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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build a systematic frame for ef– -
fective marketing performances by prioritizing product type and
pertinent channel that are appropriate for digital channel
characteristics. FCB grid model was used to define a product
type, and Internet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was consid-
ered as a marketing performance measuring tool for digital
channe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s systematic un– -
derstanding for Digital marketing is still unfamiliar to even pro-
fessional marketer, the hypo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preliminary research by conducting a qualitative survey of mar-
keting experts who already experienced digital marketing in the
fields as well as existing related study literature. Through a pre-
liminary research, the degree for understanding for digital mar-
keting, current digital marketing (including product/channel mix)
execution status, and difficulties for marketers who had experi-
enced digital marketing were figured out. Based on preliminary
research, the main part of survey was designed to examine
which type of product would be effective for digital marketing
and which digital channel would be effective to achieve market-
ing performance in line with marketing objectives. To collect da-
ta,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rofessional mar-
keters who had experienced digital marketing in 10 different
fields including FMCG, cosmetics, distribution industry for one
month (July, 10, 2014~Aug, 10, 2014). A total of 90 ques-
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6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luding the unanswered and insincere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ver.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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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analysis for product type which is pertinent to–
digital marketing and prioritization for digital channel per digital
marketing performance type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high involvement buying decision type of product and ra-
tional purchasing decision type of product in FCB grid are more
effective for digital marketing in terms of marketing performance.
Therefore, marketers in field would prioritize considering product
type before executing digital marketing.

Second, factor for sales increase, potential consumer creation
and brand awareness was represented respectively 31.25%,
21.9%, and 20.8%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in terms of dig-
ital marketing channel performance. Third, effective major digital
channel per digital marketing performance factor was differently
identified as each digital channel has its own peculiarity. For in-
stance, search engine is more effective for increasing sales
while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and Kakaotalk is more ef-
fective for encouraging consumer participation.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product type and pe– -
culiarity which were pertinently fit to digital marketing were iden-
tified by using FCB grid model, and also suggested framework
for decision making of digital channel selection in line with mar-
keting objectives for effective marketing performance. It also pro-
vided insight to professional marketer which type of product
could be effective for digital marketing execution as well as
which factors should be measured for digital marketing
performance.

Keywords: Digital Marketing, FCB Factors, Rational/Emotional
Purchasing Factors, Involvement,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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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디지털 마케팅은 기업
과 소비자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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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마케팅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광고 등. TV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쌍방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하여 고객 활동을 분석을 통한 마케팅 를 도출한다거나 구매Data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대응하기가 용이하다 게다가.
마케팅 비용도 전통적인 마케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은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아직 디지털 마케팅의 활용도가 미미하
고 이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여 마케터들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실행 시 제품별 특성에 따른 마케팅 성과와 디지털 채널별
마케팅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 은 디지털 마케터가 지녀야 할 필. (Joy and Audrey, 2013)
수 스킬로 비즈니스 관리와 기술 가지를 제시하였다 다행히 최7 . ,
근 국내 기업들도 점차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채널의 경. Choi(2010)
우 마케팅 목표를 명확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 미루어
이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디지털 마케팅 조사기관인 발표에 따르eMarketer.com
면 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약 억명 중2014 28.9

이용자수는 약 억 명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SNS 12.6 .
경우 년 전체 인터넷 이용자는 약 천만명 이상으로 이중, 2014 4

가 를 이용 하고 있는데 를 사용하는60.7% SNS (KISA, 2014) SNS
주목적은 관계 형성과 정보 공유로 커뮤니티 구축이 가능하고1:1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 편리성 채널의 다양성 등의 장점을 가지,
고 있어 정보 공급자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확
인하여 적절한 마케팅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채널의 선택과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들의 경우 더 이상 메시지 교환 보다(etnews.com). SNS ,
는 를 통한 제품 정보나 쇼핑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다SNS (Cho

또한 쇼핑몰은 고객의et al., 2012; Lee & Cormier, 2010). SNS
신뢰정도에 따라 브랜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최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등을 이용한 자기 개성과2015). SNS
가치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Choi et al.,

즉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2011). ,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공유함으로서 기업이 주도하는 마케
팅 활동에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활동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
다 특히 이러한 소비자 계층은 젊은 연령층이면서 고소득자 일수.
록 활용빈도가 높다 는 것과(Yoh et al., 2003; Jung et al., 2014)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컨텐츠 측면에서는 현재 상황을 확인(Ju et al., 2014).
할 수 없고 개인적 감정에 따라 왜곡 위험성이 존재하여 그에 따
른 낮은 신뢰성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Chang, 2012).

본 연구는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유통 등의 제조업을 대상으, , ,
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기업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디1)
지털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제품 유형은 무엇인가 와? 2)
목적별 디지털 마케팅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디지털 채널
선택 요인들이 무엇인가 를 찾아 디지털 마케팅 성과 제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2.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 및 특성2.1.

미국 에서 정의한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Institute(DMI)

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을 새롭게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
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이다 라고 하였다” .
디지털 마케팅의 도구로서 디지털 채널이란 포털 블로그‘ ’ , SNS,
등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채널방식을 말한다 이중 소셜 미디어.
는 웹 기반의 쌍방향 기술을 통해 텍스트나 이미지 등 멀2.0 , AV
티미디어 구성요소와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통합 커뮤니케이
션 양식이다 즉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 누구나. , ,
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개인 미디어 커뮤니
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채널의 발달에 따른.
소비자 특성의 변화로서 과거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라디오 등TV,
전통적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나 캠페인 방식으로 제
품과 서비스를 인지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채널의
발달로 검색이 보편화 되었고 그로 인해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
으로 늘었으며 브랜드를 구매하는 요인도 매우 다양화 되었다 결, .
국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를 더욱Web Site
더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설계 해야 하며 소비자를(Devinder, 2014)
위한 투명성 제고 노력 을 통한 소비자가 실시(Roger et al., 2014)
간으로 요구하는 정보충족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도 더욱 더 중요
하게 되었다 이제 는(Do, 2013). Social Network Sites(SNS)

등의 출현과 함께 세계인이 매일MySpace, Facebook, Cyworld
사용하는 것으로 보편화 되었다 일례로(Danah & Nicole, 2007).

은 를 통한 마케팅 성공 판단 요소 중 소매산업과Facebook SNS
소비자간 관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Jeremiah et al., 2010)
었으며 영리나 비영리 목적 부문 모두에게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도구로 나타났다 또한 와 같은(Sarah and Paul, 2014). SNS
쇼설 매체에 대해 은 디지털 마케팅에Helena and Daniela(2014)
가장 적합한 기업 집단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인
식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
블로그의 경우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구전 마
케팅 관계 마케팅 등을 대표하는 최적의 수단, (Relation Marketing)
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와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 자생적 커뮤니티가 생성
됨으로서 는 마케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SNS
타났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를 통한 온라인(Ana et al., 2012).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정보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제(Kendall and Marieke, 2014).

이나 블로그와 같은 의 폭발적 증가는 상업용을 출Facebook SNS
현시키는 촉매로 작용 하는데 충(Blood, 2002b; Jun & Choi, 2011)
분했으며 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와 같은 인터넷Rhie(2010) SNS
마케팅 수단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를 통해 확인
됨으로서 현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한 체
계적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품의 특성에 따른 디지털 마케팅 적합성2.2. ( )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에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업 제품군의 소비자 구/
매 의사 결정시 디지털 채널이 제품군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
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상품의 속성에 따라 구매.
행동이 달라짐을 제시한 모델FCB(Foote, Cone & Beilding) Grid
은 소비자의 관여의 정도와 이성 감성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군 분/
류 방법으로서 은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군Roger & Kristian(2001)
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구입하는가를 이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역시 제품 유형의 디지털 채널 적합성, Zaichkowsky(1985)
평가를 위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관여도와 이성적 감성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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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으로 모델 적용한 연구결과를 제FCB Grid
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연구를 위해. FCB Grid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재와 분리하여 다룬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모델을 디지털 채널의(An & Kim, 2010). FCB Grid
마케팅 성과분석에 적용하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
정도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 평가2.3.

기업들도 젊은 소비자들의 쇼설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익숙해
짐에 따라 소비자와의 상호 소통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 소통 도구
나 공동 창출 콘텐츠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Maria and

또한 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대José, 2014). , Lee & Mock(2011)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 있다고 한다.
이는 디지털 채널 활용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 증대 검색,
어 상위 랭크를 통한 방문 유도 새로운 비즈니스 제휴 기회 창출,
에 효과뿐 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 절감이나 잠재 고객 생성 및,
매출 증가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는 채널선택 시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Choi(2004)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는데 현재 디지털 채널의 마케
팅 성과 측정 지표로는 국내 유일의 고객 기반 성과분석지표 개(6
영역 개 항목 구성 인 인터넷 소통 만족도 지수,85 ) ‘ (ICSI : Internet

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밖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에 측정지표와 관련해서는 고객 참여성 정보 공개성 이외에도 차,
별성 콘텐츠 적합성 정보 활용성 등이 있으며 마케팅 성과평가, ,
항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Jang, 2012).

연구의 설계3.

연구 모형3.1.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에 적합한 제품 유
형과 디지털 마케팅 성과에 기여하는 디지털 채널 우선순위 도출
을 위한 제품 특성에 따른 디지털 채널 적합성 평가와 디지(1) (2)
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 평가 항목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디지털 채널의 적합성 평가 제품 특성에 따른3.1.1. ( )

제품 유형의 디지털 채널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항목 속성 설계
는 를 비롯한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조Zaichkowsky(1985)
하여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관여도 요인과 이성적 감성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을 사용하여 제품 특성에 따른 속성FCB Grid
들을 과 같이 정의하였다<Table 1> .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 평가3.1.2.

마케팅 성과에 기여하는 디지털 채널의 우선순위 도출은 선행
연구 와 업계 마케팅 전문가들의 사전 설문(Lee & Mock, 2011)
등을 검토하여 의 평가 항목 을 재구성하여 성과ICSI (Jang, 2012)
평가 구성 요인을 정의하였다.

<Table 1> FCB Grid Attributes

Factor FCB Grid Attributes Sources

Involvement
It would cause a big loss if the brand is made a bad choice

FCB(Foote, Cone and Belding),
Joines et al.(2003), Roger &
Kristian(2001),
Zaichkowsky(1985),
Kim et al.(2007),
Park(2006),
Shim et al.(2000)

It is interested in Information regarding this product
It is very important to decide purchase of this product

Intellectual Mode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rational reasoning
Purchase decision needs to have lots of thought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function of product

Affective
Mode

My personality is reflected for Purchase Decision Making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5 Senses. (Observation, Taste, Touch, Smell, Voice)

<Table 2> Marketing Performance Evaluation Factor for Digital Channel

Factor Performance Attributes Sources

Strengthening
Awareness

Exposure for business and brand is strengthened

Lee & Mock( 2011),
Lee(2007),
Park(2001),
Nelson(1974),
ICSI(Internet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Jang(2012),
Dolan &
Moon(2000),
Amit & Sanjoy(2002)

It is highly ranked in search word
It is contributed to increase brand awareness

New Business
Opportunities

It has possibility to have a partnership for new business purchase
It is contributed to create potential consumers

Participation
of Consumers

It is contributed to make consumers participate actively
It is contributed to related traffic and subscribers regarding business and brand

Understanding for
Consumers

It is contributed to understand consumers who have an interested in business or brand
It is contributed to explain business or brand in detail
It is contributed in increase brand preference

Savings for Marketing
Expenditure

Marketing expenditure could be saved vs mass media channel
Contents could be effectively reached to consumers who have interested in its communication
vs mass media channel

Increasing Sales Sales increase opportunity could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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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3.2.

연구 가설은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품군과 채널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요인에 따라, FCB Grid
제품 특성을 분류하고 디지털 채널 마케팅 성과 평가 요인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 한다.

가설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에< 1>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관여도가 높은 제품군은 관. ,
여도가 낮은 제품보다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는 제품 특성이 이성적이< 2>
냐 감성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품 특.
성이 이성적일수록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각각의 디지털 채널은 고유의 특성이 있어 채널별로< 3>
기대되는 마케팅의 주요 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브랜드 인지도를 목적으로 한 마케팅 성과에 기여하
는 채널로는 대중적 기반이 있는 포털 광고가 소비,
자의 이해와 참여를 목적으로 한 마케팅 성과는 소
셜 미디어 채널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디지털 채널의 제품 적합성과 마
케팅 기대성과에 따른 디지털 채널 우선순위 도출 연구 모형은

과 같다<Figure 1> .

조사대상 및 설문조사3.3.

예비 설문조사3.3.1.

먼저 연구 모형 과 같이 디지털 마케팅의 채널 운영<Figure 1>
현황 및 애로 사항을 탐색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년 월 일 참가자 명을 대2014 7 2 Korea Marketing Conference 23
상으로 설문과 를 병행 실시하였FGI(Focus Group Investigation) ,
다 조사대상자의 마케팅 경력은 년 이하 명 년 이상 명 까. 5 (5 )~ 20 (5 )
지 고르게 분포 하였으며 의 주요 항목으로는 디지털 마케팅FGI
실행이나 제안 시 어려운 점과 디지털 마케팅이 활성화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사항과 설문 내용으로 마케팅 실무자 및 중간관리
자와 임원의 인지 및 경험 정도 제품 유형과 서비스 형태에 따른,

마케팅 효과의 차이 디지털 마케팅 채널 플랫폼에 대해 질문하였,
다 조사 결과 디지털 마케팅 실행 제안 시 어려운 점으로 첫째. , ( ) ,
디지털 패러다임이 짧고 뉴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하여,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디지털 채,
널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년 이하 년 이하 그(15 , 20
룹 둘째 세일즈와의 직접 연계가 부족하여 정량적 효과 측정의 객) ,
관적 기준 지표 설정이 어려운 점 전 그룹 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예산에 대한 승인
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 년 이하 년 이하 그룹 이 제시 되었다(5 , 10 ) .
그밖에 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도 부담스럽IT
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급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디. CEO ,
지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플랫폼은 브랜드의 웹사
이트나 블로그를 꼽았으며 마케팅 기반 플랫폼으로는 Web
Site(59%) > Facebook(50%) > 순으로 복수 응답하였다Blog(41%) .
또한 의 과반수이상 정도만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 있다CEO (56.5%)
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다는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인다.

Analysis for priority based on product/channel suitability 
for professional marketers

Product type analysis based on FCB model and digital
channel priority analysis for marketing objectives

Evaluation on suitability
for digital channel per products

+

Draw an insight after findings based on digital channel 
operation through related study literature, Preliminary

research based on professional marketers etc

Evaluation on effectiveness for 
marketing performance of each 

digital channel
in line with marketing objectives

FCB Model 
Application

1

2 ICSI Application

3 F.A & ANOVA
(SPSS)

4 Priority Selection

<Figure 1> Research Model for Decision Making of Digital Marketing
Priority

<Table 3> New Attribute for Product Suitability of Digital Channel

Factor Code* Product Suitable Attribute by FCB Grid Method Remark

Involvement
P-1 It would cause a big loss if the brand is made a bad choice

FCB Grid
Attributes

P-2 It is interested in Information regarding this product
P-3 It is very important to decide purchase of this product

Intellectual Mode
P-4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rational reasoning
P-5 Purchase decision needs to have lots of thought
P-6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function of product

Affective
Mode

P-7 My personality is reflected for purchase decision making
P-8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5 Senses(Observation, Taste, Touch, Smell, Voice)

Brand Awareness
/Satisfaction

P-9 The brand in relevant category is well known to consumers
Preliminar-y
survey result

added

P-10 The consumer satisfaction of brand in relevant category is high

Brand Experience P-11 Many consumers have experienced the brand in relevant category
P-12 Only a few consumers have experienced the brand in relevant category

* Code : Product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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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 결과 앞서 고찰한 이론적 연구의 속성 항목인, FCB
이성적 특성과 감성적 특성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가 차이
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여도 및 제품의 경험 정도. ,
에는 큰 성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론적 고찰에서,
미처 변수로 고려되지 않은 브랜드 인지도의 강한 정도에 따라 디
지털 마케팅의 성과에 차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성 조사 특성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응답하는 경우 왜곡될 수
도 있고 브랜드 관여도에 대한 이해 차이도 발생할 수 있어 관여,
도 속성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브랜드 인지 요인
및 경험 요인 내 속성 개를 추가하여 과 같이 재구성4 <Table 3>
하고 가설 검증을 하고자 한다, .

표본 설계 및 분석 방법3.3.2.

앞서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와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속성 항목을 바탕으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에 적합한 제
품 유형 및 채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2
다 조사대상은 마케팅 경력 년 이상의 실무진부터 년 이하의. 3 30
임원진까지 총 명을 대상으로 년 월 일 년 월90 2014 7 10 ~ 2014 8

일까지 한 달간 직접 방문 및 이메일 조사방법을 혼용하였다10 .
조사 결과 무응답 자료 및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명의 유효66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통계자료는 을 이용하여SPSS Ver 18
구성 항목들의 내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였으며 가설 검증
을 위해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및 논의4.

표본의 특성4.1.

연구 표본은 마케팅 경력 년 이상자 중 디지털 마케팅 유경험3
자 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마66 .
케팅 경력은 년 이하가 명 년 이하 명5 18 (27.2%),10 14 (21.2%), 15

년 이하 명 년 이하 명 년 이하 명12 (18.1%), 20 13 (19.6%), 30 9
이었으며 참여 업종은 음 식료업 생활용품 가정용품 화장(13.6%) · , / ,

품 유통업 외식 산업 건설 통신 전자 광고 등 개 업종에 종, , , , , , 10
사하는 디지털 마케팅 유경험자가 참여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인식 및 자원 투자에 대,
한 견해로는 응답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개념에 대한 인지도와 디
지털 마케팅 중요성 인식 정도는 점 척도 기준 으로 평균을3.33/(5 )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향후 년 내 디지털 마케팅에 대, 2~3
한 중요도는 점 척도 기준 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3.8/(5 )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년 내 디지털 마케팅. 2~3
에 대한 자원 투자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점 척도 기(4.08/5
준 하였으며 현재 디지털 채널에 투자하는 비중 보다 이) , (30%) 9%
상 증가 하리라 추정하였다 반면 디지털 채널에 적합한(39.1%) . ,
제품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응답자들 대다수 는 디지털(86.4%)
마케팅을 실행할 때 제품의 유형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전제 사.
항으로 어떤 제품 특성을 가진 유형이 디지털 마케팅을 실행할 때,
효과적인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디지털 채널에 적합한 제품 유형 파악을 위한 가설 검증4.2.

신뢰성 분석4.2.1.

상기 에 대하여 조사 응답자 명에 대하여 구성 항<Table 3> 66
목들의 내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Table 4>.
석 결과 신뢰성이 낮게 나온 항목을 제거한 개 속성 항목 중, 12 5
개 속성 항목이 유의미한 항목 으로 나타났으며<Table 6> ,

알파 값은 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데이터는 충Cronbach 0.807
분히 신뢰할 수 있다<Table 5>.

유의미한 속성 항목 개는 과 같으며 이 항목들은5 <Table 7> ,
본 연구의 가설을 위해 구성 항목 참조 중 관여도FCB <Table 1 >
관련 항목 과 이성적인 제품 특성 관련 항목(P-1, P-3) (P-4, P-5,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관여도와 이성적인 구매 모드에 관P-6)
한 속성이 신뢰성이 확보된 변수라 할 수 있겠다.

N %

Cases
Valid 66 100.0

Exclude data 0 .0
Total 66 100.0

<Table 4> Case Processing Summary
Cronbach's Alpha N of Items

.807 5

<Table 5> Reliability Statistics

<Table 6> Reliability Test Result for Effective Product Category to Digital Channel-Item Total Statistics

FCB Attribute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P-1 14.30 10.307 .495 .807
P-3 13.83 9.741 .617 .764
P-4 13.59 10.461 .692 .744
P-5 13.50 10.962 .595 .771
P-6 13.62 10.700 .611 .766

<Table 7> Effective Product/Category Attributes for Digital Channel

Factor Code Product Suitable Attributes by FCB Grid Method

Involvement P-1 It would cause a big loss if the brand is made a bad choice
P-3 It is very important to decide purchase of this product

Intellectual Mode
P-4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rational reasoning
P-5 Purchase decision needs to have lots of thought
P-6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function of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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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 of Factor Analysis KMO and Bartlett’s Test–

KMO & Bartlett's Test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78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11.096
df 10
Sig .000

<Table 9> Total Variance Explained

Component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889 57.787 57.787 1.905 38.095 38.095
2 .793 15.855 73.643 1.777 35.548 73.643
3 .584 11.672 85.314 　
4 .458 9.168 94.482 　
5 .276 5.518 100.000 　

<Table 10> Factor Loading by Varimax

Code Product suitable attributes by FCB Grid method
Component

1 2
P-5 Purchase decision needs to have lots of thought .913 .155
p-4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rational reasoning .842 .329
P-1 It would cause a big loss if the brand is made a bad choice .100 .849
P-6 Purchase decision is done by function of product .327 .753
P-3 It is important to decide purchase of this product .496 .597

<Table 11> Regression Analysis Result : Digital Marketing Effect by Product Type - Model Summary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Durbin-Watson
1 .617a .380 .361 .928 2.275

a. Predictors: (Constant), Intellectual Mode, Involvement
b. Dependent Variable: Effect of Digital Marketing Score

<Table 12> Coefficient a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
B Standard error Beta

1
(Constant) .203 .531 .383 .703

Involvement .454 .143 .363 3.161 .002
Intellectual Mode .464 .153 .348 3.028 .004

<Table 13> Anova b

Model Sum of Square df Mean Squre F Sig

1
Regression 33.284 2 16.642 19.327 .000a

Residual 54.246 63 .861 　 　
Total 87.530 65 　 　 　

a. Dependent Variable: Effect of Digital Marketing Score

요인분석4.2.2.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속성별 모형적합도 검.
정을 위해 테스트와 검정결과 값은 이었고KMO Bartlett , KMO .781

의 유의확률은 이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하다 할 수Bartlett .000
있다 다음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가지 변수를 주성분<Table 8>. 5

분석 결과 중에서 고유값 이상인 것을 선정<Table 9> 1 (Kim,
해야 하므로 과 같이 회전 성분 행렬에2004) <Table 10> Varimax

서 고유값 와 설명력 를 가진 첫 번째 요인은 와1.905 38.1% P-5
로서 이는 참조 에서 구매 의P-4 FCB Grid Attributes <Table 1 > ‘

사결정이 이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인이며 고유값 과 설명’ , 1.777
력 의 두 번째 요인의 속성은 로서 기능적이35.5% P-1, P-6, P-3
며 관여도가 높은 요인에 해당된다 참고로 의 경우 이론적’ . P-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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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 고찰한 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FCB Grid Attributes
제품의 기능에 의해 구매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관여도
항목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회귀분석4.2.3.

디지털 마케팅에 적합한 제품 유형에 대한 가설 검증은 회귀분
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관여도가 높은 제품과 이성적 제품은 디지. ‘
털 마케팅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Table

과 같이 이성적인 제품과 관여도가 높은 제품의 디지털 마케11>
팅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적합성 결정계수 (R2 는 로 나) 0.38
타났다 검정결과 역시 로 에 근접하므로. Durbin-Watson 2.275 2 ,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었으며 검정 결과 값은 추정F- F 19.327,
된 회귀 분석 모형 유의 확률 의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 : 0.000)
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유의성 검정과 추정 회귀식은 신뢰. 99%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회귀 모형을 통해 관여도가 증가할수
록 이성적인 제품일수록 디지털 마케팅의 효( =0.454), ( =0.464)β β
과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결과는<Table 12>.

과 같다<Table 13> .

디지털 마케팅 채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가설 검증4.3.

디지털 채널 성과 측정에 대한 인식4.3.1.

디지털 마케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채널의 성과
측정의 기준과 이에 따른 적합한 채널 우선순위의 선정이 중요하,
다 따라서 현업에서의 성과 측정 유무와 채널을 선정할 때 판단.
기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대다수가 측. (83.1%)
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채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성과측정 항목
으로는 비즈니스 브랜드 노출 강화 복수응답 고객 참여 증(61%, )>
대 효과 복수응답 컨텐츠 채널의 적합성 복수응답(56%, )> / (45%, )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2>.

Performance Measurement Attributes For Digital Channel Selection (N=66,  Plural Response)

2%

6%

8%

20%

26%

38%

39%

45%

56%

61%

0% 20% 40% 60% 80%

New Business/ Partnership Opportunity

 High rank for Search word

Easiness for Business Explanation

Reduction on Marketing Cost

Potential Consumer Increase

Related Traffic Increase

Feasibility on Sales Increase

Contents and Channel Mix Suitablity

 Consumer Participation Increase

Business/Brand Exposure Increase

<Figure 2> Perception on Performance Measurement Attributes for
Digital Channel Selection

요인 분석4.3.2.

이상에서 파악된 현업에서 사용하는 성과 측정 항목도 모두 유
의미한 것인지 각각의 속성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 선행연구와 업계 마케Lee & Mock (2011)
팅 전문가들의 사전 예비 설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 평가 항ICSI
목 을 재구성한 후 와 같이 디지털 채널의(Jang, 2012) , <Table 14>
마케팅 성과 속성 평가 항목을 총 개로 구성하여 앞서 와13 4.2.2.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 적합도는 값이 의 유의확, KMO .745, Bartlett
률은 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모형도 적합하다 할 수 있겠.000
다 이상과 같은 개의 변수를 주성분 분석으로 하여<Table 15>. 13 ,
새로운 요인으로 변환시킨 결과 개의 변수 중 고유값 이 이상, 8 1
인 경우는 가지 요인으로서 과 같이 추출되었으며3 <Table 16> ,
설명된 총 분산은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설명력을 가74%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4> Attributes Regarding Market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Digital Channel

Factor Code* Performance Attributes Sources

Strengthening
Awareness

C-1 Exposure for business and brand is strengthened.

Lee & Mock(2011),
ICSI(Internet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Jang(2012)

C-2 It is highly ranked in search word.
C-3 It is contributed to increase brand awareness.

New Business
Opportunities

C-4 It has possibility to have a partnership for new business Purchase.
C-5 It is contributed to create potential consumers.

Participation
of Consumers

C-6 It is contributed to make consumers participate actively.
C-7 It is contributed to related traffic and subscribers regarding business and brand.

Understanding for
Consumers

C-8 It is contributed to understand consumers who have an interested in business or brand.
C-9 It is contributed to explain business or brand in detail.
C-10 It is contributed in increase brand preference.

Savings for
Marketing

Expenditure

C-11 Marketing expenditure could be saved vs mass media channel.

C-12 Contents could be effectively reached to consumers who have interested in its
communication vs mass media channel.

Increasing
Sales C-13 Sales increase opportunity could be increased.

* Code : Marketing Performance by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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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Factor Analysis Results for Digital Channel Marketing
Performance KMO & Bartlett’s test–

KMO & Bartlett's Test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74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88.324
df 28
Sig .000

<Table 16> Total Variance Explained

Compo-
nent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3.576 44.697 44.697 2.500 31.255 31.255
2 1.305 16.311 61.009 1.753 21.911 53.166
3 1.041 13.012 74.021 1.668 20.854 74.021
4 　 　 　 　 　
5 　 　 　 　 　
6 　 　 　 　 　
7 　 　 　 　 　
8 　 　 　 　 　

또한 과 같이 회전방식의 성분 행렬에서<Table 17> Varimax 1
요인은 변수가 추출되었고 고유값C-2, C-11, C-9, C-8 ,

를 설명한다 변수와 변수는 요인(Eigenvalue) 2.5, 31.25% . C-5 C-6
로 추출되었으며 고유값 를 설명하고 요인 으로2 , 1.75, 21.9% , 3

추출된 와 은 고유값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C-13 C-12 1.67, 20.8%
타났다 이를 재 정의하면 디지털 마케팅의 채널 성과는 고객참여. /
매출 증대요인 잠재 고객 생성 요인 브랜드 가(31.25%), (21.9%),
치 증대 기여 요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 정리하면(20.8%) .

과 같다<Figure 3> .

<Table 17> Factor Loading by Varimax

Component
1 2 3

C-2 .796 -.091 .298
C-11 .766 .116 .177
C-9 .761 .219 .137
C-8 .708 .377 .000
C-5 .242 .869 .000
C-6 .000 .868 .169
C-13 .124 .128 .911
C-12 .349 .128 .814

<Factor 1 >
Consumer Participation/ 
Sales Increase (31.25%)

• Increase related traffic and subscriber for business and brand
• Have an high feasibility on sales increase
• Increase participation level of active consumers 
• Increase feasibility to reach to consumer who are interested in

contents of communication 

<Factor 2 >
Potential Consumer Creation 
(21.9%)

• Be useful to create potential consumers
• Be useful to understand consumers who are highly interested in

business and brand

<Factor 3 >
Contribution For Brand Value
(20.8%) 

• Contribute to increase for brand awareness
• Contribute to increase for brand preference

<Figure 3> Summary for Factors on Performance Measurement for
Digital Channel Selection

디지털 채널 성과 항목 신뢰성 분석4.3.3.

요인분석에서 고유값이 이상으로 나타난 개 변수1 8 <Table 18>
를 모두 넣어 신뢰성 분석 결과 알파 값이 으로, Cronbach 0.820
높은 수준으로 개 항목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Table
19><Table 20>.

<Table 18> Reliability Test Result for Digital Channel Marketing Performance - Item Total Statistics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Mean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2 27.18 15.166 .562 .519 .796
C-5 27.30 14.984 .511 .499 .801
C-6 27.45 14.867 .409 .420 .817
C-8 27.94 13.473 .615 .456 .786
C-9 27.38 13.839 .601 .479 .788
C-11 27.26 14.225 .571 .459 .792
C-12 27.38 14.024 .585 .524 .790
C-13 27.55 15.144 .465 .440 .807

N %

Cases
Valid 66 100.0

Exclude. d. 0 .0
Total 66 100.0

<Table 19> Case Processing Summary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N of Items

.818 .820 8

<Table 20> Reliability Statistics



99Ji-Young Han, Wan-Ki Kim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3-5 (2015) 91-102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 요인별 효과적인 채널 분석4.3.4.

앞서 요인분석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 요인으로 추출된
항목은 고객참여 매출증대 요인 잠재고객 생성요인 브랜드 가치/ , ,
증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별 효과적인 마케팅 성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채널 선정을 위하여 다중 응답 설문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마케팅 성과 요인 채널로서 매출 증. ,
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은 검색 엔진 광고 포탈 광(61%)>
고 온라인 광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가치 증대(58%)> (51%)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채널로는 포탈광고 기업 브랜드 웹(60%)> /
사이트 와 모바일 광고 온라인 광고 순으로 나(34%) (34%)> (32%)
타났다 또한 잠재 고객 생성 요인 채널은 기업 브랜드 페이스북. /

페이스북 활용 기업 브랜드 블로그 카카오톡(57%)> (52%)> / (34%)>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고객 참여 독려 요인 채널은(31%) .
페이스북 활용 기업 브랜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활(52%)> / (48%)>
용 파워 블로거 활용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객(44%)> (32%)
참여 독려 요인과 마찬가지로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SNS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객 참여 요인의 채널과 잠재 고객 생성 요. ,
인의 채널은 를 활용한 디지털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SNS
이고 매출 증대와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포탈광고, ,
온라인 모바일 광고를 선택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화살표를 중복으로 받은 디지털 채널의 경우. , ,
가지 요인 이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채널을 효과2

적으로 운영할 시 보다 높은 성과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위와 같.
이 마케팅 성과 요인별 주요 디지털 채널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와 같다<Figure 4> .

<Figure 4> Effective Digital Channel by Digital Marketing
Performance Factor

가설 검증 결과4.4.

디지털 마케팅에 적합한 제품 유형의 분석과 디지털 마케팅 성
과 유형별 채널 우선순위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은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1 ‘①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관여도가 높은 제품군은 관여도’. ,
가 낮은 제품보다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제품의 관여도에 따른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의 성과’ ,
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관여도는 디지털, ,

채널의 마케팅 성과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35.5% ,
설 검증을 위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 분석 모형 유, (
의 확률 의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여도가 증0.000)
가할수록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 =0.454),β
할 수 있었다.

연구 가설 는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는 제품 특성이2 ‘②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제품 특’.
성이 이성적일수록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성적인 특성을 가진 제품일수록 디.’
지털 채널의 마케팅의 성과에 대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 것이
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이성적인 특성의 경우 가 디지털, , 38.1%
채널의 마케팅 성과를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역시 추정된 회귀 분석 모형 유(
의 확률 의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품 특성이0.000)
이성적일수록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가 커짐을 확인 할( =0.464),β
수 있었다.

연구 가설 은 각각의 디지털 채널은 고유의 특성이 있어3 ‘③
채널별로 기대되는 마케팅의 주요 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브랜드 인지도를 목적으로 한 마케팅 성과에 기여하는 채널의,
경우 대중적 기반이 있는 포털 광고가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를,
목적으로 한 마케팅 성과는 소셜 미디어 채널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가설 검증으로 먼저 디지털 채널의 마.
케팅 성과 속성 평가 항목을 개로 구성한 후 요인 분석을 실시13 ,
하였고 분석결과 개 요인 개 항목으로 각각 추출되었는데 제3 , 8 1
요인은 고객 참여 매출증대 요인 설명력 이 제 요인은/ ( 31.25%) , 2
잠재 고객 생성 요인 그리고 제 요인으로는 브랜드 가치(21.9%), 3
증대 기여 요인 으로 재분류 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20.8%)

이었다 연구 모형 적합도는 값이 의 유의74% . KMO 0.745, Bartlett
확률 으로 적합하였고 값 역시 로 나0.000 Cronbach’s alpha 0.820
타나 데이터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
겠다 한편 요인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마케팅 성과 요인별 효과적. ,
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다중 응답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매출 증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로는 검색 엔진 광고,

포탈 광고 온라인 광고 순으로 영향을 미칠(61%)> (58%)> (51%)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채널로
는 포탈광고 기업 브랜드 웹사이트 와 모바일 광고(60%)> / (34%)

온라인 광고 순 이었다 다음으로 잠재 고객 생성(34%)> (32%) .
요인 채널에 적합한 접근방법으로는 기업 브랜드 페이스북/ (57%)>
페이스북 활용 기업 브랜드 블로그 카카오톡 활용(52%)> / (34%)>

순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고객 참여 독려를 위(31%) .
한 효과적인 채널요인은 페이스북 활용 기업 브랜드 페이스(52%)> /
북 카카오톡 활용 파워 블로거 활용 순으(48%)> (44%)> (32%)
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객 참여 독려 요인과 마찬가지로 형태SNS
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마케팅에 적합한 제품 유형 분석4.4.1.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와 같이 디지털 마케팅에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진 제품 유형으로는 관여도 요인 과 이성적으로(35.5%)
구매하는 성향이 있는 요인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38.1%)
데 예를 들어 식품 산업군을 대상으로 에 적용하면‘ ’ FCB Grid

과 같이 현업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실행할 때 효과적<Figure 5>
으로 마케팅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 산업군에 속한 제품의 적합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여도가 높고 이성적인,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 제품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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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ve Mode 
Product 

Intellectual Mode
Product 

Prioritized Category for 
Digital Marketing 

Soft Drink, Snack, 
IceCream etc
: Fashion added Food Category

Milk, 
Vegetable, 
Fruit, Processed Food Etc 
: General Food Category

Healthy Functional Food 
Baby/Kids Food,
Functional Food 
ETC

<Figure 5> The example of Food Category for Digital Marketing
Suitability

디지털 마케팅 성과 유형 별 채널 우선순위 분석4.4.2.

디지털 마케팅의 채널 성과 측정을 위한 요인 분석 결과 매출,
증대 요인(31.25%) > 잠재 고객 생성 요인 (21.9%) > 브랜드 인지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성과 측정 요인 별로 적(20.8%) ,
합한 채널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디지털 채널. ,
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채널 우선순위를 채널 성과 측정 요인별로 잘 선정.
하더라도 채널 운영 전략이 채널 특성과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 하에 추
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5.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5.1.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채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유형을 체계
적으로 도출하고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채널을 마케팅 목표에 따,
라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서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 제고를 목적으
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예비 조.
사를 통해 모델을 이용한 디지털 채널에 적합한 제품FCB Grid
유형 구분과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 측정 항목 도출을 위해 ICSI
평가 항목을 재구성하여 성과 측정에 활용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한 개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가3
설 검증을 위해 설문대상자는 식품 생활용품 유통 화장품등의, , ,

개 산업군에 종사하는 디지털 마케터 마케팅 경험 년 이상10 ( 3 ~
년 이하 명 를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30 66 )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 가설 은 제품에 대한. , 1 “
관여도는 유형별로 디지털 채널의 성과가 다를 것인가 연구 가”,
설 는 디지털 채널의 별로 고유한 특성 이성적 감성적 중 어느2 “ ( / )
특성이 디지털 마케팅 성과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연”
구 가설 은 채널별로 기대되어지는 마케팅 주요 성과는 차이가3 “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가설 검증 결과 먼저 연구 가설 을” . , 1
통해 제품 관여도가 증가할수록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가 커진다“

는 것이다 을 확인하였고 연구 가설 에서는 이성적인 특성의 경.” 2 “
우 제품 특성이 이성적일수록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가 커지나 다,
만 가설 과 가설 의 검증과정에서 브랜드 인지도의 차이와 구, 1 2
매 경험의 정도가 디지털 채널의 마케팅 성과에는 신뢰성이 낮게
나와 유효하지 않음 을 그리고 연구 가설 에서는 디지털 채널.” 3 “
고유의 특성에 따라 채널별로 기대되는 마케팅 성과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관련 브랜드 인지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 대중적 기반이 있는 포털 광고가 유리하며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를 목적으로 경우는 소셜 미디어 채널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진 제품은.
관여도가 높고 이성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나 경험적 구매 감성적 구매를 하는. ,
제품의 경우는 일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다중 설문 분석을 통해 디.
지털 마케팅의 채널 성과에 영향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디지,
털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출 증대 요인 잠재>
고객 생성 요인 브랜드 인지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 . ,
구를 통해 제안 연구 모형을 식품산업 군에 적용해 보았는데 디지
털 마케팅에 적합한 제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품별 관여도 항목,
과 이성적 구매 항목을 평가하고 제품 특성과 관여도에 따른 효,
율적인 디지털 마케팅 채널 선택을 위한 체계적인 우선순위를 제
시하고자 함이었다 식품산업 군에 대한 실험 결과는 향후 기업에.
서 제품 유형별 디지털 마케팅에 적합한 채널의 우선순위를 확인
하는 데도 나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디지털 마케팅 기업의 성공과 실패사
례를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
하여 마케팅에 성공한 사 사례이다 유가공 제품의 경우 구매자A . ,
의 관여도가 높은 식품 카테고리 연구 가설 관여도 이며 제품( 1: ) ,
의 정보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이성적으로 구매하는 카테고리
연구 가설 이성적인 제품 특성 이다 사는 아기 수유를 응원( 2: ) . A
하는 분유 제품과 관련 먼저 제품 브랜트 특성을 소비자에게 인지/
가설 브랜드 인지도 시키기 위해 디지털 채널 중 포털 온라인( 3: ) ,
을 활용한 광고와 브랜드 웹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또한 고객 참.
여 독려 연구 가설 소셜 미디어 이 활용 를 위해 블로거와 블러( 3: )
그 등에 남기기 모유 켐페인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고, Cafe URL ,
잠재고객 생성을 위해서는 기업 브랜드 을 적극 활용하/ Facebook
였다 그 결과 아기 진단 서비스의 경우 누적 상담 건수 약. , ‘ ’ ,

여건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만 천여 명이 다운로드 받40,000 11 2
는 등 베스트 셀러 육아 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Application .
로 인해 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향상은 물론 년 월A 2010 7
출시 이후 년 까지 년 만에 누적 판매량 만 캔을 달성하2012 2 30
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반면 디지털(Consumer report, 2013). ,
채널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다국적 사의 실패 사례B
이다 사는 다양한 식품 가공 분야의 대기업으로서 초코바를 생. B
산 판매하고 있었다 식품 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소비계, . ,
층이 청년층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매 대상 계층으로
형성된다 초코바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여도 연구 가설. , ( 1:
관여도 가 낮고 구매 결정에 개성이나 맛보기 등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감성적 제품 카테고리 연구 가설 이성적인 제품 특성 이( 2: )
다 사는 초코바에 대한 잠재고객 고객참여 유도 연구 가설 브. B / ( 3:
랜드 인지도 를 위해 을 활용했다 하지만 당시 환경보호) Facebook .
단체로 부터 사 홈 페이지에 해당기업의 초코바 생산에 대한 부B
정적인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를 본 소비자들로부터 사는 거센, B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해당 기업은 환경보호단체와 만. 75

고객들에 대해 관련 로고 임의사용금지라든지 부정적Facebook
게시물이나 댓글 임의삭제 조치 등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소비자들



101Ji-Young Han, Wan-Ki Kim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3-5 (2015) 91-102

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자사 계정을 삭제하고 고객들에Facebook ,
게 사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CNN Money, 2011).
이 사의 디지털 마케팅의 주요 실패 요인은 고객과 소통을 통한B
잠재 고객 생성과 고객의 참여 도구인 과 같은 디지털Facebook
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했다 할 수 있겠다 결국 디지털. ,
마케팅의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진 제품은 관여도가 높고 이성적,
으로 구매하는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한 사의 디지털 마케B
팅 선택과 활용에 대한 실패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고객과의 소통
이 주목적인 디지털 채널을 선택한 경우 디지털 채널 특성별 적,
합한 제품 유형 선택방법이 기업 마케팅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
향을 끼치는 지를 보여준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마케팅을 추진할 기업이라,
면 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마케팅 채널 선택 시 제
품 특성별 관여도가 얼마나 높은 제품인지 이성적 감성적인 제품, /
인지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는 앞서.
성공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제품 특성을 잘 이해하면 높은 마케팅/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반면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이해 못하고,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의 채널.
성과에 영향 정도는 매출 증대 요인 잠재 고객 생성 요인 브랜> >
드 인지 요인들 순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특성에 따라 채널별 마
케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다르므로 마케팅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사전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제품 마케팅 목적과 성과에
적합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선정
한다면 마케팅 성과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한계점5.2.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유형과 디지털 채널 선정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컨텐츠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제품.
의 관여도와 구매 특성이 유사하고 마케팅 목표 성과가 유사할,
경우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의 소비자 수용도나 완성도에 따른 디,
지털 마케팅의 성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는 디지털 채널 및 제품 적합성 이외
에도 디지털 컨텐츠의 차별성 및 완성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 효과 연구를 포함한.
다양하고 더 많은 실증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현업에서 디지털 마케팅에,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디지털 마케팅의 경,
험이 업계에 누적적으로 충분히 쌓여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설문
조사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그 결과는 설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
양한 미디어가 출현되고 새로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현업의 니즈가 많은 만큼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서 제품 및 채널 적합성이외에도 현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측정
하고 피드백하는 학문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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