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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채널상에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조사이다. 온라

인 채널의 가치를 담고 있는 채널자산에는 소비자의 이성적요인과 감성적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소비자의 브

랜드 선호도와 브랜드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구매의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감성적인 요인이 

온라인에 대한 애호도와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온라인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추구하면서 단순히 정보탐

색자체를 즐기기도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감성적 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이미지에 유의한 결과를 

갖게 되어 인지-태도의 순도 가능하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I. 서론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통채널에 적응하
여왔다 그리고 항상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도
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간의 전통
적인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
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채널의 소비자욕구를 좀 
더 연구하여 전통적인 채널과 온라인채널간의 상호 견제
와 상생의 틀을 찾아내기 위한 사전적인 연구조사결과이
다.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채널자산
 
  채널자산은 제품시장에서 특정의 유통채널이 갖고 있는 
가치(한상린, 2005)[1]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객은 항상 
온라인 쇼핑에서 가치라는 관점에서 채널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용과 효익이라는 기대와 결과의 평가를 
항상 염두에 둔다. 따라서 가치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입한 비용과 효익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지
각(정남호, 2006)[2]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성적 요인과 감성적요인

  이성적 요인에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비자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쇼핑목적을 달성하는데 효
율적이며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구동모, 장흥
섭, 2005)[3]하려고 한다. 반면에 감성적인 요인에는 소비
자가 컴퓨터 매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이고 즐거운 감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감성적 요인을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비자는 
쇼핑경험이 제공하는 놀이와 즐거움의 결과로서 잠재적인 
오락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Hirschman and Holbrook, 
1982).[4]

3. 브랜드 선호도와 이미지

  브랜드 선호도는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
의 표현으로서 태도적 차원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Anantachart, 1998)[5]. 사이트 만족에 의한 인터넷 쇼
핑몰과 소비자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소비자의 특정
채널 즉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강화 
(Devaraj et al., 1998)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채널자산이 바로 브랜드 선호도
의 태도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기존의 연구
(박귀정 외 2인, 2011)인 온라인 채널을 통한 채널강화와 
소비자태도 형성에는 반드시 인지적 과정이니 이미지과정
이 선행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자 함이다. 즉 브랜드가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미지가 구축이 되는 데 온라인 
채널상에서는 소비자의 이성적요인과 감성적 요인만으로
도 애호도나 선호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온라인 채널의 가치를 소비자의 이성적요인과 감성적요
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채널자산요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이미지에 각
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구매행동의 전단계인 구매의도
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선
택하는데 있어 외재적, 내재적 특성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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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제품구색의 다양성, 경쟁가격, 접근성, 탐색비용의 
저렴성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즐거움이나 오락성 등과 같
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나타낸다(Shang et al. 
2005). 
H1: 온라인 쇼핑몰의 이성적요인은 브랜드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온라인 쇼핑몰의 감성적요인은 브랜드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온라인 쇼핑몰의 이성적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온라인 쇼핑몰의 감성적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온라인 브랜드 선호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온라인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가설 검증을 위하여 편의 표본 추출형식으로 인터넷 쇼
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회수된 설문지 140부 중에 불성실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13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구분 응답자 비율(%)

성별
남자 85 62.5

여자 51 37.5

연령
20대 미만 43 31.6

20대~30대 93 68.4

결혼유무
기혼 0 0

미혼 136 100

직업 대학재학중 136 100

월별 

온라인 

쇼핑횟수

1회 34 26.5

2회 41 30.1

3회 33 24.2

4회 이상 28 19.2

2. 분석결과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SPSS와 AMOS를 사용하였다. 먼저 신뢰성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축소하였다. 각 
항목의 신뢰도가 .70이상일 때 항목의 신뢰성이 적절하다
고 평가 된다 (Nunally, 1978).
 
표 2. 신뢰도 측정결과

변수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 a

이성적요인 5 4 .813

감성적요인 5 4 .760

브랜드선호도 5 5 .811

브랜드이미지 5 4 .811

구매의도 5 5 .889

2) 측정문항의 타당성 검증 및 확인요인분석
  구성개념의 수렴타당성을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
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변수 신뢰도 분산추출지수

이성적요인 0.883 0.655

감성적요인 0.802 0.520

선호도 0.850 0.544

이미지 0.888 0.668

구매의도 0.916 0.686

카이자승:490.907 df:202 p.:.000 GFI:.737 RMR:.062

CFI: .828 RMSEA: .103 PRATIO:.874

  개념 신뢰도에서 수렴타당성은 분산추출지수가 0.5이상
이라서 확보되었고 각 개념의 신뢰도는 0.7이상이어서 수
렴타당성 또는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계수, 
2007)

3) 가설검증

가설 경로계수 t-값 p-값 채택 여부

H1 .148 1.710 .087 기각

H2 -.049 -.538 .591 기각

H3 .634 6.841 *** 채택

H4 .406 4.900 *** 채택

H5 .942 7.522 *** 채택

H6 .204 2.399 .016 채택

   이성적요인  H1      선호도
              H2                   H5
                                          구매의도
                H3                    H6
   감성적요인   H4     이미지

V. 결론

  이성적요인이 온라인채널상 소비자의 선호도와 이미지
에 대한 유의적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온라인 고유의 
특성이 기존의 연구와 같게 나타났다. 즉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애호
도와 선호도는 매우 낮다(Fornell, 1992). 하지만 감성적
인 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와 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채널의 유형별 디자
인, 신뢰성, 응답성 등이 쇼핑 감정에 컴퓨터라는 매개환
경과 상호 작용성 등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브랜드의 선호도와 이미지는 호의적인 연상 작용으
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
고 마케팅적 시사점으로는 소비자의 쾌락적 가치가 주종
을 이루는 감성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여 소비자
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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