2011); 
Jones et 
al.(2000)

 Online to Offline Purchase Switching 
Cost

The perceived time and effort to switch purcashe channel 
from online to offline

 Online Search Habit The perceived spontaneousness on the process of searching 
the information of the item in online website Khalifa and 

Liu(2007)
Online Purchase Habit The perceived spontaneousness on the process of 

purchasing the item in online website

Online Shopping Lock-in The extent to reluctant to switch to other shopping 
behavior due to familiarity of online shopping

Chiu et al. 
(2011)

Webrooming Intention The willingness to do webrooming Lu et al.(2011)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s

한다는 점이 온라인 구매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탐색에서 멀티채널 탐색으로의 전환비용

과 온라인 구매에서 오프라인 구매로의 전환비용

의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a(H7a): 온라인 탐색에서 멀티채널 탐색으

로의 전환비용은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b(H7b): 온라인 구매에서 오프라인 구매로

의 전환비용은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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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34 47.86%

Major

College of Engineering 60 21.43%
Colleg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45 16.07%

Female 146 52.14%
College of Natural Sciences 15 5.36%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46 16.43%

Age

Under 20 68 24.29% College of Social Science 57 20.36%

20~24 178 63.57% College of Humanities 29 10.36%

Above 25 34 12.14% Others 28 10.00%

Level of 
Education

First year student 102 36.43%

Products

Laptop 100 35.71%

Second year student 60 21.43% Desktop PC 5 1.79%

Third year student 57 20.36% Tablet PC 9 3.21%

Fourth year student 55 19.64% Smart Phone 161 57.50%

Master’s course 5 1.79% Smart Watch 2 0.71%

Doctor’s course 1 0.36% Others 3 1.07%

<Table 3> Demographic Statistics(n=280)

및 이론적 문헌으로부터 도출된 측정문항을 개

인의 온라인 쇼핑 및 웹루밍 상황에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학교 학부생 3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문항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침으로써 설문문항의 표면 타

당성(face validity)을 확보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

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참

고문헌은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최
종 측정항목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4.2. 자료수집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소

재 A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을 무작위 추출을 통

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온라인 쇼핑과 

웹루밍 행위에 익숙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본 

설문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Statista1)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전

자제품 군에서 웹루밍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본 설문조사는 최근 2년 이내 전

자제품 군에 대하여 웹루밍 경험이 있는 응답자

를 대상으로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가 최근 웹루밍 

방식으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우선적으로 하나 

선택하게 한 다음, 당시의 구입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총 45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이 이루어진 17부, 
최근 2년이내 전자제품 군에 대한 웹루밍 경험

1) http://www.statista.com/statistics/315828/us-online-research-webrooming-product-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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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Factor Loadinga Cronbach’s alpha CR AVE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AOW1 0.852

0.870 0.911 0.720
AOW2 0.875
AOW3 0.852
AOW4 0.814

Distrust of Online Shopping
DOS1 0.884

0.823 0.895 0.741DOS2 0.918
DOS3 0.773

Online to Multi-Channel
Search Switching Cost

O2MS_SC1 0.897
0.864 0.917 0.787O2MS_SC2 0.882

O2MS_SC3 0.881

Online to Offline
Purchase Switching Cost

O2OP_SC1 0.837
0.866 0.916 0.784O2OP_SC2 0.905

O2OP_SC3 0.912

Online Purchase Habit
OPH1 0.922

0.901 0.938 0.834OPH2 0.912
OPH3 0.906

Online Search Habit
OSH1 0.887

0.860 0.914 0.780OSH2 0.880
OSH3 0.883

Online Shopping Lock-in
OSL1 0.732

0.793 0.869 0.690OSL2 0.867
OSL3 0.884

Perceived Benefit of
Multi-Channel Search

PBMS1 0.893
0.813 0.886 0.722PBMS2 0.878

PBMS3 0.772

Perceived Benefit of
Offline Purchase

PBOP1 0.832
0.709 0.820 0.604PBOP2 0.742

PBOP3 0.755

Perceived Risk of
Online Purchase

PROP1 0.810
0.588 0.787 0.555PROP2 0.788

PROP3 0.623

Perceived Risk of
Online Search

PROS1 0.868
0.833 0.896 0.742PROS2 0.816

PROS3 0.899

Webrooming Intention
WI1 0.872

0.830 0.898 0.746WI2 0.864
WI3 0.855

a All factor loadings are significant at p < 0.05. 

<Table 4>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이 전무한 158부를 제외한 나머지 280부를 본 연

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우
선, 남녀의 성비를 보면 남자가 134명(47.86%), 
여자가 146명(52.16%)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

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20~24세가 대부분(178
명, 63.57%)을 차지하였으며, 만 20세 미만과 만 

25세 이상이 각각 68명과 34명으로 이루어졌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02명(36.43%), 2학년 

60명(21.43%), 3학년 57명(20.36%), 4학년 55명
(19,64%),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5명과 1
명으로 이루어졌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공과대

학 60명(21.43%), 사회과학대학 57명(20.36%), 
경영대학 46명(16.43%), 정보통신대학 45명(16.07%), 



최현승ㆍ양성병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AOW(1) 0.849a

DOS(2) 0.196 0.861 

O2MS_SC(3) -0.017 0.057 0.887 

O2OP_SC(4) 0.027 -0.050 0.185 0.885 

OPH(5) -0.003 -0.357 0.174 0.257 0.913 

OSH(6) 0.185 -0.214 0.187 0.125 0.609 0.883 

OSL(7) -0.174 -0.176 0.074 0.223 0.567 0.273 0.830 

PBMS(8) 0.349 0.004 0.244 -0.116 0.180 0.413 -0.022 0.849 

PBOP(9) 0.175 0.173 0.163 -0.024 -0.122 0.007 -0.070 0.160 0.777 

PROP(10) 0.156 0.435 0.077 -0.036 -0.307 -0.188 -0.090 -0.016 0.152 0.745 

PROS(11) 0.179 0.323 0.284 0.015 -0.153 0.004 -0.137 0.291 0.198 0.307 0.862 

WI(12) 0.571 0.077 -0.037 0.012 0.054 0.235 -0.045 0.258 0.092 0.088 0.098 0.864 
a The square roots of the AVE  

<Table 5> Construct Correlations and Discriminant Validity

인문대학 29명(10.36%), 기타 28명(10.00%), 자
연과학대학 15명(5.36%) 등의 순서로 분포하였

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전자제품의 경우, 스마트

폰이 161명(57.50%)으로 과반이 조금 넘고 노트

북이 100명(35.71%), 나머지는 태블릿 PC(9명, 
3.21%), 데스크탑PC(5명, 1.79%), 스마트 워치(2
명, 0.71%), 기타 3명(1.07%)으로 이루어졌다. 

5.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수

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Smart PLS 2.0을 이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인 연구모

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5.1.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위

해 Cronbach’s alpha 값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값을 각각 살펴보았다. 일반적으

로 Cronbach’s alpha 값과 합성신뢰도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Nunnally and Bernstein, 1978), <Table 4>에 나타

난 분석결과와 같이 온라인 구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및 합성신뢰도 값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

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의 평균 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기준 값

인 0.5를 상회하였으며(Bagozzi et al., 1991), 요
인적재량(factor loading) 또한 0.623에서 0.922 범
위에서 유의함을 보여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

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평균 분산추출 제곱근 값과 각 구성개

념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Table 5>에서 

굵게 표시된 대각선의 값들이 각각의 관련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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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LS Results

과 열의 상관계수 값을 모두 초과하고 있음을 확

인함으로써 판별타당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5.2. 가설검증  토의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Smart PLS 
2.0을 이용, 부트스트래핑 리샘플링(bootstrapping 
resampling) 기법(샘플 수 280, 부트스트랩핑 수 

5,000)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

시된 총 11개의 가설 가운데, 웹루밍 매력정도가 

웹루밍 의향에(H3), 온라인 탐색의 지각된 위험

(H2a)과 온라인 구매의 지각된 위험(H2b)이 온라

인 쇼핑의 불신에, 멀티채널 탐색의 지각된 효익

(H4a)과 오프라인 구매의 지각된 효익(H4b)이 웹

루밍 매력정도에, 온라인 구매습관이 온라인 쇼

핑 고착효과에(H7b)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이상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온라

인 쇼핑의 불신에 대한 선행요인은 온라인 쇼핑

의 불신에 약 22.9%(0.229), 웹루밍 매력정도에 대

한 선행요인은 웹루밍 매력정도에 13.6%(0.136),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의 선행요인은 온라인 쇼

핑 고착효과에 33.7%(0.337), 웹루밍 의향의 선

행요인은 웹루밍 의향에 33.0%(0.330)의 설명력

을 각각 보여주었다. 전체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의 결과는 <Figure 3> 및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침효과를 설명하기 위

한 가설들의 경우, 온라인 탐색의 지각된 위험과 

온라인 구매의 지각된 위험 모두 온라인 쇼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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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 Distrust of Online Shopping →
Webrooming Intention -0.029 0.498 Not Supported

H2a Perceived Risk of Online Search →
Distrust of Online Shopping 0.209 3.505 Supported

H2b Perceived Risk of Online Purchase →
Distrust of Online Shopping 0.371 6.594 Supported

H3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
Webrooming Intention 0.586 11.598 Supported

H4a Perceived Benefit of Multi-Channel Search →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0.329 5.698 Supported

H4b Perceived Benefit of Offline Purchase →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0.122 2.376 Supported

H5 Online Shopping Lock-in →
Webrooming Intention 0.051 0.991 Not Supported

H6a Online to Multi-Channel Search Switching Cost →
Online Shopping Lock-in -0.029 0.47 Not Supported

H6b Online to Offline Purchase Switching Cost →
Online Shopping Lock-in 0.084 1.5 Not Supported

H7a Online Search Habit →
Online Shopping Lock-in -0.107 1.788 Not Supported

H7b Online Purchase Habit →
Online Shopping Lock-in 0.616 11.475 Supported

<Table 6>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불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가운데 온라인 구매의 지각된 위험이 온

라인 탐색의 지각된 위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유통업체

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지각

된 위험 요소를 완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의 불신이 웹루밍 의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불

신을 느껴 온라인 쇼핑을 주저하게 되더라도 웹

루밍 이외의 선택 가능한 다른 여러 가지의 쇼핑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쇼루밍, 오프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

한 쇼핑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하는 상

태에서, 굳이 웹루밍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다. 이에, 온라인 채널업체는 웹루밍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싱글채널 및 멀티채널 쇼핑행태도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김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들

의 경우, 예상대로 멀티채널 탐색의 지각된 효익

과 오프라인 구매의 지각된 효익이 각각 웹루밍 

매력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웹루밍 매력정도는 웹루밍 의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
비자들은 오프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때 얻는 효

익의 정도보다 멀티채널에서 탐색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익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프라인 및 멀티채널 유통 업체는 웹루

밍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러한 소비자의 효익을 강화시켜 

웹루밍이 매력적인 쇼핑 방법임을 인지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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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탐색측면의 

효익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류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

들의 경우, 온라인 구매 습관은 온라인 쇼핑 고

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온라인 탐색습

관은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탐색습관

이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한 이유는 멀티채널 쇼핑환경에서 소비자

들은 온라인 쇼핑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매 할 때

뿐만 아니라 웹루밍 등의 다른 쇼핑방법을 통해

서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상품을 

찾아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해서 상품을 살펴보

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쇼핑방

법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보다 웹루밍 형태의 쇼핑방법이 더욱 익숙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채널 입장에

서는 직관적인 온라인 결제 인터페이스를 구성

하는 등 온라인 구매 습관을 유도하는 전략이 온

라인 쇼핑 방법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온라인 탐색에서 멀티채널 탐색으

로의 전환비용과 온라인 구매에서 오프라인 구

매로의 전환비용이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멀티채널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본인의 

가치에 알맞은 채널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전환 시 느낄 수 있는 불

편함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쇼핑 고착효과가 웹루밍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멀티채널 환경에서 다양한 쇼핑 방법을 소

비자들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이 친숙하다고 느낄

지라도 다른 쇼핑방법 또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6.1. 연구의 결과  의의

모바일 기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의 생

활화로 웹루밍 현상이 새로운 쇼핑의 형태로 주

목 받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에

서 웹루밍으로의 쇼핑전환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고-당기기-이주 이론을 바탕

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소비자의 쇼핑

행위를 정보탐색과 제품구매의 두 가지 측면으

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쇼핑전환 의도에 대

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

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280
개의 표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

과, 웹루밍 매력정도가 웹루밍 의향에, 온라인 

탐색의 지각된 위험과 온라인 구매의 지각된 위

험이 온라인 쇼핑의 불신에, 멀티채널 탐색의 지

각된 효익과 오프라인 구매의 지각된 효익이 웹

루밍 매력정도에, 온라인 구매습관이 온라인 쇼

핑 고착효과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멀티채널 쇼핑현상을 싱글채널 쇼핑

(온라인 쇼핑)으로부터의 쇼핑전환 관점에서 살

펴봄으로써, 기존의 채널간 프리라이딩 연구로 

대표되는 채널전환 관점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였다. 기존 채널전환 관점의 연구가 특정 채널을 

소비자들이 단순히 옮겨 다니는 멀티채널 쇼핑

의 한 형태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쇼핑전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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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싱글채널 및 멀티채

널 쇼핑 대안을 모두 고려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탐색 및 구매에 있어 각각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으로부터 웹루밍 쇼

핑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만을 한정하여 살

펴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쇼핑전환 

관점을 활용하여 좀더 다양한 현상을 종합적으

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

구는 기존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의 상품 및 서

비스 사용전환 행동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

었던 고-당기기-이주 이론을 소비자의 쇼핑전

환 행동에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이 이론의 적

용범위를 확장하였다. 향후 고-당기기-이주 이

론을 기반으로 하여 좀더 다양한 형태의 쇼핑전

환 행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소비자의 쇼핑전환 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싱글채널 및 멀

티채널 소매업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고객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온라인 싱글채널 고객 담당자는 그들의 

고객을 지켜내기 위해서 탐색과 구매의 측면에

서의 지각된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구매측면의 습관요인

을 강화함으로 온라인 쇼핑에 더욱 더 익숙하도

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오프라인 싱글채널 및 멀티채널 고객 

담당자는 온라인 쇼핑에서 웹루밍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탐색과 지각 측면의 지각된 효익 

요인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웹루밍을 매력적인 

쇼핑방법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루밍에 익숙한 집단(대학생 및 대

학원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저해되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표본추출

을 통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제품군에 관련된 문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루밍 현상이 가장 빈번하

게 일어나는 전자제품 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

가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제

품군을 대상으로 한 쇼핑전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

에서 웹루밍으로의 쇼핑전환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쇼핑에

서 쇼루밍으로의 쇼핑전환, 쇼루밍에서 웹루밍

으로의 쇼핑전환 등 좀더 다양한 쇼핑전환 현상

에 대한 연구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고-당기기-이주 이론이 쇼핑

전환 현상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고-당기기-이주 이론은 애초에 인간의 오

프라인 이주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이론인데, 이 이론은 한 번 거주 장소를 이동하

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오프라인 이주현상은 

잘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전 쇼핑

행위로 쉽게 되돌아 올 수 있는 쇼핑전환 행위의 

경우 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
후 쇼핑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

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지속되어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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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Measurement Item Reference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AOW1 I would be satisfied with the webrooming.

Bansal et al.(2005); 
Chiu et al.(2011) 

AOW2 I would probably be happier with the webrooming.

AOW3 Webrooming would benefit me more than other shopping 
way.

AOW4 Webrooming would be better than other shopping way 
overall.

Distrust of Online 
Shopping

DOS1 I think online shopping is unreliable.

Lee and 
Turban(2001)

DOS2 I think online shopping cannot be trusted, there are just 
too many uncertainties.

DOS3 In general, I cannot rely on online vendors to keep the 
promises that they make.

Online to Multi-Channel 
Search Switching Cost

O2MS_SC1
It takes more time to search information of the products 
using online and offline rather than using online website 
only.

Chiu et al.(2011)

O2MS_SC2
It takes more efforts to search information of the products 
using online and offline rather than using online website 
only.

O2MS_SC3
In general, It would be a hassle more to search 
information of the products using online and offline rather 
than using online website only.

Jones et al.(2000)

Online to Offline 
Purchase Switching Cost

O2OP_SC1 It takes more time to purchase the product in offline store 
rather in online website.

Chiu et al.(2011)

O2OP_SC2 It takes more efforts to purchase the product in offline 
store rather in online website.

O2OP_SC3 In general, It would be a hassle more to purchase the 
product in offline store rather in online website. Jones et al.(2000)

Online Purchase Habit

OPH1 I think purchasing products in online website has natural 
act for me.

Khalifa and 
Liu(2007)OPH2 Whenever I think of purchasing products, the online 

website comes to my mind.

OPH3 I think purchasing product in online website has become 
spontaneous for me.

Online Search Habit

OSH1 I think searching products in online website has natural 
act for me.

Khalifa and 
Liu(2007)OSH2 Whenever I think of searching products, the online website 

comes to my mind.

OSH3 I think searching product in online website has become 
spontaneous for me.

<Appendix 1> Variables and Measure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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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Measurement Item Reference

Online Shopping 
Lock-in

OSL1 It is hard to switch from online shopping to other 
shopping way

Chiu et al.(2011)OSL2 I don't like to switch to another shopping way because I 
have invested some time to online shopping.

OSL3 I feel that I am more familiar with the online shopping 
environment rather than other shopping environment.

Perceived Benefit of 
Multi-Channel Search

PBMS1
When I search the information of the product using both 
online website and offline store, I can get much 
information on the product.

Verhoef et 
al.(2007)PBMS2

When I search the information of the product using both 
online website and offline store, I can easily compare the 
options of the products.

PBMS3
When I search the information of the product using both 
online website and offline store, I can easily compare the 
prices of the products.

Perceived Benefit of 
Offline Purchase

PBOP1 When I purchase the product in offline store rather than 
online website, I can quickly obtain the product.

Verhoef et 
al.(2007)PBOP2 When I purchase the product in offline store rather than 

online website, I can get a good service for the product.

PBOP3 When I purchase the product in offline store rather than 
online website, I can get an excellent help.

Perceived Risk of 
Online Purchase

PROP1 When I purchase the products in online website, I do not 
trust that my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kept private. Forsythe and 

Shi(2003)
PROP2 When I purchase the products in online website, I do not 

trust that my credit card number will be secure.

PROP3 When I purchase the products in online website, I must 
pay for shipping and handling.

Forsythe et 
al.(2006)

Perceived Risk of 
Online Search

PROS1 In online website, I can't examine the actual product. Forsythe et 
al.(2006)PROS2 In online website, I can’t to touch and feel the item.

PROS3 In online website, it is difficult to judge quality of a 
product.

Forsythe ant 
Shi(2003)

Webrooming Intention

WI1 I have intention to do webrooming.

Lu et al.(2011)WI2 I will consider doing webrooming.

WI3 I will use to do webr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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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Switching Intention from Online Shopping to 

Webrooming
2)

Hyun-Seung Choi*․Sung-Byung Yang**

Recently, the proliferat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 personal computers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have led to a big trend of a shift from 
single-channel shopping to multi-channel shopping. With the emergence of a “smart” group of consumers 
who want to shop in more reasonable and convenient ways, the boundaries apparently dividing online and 
offline shopping have collapsed and blurred more than ever before. Thus, there is now fierce competi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channels.

Ever since the emergence of online shopping, a major type of multi-channel shopping has been 
“showrooming,” where consumers visit offline stores to examine products before buying them online. 
However, because of the growing use of smart devices and the counterattack of offline retailers represented 
by omni-channel marketing strategies, one of the latest huge trends of shopping is “webrooming,” where 
consumers visit online stores to examine products before buying them offline. This has become a threat 
to online retailers.

In this situation, al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for switching from 
online shopping to webrooming, most prior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a single- or multi-channel 
shopping pattern. Therefore, this study thoroughly investigat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customers 
switching from online shopping to webrooming in terms of both the “search” and “purchase” process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push-pull-mooring (PPM) framework.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model, 280 individual samples were gathered from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had actual experience with webrooming.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est revealed that the “pull” effect is strongest on the webrooming intention rather than the “push” 
or “mooring” effects. This prove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and 
“webrooming inten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perceived risk of online sear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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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risk of online purchase” significantly affect “distrust of online shopping.” Similarly, both 
“perceived benefit of multi-channel search” and “perceived benefit of offline purchase”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were also found. Furthermo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online purchase habit” is the only influencing factor that leads to “online shopping lock-i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examining the multi-channel 
shopping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shopping switching” from online shopping to webrooming, 
this study complements the limits of the “channel switching” perspective, represented by multi-channel 
freeriding studies that merely focused on customers’ channel switching behaviors from one to another. 
While extant studies with a channel switching perspective have focused on only one type of multi-channel 
shopping, where consumers just move from one particular channel to different channels, a study with a 
shopping switching perspective has the advantage of comprehensively investigating how consumers choose 
and navigate among diverse types of single- or multi-channel shopping alternatives. In this study, only 
limited shopping switching behavior from online shopping to webrooming was examined; however, the 
results should explain various phenomena in a more comprehensive manner from the perspective of 
shopping switching. Second, this study extend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ush-pull-mooring 
framework, which is quite commonly used in marketing research to explain consumers’ product switching 
behavio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framework, it is hoped that more diverse shopping switching 
behaviors can be examined in future research. This study can serve a stepping stone for future stud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is that it may help single- and 
multi-channel retailers develop more specific customer strategies by reveal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webrooming intention from online shopping. For example, online single-channel retailers can ease the 
distrust of online shopping to prevent consumers from churning by reducing the perceived risk in terms 
of online search and purchase. On the other hand, offline retailers can develop specific strategies to increase 
the attractiveness of webrooming by letting customers perceive the benefits of multi-channel search or 
offline purchase. Although this study focused only on customers switching from online shopping to 
webrooming, the results can be expanded to various types of shopping switching behaviors embedded in 
single- and multi-channel shopping environments, such as showrooming and mobile shopping.

Key Words : Webrooming, Shopping Switching Intention, Multi-Channel Shopping, Online Shopping, 
Push-Pull-Mooring (PP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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