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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에 대한 고찰
이만홍*․최형규*․정상욱**
요 약
옴니채널의 등장으로 유통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옴니채널과 관련된 많은
경영 이슈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채널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여
보고 향후 옴니채널 연구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Ⅰ. 서론1)

일유통경로에 비하여 유통범위를 넓히
고 시장침투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장점이

근래 온라인과 모바일의 급격한 발달
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유통경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
다수의 기업은 멀티채널(multi-channel)
즉, 복수유통경로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복수유통경로가 단일유통경로 (single

channel)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동
일한 회사가 동일한 물건을 다양한 채널
에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많은 오프라인 기반의 업체들이
오프라인과 차별화된 제품을 할인된 가격
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Avery,

et al., 2012). 이러한 복수유통경로는 단

있지만(Frazier, 1999), 각 채널 간의 경
쟁구도로 인하여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기업이 복수유통경로를 통
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는 ‘교차채널 고객관리’와 ‘교차채널 유
통믹스 통합’을 통한 교차채널(cross-chan-

nel)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Neslin et al.,
2006).
모바일, 테블릿 등 새로운 기기의 등
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기업과 소
비자의 접점과 거래를 시간적으로나 공
간적으로 확대시켜(Christensen and Ray-

nor, 2003), 기업은 유통채널의 다각화에
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채널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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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고 관리하고자 하는 옴니채널로
이동하고 있다(Rigby, 2011). 옴니채널
이란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와 채
널(channel)이 합쳐진 신조어로,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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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내리면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매

합하여 상호보완과 시너지를 발생시키

장을 통합하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고 전체 채널 성과의 극대화할 것인지를

다양한 유통경로를 넘나들며 동일한 상

생각하여야 한다(Berry et al., 2010). 이

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쇼핑환경

렇게 유통환경은 옴니채널로 급격하게 변

을 뜻한다. 즉 옴니채널은 소비자가 얻을

화하고 있지만, 옴니채널의 관리와 관련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의 정보

하여 학문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가 동일하며, 동일한 프로모션, 같은 가

에 본고에서는 옴니채널이 나타나게 된

격으로 똑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통

배경과 도입사례를 확인한 후, 이와 관

합적인 채널로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

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미래의

인 등 모든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진 형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
품을 살펴본 뒤 최저가의 온라인 제품을
구매하는 쇼루밍(showrooming), 온라인
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오프

Ⅱ. 옴니채널 서비스 도입
사례

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역쇼루밍(re-

verse showrooming) 혹은 오프라인 매장
에서 제품을 테스트한 후 모바일을 통해

1. 해외기업 사례

제품을 구매하는 모루밍(morooming) 등

Off-Line과 On-Line 채널에 대한 경계가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의 발달

사라지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트랜드에 맞

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소비

춰 IT기업 및 On-Line 기업뿐만 아니라

트렌드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합한 옴니

세계의 유수 브랜드들도 옴니채널 유통

채널의 등장으로 인해 조만간 사라질 것

방식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선 해외 업체

으로 예상된다.

들의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채널과 모바일 채널을 확장 그

On-Line 쇼핑몰인 아마존의 경우 사물인

리고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기업에게 고

터넷(IoT)과 O2O(Online to Offline 온․

객가치 제고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일

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결합한 ‘대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증가된 채널과 접

시스템, 빠른 배송을 위해 드론이나 자전거

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

로 1시간 안에 배송을 진행하는 프라임

에서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Verhoef,

나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2). 따라서, 기업은 직면한 채널 선택

영국의 버버리의 경우 2008년 금융위

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떻게 채널을 조

기 당시 런웨이 시 APPLE과 온․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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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매장을 묶어 고객이 맘에 드는 상품

페이(L-PAY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 등

을 즉시 주문할 수 있는 기능과, RFID

을 출시, 상용화하였으며, 2012년부터 이

(전자 태그) 기술을 응용하여 소비자가

미 Online에서 상품정보를 수집하고 주문

칩이 부착된 제품을 만지면 거울에서 관

한 뒤, Offline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련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을 통한 ‘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니채널’ 유통방식을 채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옴니채널’ 전략을 집중적으

또한 미국의 최대유통업체인 베스트

로 연구하는 조직인 e2(e-커머스 2.0) 프

바이의 경우 2013년 기업의 부진한 성과

로젝트팀 및 이노베이션랩을 설치함으

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애틀 전자

로써 선진 ‘옴니채널’을 구축한 세계적

상거래 플랫폼과 모바일 사용자 경험(UX)

인 유통업체들에 뒤쳐지지 않는 기반을

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센터 설립하여 On-

마련하였다.

line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Off-line에서

편의점 산업에서는 GS 리테일이 Off-

물건을 수령하는 서비스 방식을 구현하

line에서 Online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였다.

구축하였고, CU의 경우 GPS 기반 스마
트폰 앱서비스 ‘부탁해’를 통해 주문자

2. 국내기업 사례

로부터 가장 가까운 CU매장을 연결하
여 배달 받을 수 있는 ‘옴니채널’ 시스

국내에서는 최대 Offline 유통채널인

템을 구축하였다.

백화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신
세계 백화점은 ‘옴니채널’을 위한 3가지
앱 개발을 통하여 전자영수증기능을 포

Ⅲ. 문헌연구

함한 구매 내역의 모바일 확인 및 본인의
차량을 등록한 후 주차시간과 비용확인
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1 복수유통경로(Multi-channel)와
옴니채널(Omni-channel)

더해 Online 유통채널인 SSG 닷컴을 통
하여 구매한 상품을 Offline 채널인 백화

Neslin et al.(2006)은 ‘복수유통경로

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매직픽업 서

고객관리’를 유통경로의 설계, 배치, 조

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강력한 경쟁업체

정, 그리고 평가로서 효과적인 고객 획

인 롯데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

득, 유지, 발전을 통하여 고객가치 증대

지에 의하여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대표적인 채널

통채널을 통합시키는 ‘옴니채널’ 추진 엘

들로 오프라인 채널(매장), 온라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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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토어), 모바일, 그리고 직접 마케팅

매란 한 채널에서 조사를 하고 다른 채

채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채널들

널에서 구매를 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점

은 실질적으로 기업 안에서 분리되어 발

포에서 주로 정보를 탐색하고 동시에 더

전하고 관리되었으며 채널 간의 통합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모바일로 검색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Verhoef

을 하며 더 싼 가격을 찾기도 한다. 쇼루

2012).

밍의 반대적인 경우도 또한 발생하는데,

옴니채널은 통합된 복수의 유통경로라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구매는 오

말할 수 있다. 이는 채널 간의 장벽이 사

프라인에서 하는 이러한 현상을 웹루밍

라짐에 따라 채널들이 구별이 모호해짐

(webrooming)이라고 한다. 이는 온라인 채

을 내포한다(Verhoef et al., 2015). 소비

널의 발달이 기존의 오프라인을 기반으

자는 채널들에 대하여 높은 접근성을 가

로 하는 채널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짐에 따라서,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함에

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있어서 다양한 채널들을 동등하게, 그리

따라서, 소비자가 채널과 기기를 스위

고 동시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옴니

칭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은 소비자의 옴

채널에서는 양방향(상호적인) 커뮤니케

니채널 경험으로 이어지며, 기업은 소비

이션 채널과 단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가 이용하는 모든 채널을 유기적으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Verhoef et al.,

통합하여 완미적인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

2015).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이 정

다. 복수유통경로에서는 유통의 채널을

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만을 수

중점적으로 생각하지만, 옴니채널은 채

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상호작

널과 브랜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

용할 수 있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소

고 전체 채널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

비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기업이 전달하길

점을 필요로 한다(Neslin et al., 2014).

원하는 정보나 의견 등을 제공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옴니채널에서는

2. 채널 통합

고객접점(customer touch points)의 중요
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채널 통합을 통한 새로운 채널 제공은

하나의 채널로 인식할 필요성이 강조되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

고 있다(Li and Kannan 2014).

지만, 기존의 채널과의 충돌 등의 복잡

복수유통경로과 옴니채널에서 쇼루밍

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시너지를

등의 조사구매는 중요한 이슈이다(Ver-

일으킬 것인가 등과 같은 새로운 경영 이

hoef, Neslin,and Vroomen 2007). 조사구

슈들을 불러일으킨다. 즉 어떻게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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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들은 멀티채

et al., 2010). 예를 들면, 오프라인 채널

널, 옴니채널 유통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인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Avery et

을 한 후에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

al., 2012; Berry et al., 2010; Verhoef,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셋째, 채널의

2012; Verhoef et al., 2007; Zhang et al.,

통합은 소비자 혼란을 감소시킨다. 채널

2010). 채널의 추가, 삭제 등의 효과 즉 멀

에 따라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제품구성,

티채널에 대해 기존의 논문들이 많이 연

가격을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함으로써

구되었으나(Geyskens et al., 2002; Cheng

유통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유통업

et al., 2007; Homburg et al., 2014; Dele-

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Schramm-

ersnyder et al., 2002; Konus et al., 2014),

Klein and Morschett, 2006).

옴니채널 등의 교차채널 통합에 대한 경

교차판매의 높은 기회. 교차채널 통합

험적(empirical) 논문은 많지 않다(Avery

은 채널을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et al., 2012; Cao and Li, 2015). 본고에

게 다른 채널을 접하게 하여 교차판매 창

서는 교차채널 통합의 회사 성과에 대한

출의 기회를 만든다(Neslin et al., 2006).

영향에 집중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특정한 채널에서의 촉진활동이 다른 채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차채널의 통합

널의 판매 증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

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향

다(Berry et al., 2010).각각의 채널에 의

상된 신뢰, 교차 판매의 높은 기회, 특별

하여 분리되어 관리된 고객 데이터를 채

한 채널 특성의 상실를 들고 있다.

널통합을 통하여 공유시킴으로써 교차

향상된 신뢰. 소비자에게 매력적이고

판매 기회를 창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려는 유통업

고객 프로파일을 형성하게 한다(Stone

체는 채널을 조합함으로써 각각의 채널

et al., 2002).

이 갖는 편익을 명확히 하고 부족한 부분

특별한 채널특성의 상실. 유통 채널들

을 극복할 수 있다(Zhang et al., 2010).

은 각기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며, 이는 독

첫째, 채널의 통합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

특한 고객 경험을 창조한다(Berry et al.,

보를 그들이 원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얻

2010). 채널의 통합은 각각의 채널이 독

게 해준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특정

립적으로 운영될 때 갖는 전략적 유연성

한 채널이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를 다

과 적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Neslin et

른 채널이 보완할 수 있다(Davis et al.,

al., 2006).

2000). 둘째, 채널의 통합은 소비자에게

각각의 채널이 직면한 상이한 시장상

상황에 따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Berry

황에 대하여 통합된 대응을 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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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채널에 집중하는 기업에 비하여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결

제한된 경쟁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과를 과연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Berry et al.,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교

대하여 Heide and John(1992)이나 Cao

차채널의 높은 통합은 기업에게 부정적

and Li(2015)가 채널의 관리와 회사의 실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채널의 통합이

적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며 회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는 채널의 특성을

사 실적에 대한 결과는 의사 결정의 확실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업체의

성 정도에 따라 양 혹은 부의 영향을 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 받은 서비스는

수 있다고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아직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Berry

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연구는 미

et al., 2010), 고객은 이를 분명히 지각

비한 실정이라(Avery et al., 2012), 향후

하고 심지어 그러한 차이를 기대할 것이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

다(Verhoef et al., 2007).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

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회

구에 따르면 채널의 통합은 긍정적인 영

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채널

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가질 수 있으

뿐만 아니라 다른 마케팅 변수들(예컨

므로 채널 통합의 전체적인 효과를 통합

대, 가격, 홍보 등)이 될 수도 있다. 채널

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회사 실적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측
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측정

Ⅳ. 연구방향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제안은
장기적으로 행하여지는 longitudinal 연

본 장에서는 앞서 간략히 살펴본 기존
의 문헌에 바탕을 두고 중요한 주제이나

구 디자인을 통해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껏 행해지지 않았던 분야나 주제에
관한 향후 연구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고

2. 통합 옴니채널 공급사슬의 관리

자 한다.
통합된 공급사슬을 어떻게 관리할 것

1. 채널관리와 회사실적

인가는 중요한 미래의 연구분야이다. 아
마도 주요 연구는 이러한 통합된 공급사

많은 유통업체는 복수유통경로를 채

슬을 관리하는 중간자의 조정력이 전체

택하고 이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적인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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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

기능에 대해서는 타 구성원들과 함께 공

계자간의 밀도나 상호 밀접도 등 공급사

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떠한 기능들

슬의 특성이 어떻게 조정력과 전체 실적

이 채널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 되어질

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 중요한 연구 주

때 최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이해 관

에 대한 전략적 결정도 좋은 연구 분야

계자들의 특성 혹은 공급사슬의 특성이

가 될 것이다.

특정한 옴니채널의 형태를 띄게 만들었
는지 등의 채널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도 공급사슬 관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Ⅴ. 결론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수유통경로를 유

3. 기능과 자원배분

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증대시키고, 교차판매의 기회를 창출할

옴니채널의 가장 큰 특징의 각각의 채

수 있을 것이다. 복수유통경로의 유통업

널이 제공하는 정보, 제품과 서비스의 질

체가 기업성과의 증대를 위하여 그들의

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

유통경로를 통합함에 있어서의 참고할

지만 각각의 채널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

대는 채널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째, 특정 채널에 기반을 둔 유통기업은 채

밖에 없을 것이고,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

널의 확장에서 채널 간의 상호작용을 고

적인 소비자의 만족(customer satisfac-

려하여야 한다(Cao and Li, 2015). 복수

tion)을 위해서는 채널 별 최소한의 차별

채널의 환경에서 채널의 특성은 다른 채

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채

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

널별 차별화를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로 고려 하여야 한다. 채널 간에 긍정적

적절한 배분 결정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복수유통경로에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떠한 기능과

채널의 추가가 유의한 확장이 될 수 있

자원의 배분이 최적의 결과, 즉 회사의

다. 둘째, 규모의 최적화를 도모하여 한

실적을 도출할 것이냐에 대한 최적 배분

다(Cao and Li, 2015). 채널의 통합을 구

결정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현하기에 앞서 유통업체들은 자사 점포

것이다.

의 네트워크를 재평가한 후 점포의 위치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옴

를 조정하거나, 리모델링, 혹은 폐업 등의

니채널의 특성상 채널 구성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적의 규모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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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채널의 추가가 분명히 기

lers’ Sales Growth,” Journal of Re-

업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tailing, Vol.91, No.2(2015), pp.198-

기존의 채널이 갖는 기회를 잠식할 수 있

216.

기 때문에 채널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

[4] Cheng, J., M.-S., S.M. Tsao, W.H.

하여 채널의 추가와 조정 등이 이루어져

Tsai, and H.H.-J. Tu, “Will Echannel

야 한다(Falk et al., 2007).

Additions Increase the Financial Per-

급격하게 변하는 IT기술을 통해 유통

formance of the Firm?-The Evidence

채널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옴니채널’

from Taiwan,” Industrial Marketing

이 진정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Management, Vol.36, No.1(2007),

유통채널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나

pp.50-7.

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5] Christensen, C.M. and M.E. Raynor,
The Innovator’s Solution, Boston:
Harvard Business Press, 2003.
[6] Davis, R., M. Buchanan-Oliv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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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ination of Omni-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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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Omni-channel drives the rapid change of distribution environment.
However, we have barely touched on the surface of managerial issues on the omni-channel that need to be address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cases of industries which adopted omni-channels and then examine the extant research
on the channels. Finally we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omni-channe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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