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Ⅳ. 다채널 고객 관리(Multichannel 
Customer Management)

<부록 그림 Ⅳ-1> 다채널 고객관리 프레임워크

자료: Neslin et al.(2006).

<부록 그림 Ⅳ-1>은 다채널 환경하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함께 나

타낸 프레임워크이다. 니즈인식(need recognition), 정보탐색(information search), 구

매(purchase), 사후서비스(after-sales service) 등 소비자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따른 

기업의 고객관리 의사결정과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는 인식과 선호도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며(예를 들면,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정보를 검색하는데 인터넷을 선호한다), 다음 구매 시 영향을 줄 수 있

는 경험을 평가한다(예를 들면,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소비자는 채널(A or B)과 기업(k)을 병렬로 선택하기 때

문에 2차원적인 선택을 한다.



72 경영보고서 2016-1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로부터 시작한다. 이 데

이터는 소비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채널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 소비

자 수준(level)의 데이터를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고객 수준의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기업은 채널들을 평가한다(예, 채널들

은 수익성이 있는지? 또는 채널은 설계된 목적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를 통해 경

영자는 다채널전략과 전략실행을 위한 마케팅 계획을 고안할 수 있다.

<부록 표 Ⅳ-1> 다채널전략

구분 주요 고려사항

채널 간 
데이터 통합

• 어떤 데이터를 통합할 것인가? 구매 데이터의 통합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정보탐색 데이터도 통합해야 하나?

• 데이터 통합으로 이득을 보는 마케팅 활동은 무엇인가?
• 데이터 통합의 적절한 수준은 어디인가? 100% 통합이 필요한가?

다채널환경에서의 
소비자행동 이해

• 무엇이 소비자의 채널선택을 결정하는가? 
• 소비자는 채널 또는 회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가?
• 소비자 충성도에서 다채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다채널 전략이 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가?

채널 평가
• 채널을 추가할 경우,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다른 채널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채널은 무엇인가?

채널 간 
자원배분

• 최적의 채널믹스는 무엇인가?
• 채널 간 마케팅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산업 내에서 균형 채널구조(equilibrium channel structure)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채널 간 조정

• 채널은 독립적이어야 하는가? 통합적이어야 하는가?
• 기업은 채널전략에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채널은 부분별(segment)로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능별(function)로 만들어야 하는가?

• 다채널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은 채널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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