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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much amounts and various kinds of fashion products are sold through cyber shopping malls. Vendor 

type and intermediate type cyber shopping mall among many types of cyber shopping malls were selected to analyze 

assortment and price of fashion products. Fashion products 'Best 100' from two cyber shopping malls were listed 

and classif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the portion of fashion products at vendor type cyber shopping mall was higher than that of intermediate 

type.

Second, fashion products items such as coat, jacket, one-piece dress, sweater, t-shirt, pants, skirt, and underwear 

were sold at cyber shopping malls. Underwear and t-shirt were the best selling items at intermediate type shopping 

mall, and more expensive and fashionable coat, jacket, and one-piece dress were the best selling items at vendor 

type shopping mall.

Third, the price range of fashion items at vendor type shopping mall was higher than that of intermediate type 

shopping mall from 1,000 won to 99,000 won.

Key words: vendor type cyber shopping mall（상인형 사이버 쇼핑몰）, intermediate type cyber shopping m이 1（중계 

형 사이버 쇼핑몰）, product ass아伽아牡（제품 구색）.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

I . 서 론 라 사이버 쇼핑몰은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D 2007년에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이버 쇼핑몰의 규모가 시한 정보화 실태 조사에 의하면 6세 이상 국민의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을 76.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된 이용 목적

교신저자 E-mail : kys3847@chonbuk.ac.kr
1） M. Koufaris, “Apply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flow theory to online consumer behavior,11 Infor

mation Systems Research Vol. 13 No. 2 （2002）, pp. 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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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료나 정보 습득, 여가 활동, 커뮤니케 이션에 이 

어 쇼핑 이었다2). 사이 버 쇼핑 몰의 수와 거 래 량도 지 

난 5년 사이에 2〜2.5배로 급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이 버 쇼핑몰에서 시간과 공간적 인 제 

약을 느끼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 

다". 그러나 사이버 쇼핑몰은 웹 사이트가 바로 점포 

이기 때문에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질 

감을 느낄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어 초기에는 서적 

이나 음반과 같이 크기가 작고 그 품질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러나 처음에는 유행 민감도나 가격이 낮은 내의나 

니트류와 같은 패션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고,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캐주얼 의류나 스 

포츠웨어와 같이 위험 부담이 낮은 패션 상품부터 

점차 가격대가 높고 사이즈 체계가 확립된 패션 상 

품으로 확대되었다A" 그 결과, 2007년 들어 패션 

제품의 거래액은 2,0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매출의 

18.8%를 차지하여 거래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野. 이와 같이 매출액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소비자 불만족시 반품을 허용하거나 환불하는 정책 

이나 사이버 마네 킹을 도입하여 소비자 불만족을 줄 

이기 위한 패션 기업과 사이버 쇼핑몰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사이버 패션 쇼핑몰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패 

션 쇼핑몰의 마케팅 전략이나'5)패션 쇼핑몰 이용 

자의 구매행동2顷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 

구는 B2C의 전문 쇼핑몰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한 

정하거나 사이버 쇼핑몰에서의 패션 제품 구매 행동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합 쇼핑몰의 시장 

규모나 거래액은 전문 쇼핑몰보다 2배 이상 크며, 패 

션 제품의 판매도 활발하나% 종합 쇼핑몰에서의 패 

션 제품 판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 쇼핑몰 중 중계형 쇼핑몰과 

상인형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패션 제품의 구색과 가 

격을 비교 분석하여 사이버 쇼핑몰로 진출하고자 하 

는 패션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쇼핑몰

사이버 쇼핑몰은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상거래에

2) 한국인터넷진홍원, (2008년 2월 [2008년 2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isis.nida.or.kr
3) 문태현, 박주영, ''인터넷 쇼핑몰의 과다한 가격할인 및 선착순 경매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정보처리학회논문지 14-D 4권 (2007), pp. 395-406.
4) 임숙자, 이승희,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의류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7호 (2001), 

pp. 1247-1257.
5) 하오선, 신혜원, “인터넷 의류구매자의 의류쇼핑행동 태도 및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5권 1호 (2001), pp. 

71-82.
6) 윤혜경, 권수애, “대학생의 인터넷 패션쇼핑몰 이용실태와 의류제품 구매행동 및 인식도,'' 한국생활과학 

회지 12호 (2003), pp. 225-246.
7) 김희숙, 조신현, “직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의복 소재 이미지 비교,'' 한국생 

활과학회지 13권 5호 (2004), pp. 787-798.
8) 통계청,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통계용어 (2008년 2월 [2008년 2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kosis.go.kr
9) 탁명자, “가상 피팅모델을 활용한 효과적인 인터넷 패션 쇼핑몰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6), p. 8.
10) 이재연, “디지털 웹 가상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5-6.
11) 조민정, “인터넷 쇼핑몰의 상황별 패션 코디서비스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4-7.
12) 구양숙, 이승민, “위험지각이 패션 쇼핑몰 이용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권 3호 (2002), pp. 235-242.
13) 김미숙, 김소영, ''인터넷 패션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 영향요인,'' 한국의류학회지 25권 7호 

(2001), pp. 1353-1364.
14) 통계청,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통계용어 (2008년 2월 [2008년 2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ko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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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두된 개념으로 상품과 서비 

스의 거래 절차에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전자 상 

거래의 유형의 하나이다. 전자상거래 기본법 개정안 

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며, 여기에서 전자 문서란 컴퓨터 등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혹은 축적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이버 쇼핑몰은，컴퓨 

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가상의 상 

점）을 사이버 몰이라고 지칭하며⑹, 사이버 몰 중 

B2C 거래를 주로 하는 사이버 몰을 사이버 쇼핑몰이 

라 한다'. 즉, 사이버 쇼핑몰은 개 인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상의 상점을 방문해 중간 도 

매의 유통을 생략한 상태에서 상인과 직접적인 상거 

래를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쇼핑몰은 거 

래 상품의 범주에 따라 종합몰과 전문몰로 나눌 수 

있다. 종합몰은 인터넷 공간（가상 상점）에서 각종 상 

품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일괄 구 

매할 수 있는 사이버 쇼핑몰이고, 전문몰은 특정 범 

주의 상품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 

이다 7）.

또한, 사이버 쇼핑몰은 중개형, 상인형, 임대형, 정 

보 제공형, 제조업형, 커머스형, 교육형, 회원 가입 

형, 광고형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형태는 중개형과 상인형 사이 

버 쇼핑몰이다. 중개형 사이버 쇼핑몰은 E-마켓 플 

레이스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는 거래중개소의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복수의 최종 소매점들이 최종 

소비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가상의 장소와 통일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은 공급자가 E-마켓 플레이스를 형성한 후, 

소비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직영 쇼핑몰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은 쇼핑몰 자체가 

하나의 업체로서 최종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소매 

점 역할을 한다. 국내 사이버 쇼핑몰 종합몰을 살펴 

보면, G마켓, 옥션, 온켓 등은 중개형 사이버 쇼핑몰 

로, 디앤샵, GS이샵, 인터파크 등은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로 분류할 수 있다.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은 

판매자가 곧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위주로 상품 

이 판매되는 것에 비해, 중개형 사이버 쇼핑몰은 브 

랜드라는 변인이 배제되고 복수의 판매자가 사이버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되어 소비 

자의 가격 위주 구매 행동을 이끌고 있다野

2. 사이버 쇼핑몰의 이용 실태

지난 1996년 국내에서는，인터파크，가 처음으로 사 

이버 쇼핑몰을 시작한 이후 '한솔 CS，,，롯데 인터넷 

백화점' 등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 

여 불기 시작한 인터넷 열풍에 따라, 짧은 기간동안 

에 사이버 쇼핑몰의 종류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수 

도 늘어났다'气 이어 2000년부터 실시된 사이버 쇼핑 

몰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3,347억 

원이던 거래액이 2007년에는 15조 7,656억 원으로 5 

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12월 한 달 거래액 

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하였다叫

주요 거래 상품군을 살펴보면, 전자 상거래가 시 

작된 초기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가장 많이 거 

래되었다. 그런데 2006년과 2007년에는，의류 • 패션 

및 관련 상품'이 2,000억 원 이상 거래되어, 거래 상 

품군 중 가장 많은 거래액을 차지하였다.〈표 1〉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군 별 거래액이다. 이러한 거래액의 증가는 소 

비자들의 사이버 쇼핑몰을 이용한 의류 제품 구매 

행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5） 이주희,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정보 제공 방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10-15.
16） 전자상거래 기본법 저）2조 제6항.

17） 통계청,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통계용어 （2008년 2월 [2008년 2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kosis.go,kr

18） 박선영, 패션 E-비지니스, （서울: 경춘사, 2002）, pp. 73-74.
19） 김영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 및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998년 추계 학술논문대회 발 

표 논문집 （서울, 1998년 10월）, p. 26.
20）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 （2008년 2월 [2008년 2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ko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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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2C 등■ 합 계

〈그림 1> 사이버 쇼핑몰 연간 거래액 동향.

(출처: 2007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 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200& 2. 통계청, www.kosis.kr)

〈표 1> 사이버 쇼핑몰 취급 상품군별 거래액 (단위: 십억 원)

'년도

순布'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2007

1 위
컴퓨터 및 

주변기기

(846.3)

가전/전자 

통신기기

(1,114.1)

가전/전자/ 

통신기기

(1,290.7)

가전/전자/ 

통신기기

(1,441.8)

가전/전자/ 

통신기기

(1,786.0)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2.3 기.6)

의류/패션 

띷 푠련샹품

(흐•기 40)

2 위
가전/전자/ 

통신기기

(704.1)

컴퓨터 및 

주변기기

(877.3)

컴퓨터 및 

주변기기

(913.2)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哄幻

여행 및 

예약서 비스 

(1,603.8)

여행 및 

예약서 비스 

(2,018.5)

여행 및 

예약서 비스

(2,416.3)

3 위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231.5)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rio.o)

생활용품/ 

자동차 용품

(817.6)

컴퓨터 및 

주변기기

(909.3)

의류패선 

빛 관련상품

(1,583.1)

가전/전자/ 

통신기기

(2,010.9)

가전/전자/ 

통신기기

(2,325.7)

4 위
여행 및 

예약 서비스

(214.6)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537.4)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邱).9)

생활용품/ 

자동차 용품

(820.0)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1,056.2)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1,30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42.0)

5 위
서적

(183.4)

여행 및 

예약 서비스

(370.6)

여행 및 

예약서 비스 

(524.0)

여행 및 

예약서 비스

(751.6)

컴퓨터 및 

주변기기 

(1,027.0)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60.6)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1,485.5)

출처: 통계청, www.kosis.kr, 2001 ~2007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2007년 6월에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10대와 2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길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대의 76%, 20대의 87%가 사이버 쇼핑몰에 

서 쇼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0대 

는 16%가, 20대는 11%가 사이버 쇼핑몰을 즐겨 이 

용한다고 하였다이 결과는 지난 2004년 전자신문 

사와 인터넷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이 10대 이 

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쇼핑 이 

용 현황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97.8%가 인터넷 쇼핑 

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为는 자료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길거리 조사는 2004년 인터넷 조 

사에 비해 백분률이 다소 낮지 만, 이는 2004년 조사

21) “디지털 유목민,” Fashionbiz, 2007년 8월, pp. 60-66.
22) 전혜진, “의류 소재의 특성과 정보가 인터넷 의류 구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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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졌으나, 2007년의 조사는 길거리 

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 

에 인터넷 숙련도에 관계없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 

로 했기 때문에 좀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이버 쇼핑몰의 수와 거래액의 증가 

추세는 여러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사이버 쇼핑몰에 

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쇼핑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皿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Best 

100 제품 중 패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한다.

둘째, 사이버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 가장 많이 판 

매되는 여성 의류 Best 100의 제품 구색의 차이를 파 

악한다.

셋째, 사이버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 가장 많이 판 

매되는 여성 의류 Best 100의 가격대의 차이를 파악 

한다.

2. 용어 정의

1） 사이버 쇼핑몰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 업장으로 가상 공간에 있는 점포

2） 중개형 사이버 쇼핑몰 : E-마켓 플레이스에 참여 

할 업체를 모집하는 거래중개소 개념의 쇼핑몰

3）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 : 공급자가 E-마켓 플레 

이스를 형성한 후, 소비자를 유치하는 방법의 

직영 쇼핑몰

3. 자료 수집 대상자

조사 대상 사이 버 쇼핑몰을 결정 하기 위 하여 2007 

년 11월에 20대 여성 10인에게 즐겨 쇼핑하는 사이 

버 쇼핑몰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나 

이, 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 결혼 여부를 포함한 인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힌一J-----—一一旻곈량 빈도（명） 백분율（%）

나이
20대 초반 5 50.0

20대 후반 5 50.0

학력

대학 재학 2 20.0

대학 졸업 5 50.0

대학원 재학 3 30.0

직업

학생 5 50.0

전업 주부 1 10.0

취업 주부 2 20.0

미혼 직장인 2 20.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 4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3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 20.0

400만원 이상〜 1 10.0
혼
 
부

결
 
여

미혼 7 70.0

기혼 3 30.0

전체 10 100.0

구통계적 변인의 특성은〈표 2〉와 같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사이버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구입 빈도가 가장 

높은 20대 여성徵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대 여성 

10인이 자주 방문하고 쇼핑하는 사이버 몰이라고 응 

답한 내용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쇼핑몰 중에서 

중개형과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을 각각 하나씩 선별 

하였다. 중개형 사이버 쇼핑몰은 옥션, 상인형 사이 

버 쇼핑몰은 디앤샵으로 결정되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 

지 8주 동안이었으며, 1주일에 1회씩 총 8회에 걸쳐 

검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두 개의 사이버 쇼핑몰에 

서 8회에 걸쳐 검색된 전체 Best 100 제품（100개 X8 

주X2곳=1,600개）과 의류 제품 Best 100의 제품（100 

개 X8주X2곳=1,600개） 중에서 중복되는 제품을 제 

외하고 정리하고 사용하였다. 그 결과,〈표 3〉과 같 

이 전체 제품 Best 100 중에서 옥션 207개, 디앤샵

23) "디지털 유목민," Fashionbiz, 2007년 8월, pp. 60-66.

779



186 사이버 쇼핑몰 유형에 따른 패션 제품의 구색과 가격 분석 복식문화연구

〈표 3> 분석 대상 제품 （단위: 개）

、、、제품 전체 제품 의류 제품
쇼핑몰、、

Best 100 Best 100

옥션 207 220

디앤샵 168 179

168개의 제품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의류 제품 Best 

100 중에서는 옥션에서 220개, 디앤샵에서 179개의 

제품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PC（Ver. 12,0）을 사용하여 사 

이버 쇼핑몰별로 제시된 Best 100의 제품과 의류 제 

품 Best 100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범위, 평균을 구 

하였다. 쇼핑몰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품 구색과 가격에 대해 /-test 또는 Chi-square test 

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Best 100의 제품 구성

두 개의 사이버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Best 100 제품의 목록은〈표 4〉와 같다. 통계청 조사 

결과줘）와 같이, 현재 사이버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제품은 여성 의류였다. 전체 100개 중 

의류 제품이 옥션의 경우 40% 이상, 디앤샵의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디앤샵에서 의류 제 

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옥션보다 높았다. 가방이나 신 

발 등의 액세서리와 화장품까지 포함한다면, 패션 관 

련 아이템이 사이버 쇼핑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곳 모두 약 7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인 

형 사이버 쇼핑몰인 디앤샵이 중개형인 옥션에 비해 

패션 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2004년 한국섬유신문에서의 조사 결과도 다음 디 

앤샵에서의 패션 제품 비중이 옥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

전자 제품의 경우, 전체 거래액은 3위와 4위이지 

만 Best 1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0% 정도였 

다. 이는 거래 단위가 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거래 비율이 작아도 거래액은 크다고 생각되 

었다. 이는 저렴하게 판매되는 패션 의류 제품이 전 

체 거래액 1위를 차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거래 

되어야 하는가를 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 의류 제품 Best 100의 제품 구색

사이버 쇼핑몰 옥션과 디앤샵에서는 많이 판매되 

는 제품 Best 100을 두고, 그 범주 밑에 많이 거래되 

는 아이템 별 Best 100을 따로 두고 관리하고 있었다. 

'여성 의류' 범주를 선택하여 '여성 의류 Best 100，을 

정리한 결과, 검색 기간 동안 옥션에는 220개의 의류

〈표 4> •Best 100'의 제품 구성 （단위: 개）

^*7읜斐 옥션 디앤샵

사회수 

아이템
1 2 3 4 5 6 7 8 평균 1 2 3 4 5 6 7 8 평균

패 여성의류 44 43 43 43 45 43 42 42 43.13 60 56 56 57 50 46 55 55 54.29

션 신발류 12 10 9 9 13 7 12 6 9.75 7 9 7 7 7 8 4 4 7.00
제 화장품류 4 4 4 5 3 1 4 5 3.75 9 14 12 10 7 16 13 12 11.57
훔 소계 57 55 55 56 63 56 61 56 57.38 68 67 66 68 62 60 66 67 65.29

전자 제품 10 12 13 17 14 15 15 16 14.00 15 11 13 14 25 19 16 21 16.14

기타 30 31 31 26 25 34 27 31 29.37 9 10 12 12 11 11 12 8 11.00

합계 71 71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24）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 （2007년 12월 [2008년 2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kosis.go.kr

25） 손미영, 이은영, 이윤정, 패션의류, 마케팅으로 팔아라, （서울: 에피스테메, 2007）,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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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등록되어 있었고, 디앤샵에서는 179개의 제 

품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림 2〉는 옥션과 디앤샵의 여성 의류 Best 100 

제품을 아이템 별로 묶어서 그래프로 표시한 것으로, 

옥션은 대부분의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 

게 제시되었지만, 디앤샵의 경우 원피스나 코트와 같 

이 가격이 비싸고 유행 민감도가 높은 제품이 상대적 

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이버 

쇼핑몰 의류 제품 Best 100 중에 10% 이상을 차지하 

는 상위 아이템을 살펴보면, 옥션은 바지 및 치마, 티 

셔츠, 니트, 코트, 원피스의 순이었고, 디앤샵의 경우, 

원피스, 코트, 바지 및 치마, 니트, 자켓 및 점퍼의 순 

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저렴하 

고 맞음새 면에서 제한이 적은 니트류나 단품 위주 

의 제품을 주로 구매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사이버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 단품 위주의 제 

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유행에 민감한 고감도 의류

30 r----------------------------------------------------------------

::1―|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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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陌 折 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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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디 원샹 ；

〈그림 2> 여성 의류 Best 100 제품 구성. 

아이템도 구매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코트, 자켓 및 점퍼, 원피스, 

니트, 티셔츠, 바지와 치마, 속옷 등이었고, 아이템 

별로 정리하고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표 5〉와 

같다. 아이템 별 관측빈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Chi- 

square 값이 42.28로 두 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여성 의류 제품의 아이템 구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옥션의 경우, 내의류, 티셔츠, 바지나 치마, 트 

레이닝 웨어 등 단품류가 주로 많이 판매되었고, 디 

앤샵의 경우, 코트, 자켓 또는 점퍼, 원피스 등와 같 

이 가격이 비싸고 유행에 민감한 의류 제품이 상대적 

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었다. 사이버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되는 의류 제품에 대한 선행 연구들服~"）에서도 

상대적으로 유행 민감도와 가격이 낮고 사이즈 면에 

서 제한이 적은 아이템인 내의류나 티셔츠, 양말, 베 

이직한 진 등의 캐주얼 의류, 단품 위주이며, 하의류 

보다는 상의류 구입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중개형 사이버 쇼핑몰인 

옥션의 여성 의류 Best 100의 제픔 구성과는 일치하 

였으나,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인 디앤샵의 경우는 달 

랐다. 즉, 디앤샵에서는 고가의 유행에 민감하며 사 

이즈가 규격화된 아이템도 많이 거래되고 있었다.

3. 여성 의류 Best 100°| 가격 분석

여성 의류 Best 100의 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의류

〈표 5> 여성 의류 'Best 100, 제품 구성의 차이 관측빈도（기대빈도）

\頌 템 

쇼眼 코트 원피스 니트 티셔츠
바지/ 

치마
속옷

巨레

이닝

웨어

레깅스
블라 

우스
조끼 합계 X2

옥션
36 

(43.0)
21

(23.7)
24 

(41-4)
37

(33.1)
38

(25.9)
41

(36.4)
6 

(5.0)
8

(5.5)
4 

(2-2)
3

(2.8)
2

(1.1)
220

42.28

디앤샵
42 

(35.0)
22

(19.3)
51

(33.6)
23

(26.9)
9

(21.1)
25

(29.6)
3 

(4.0)
2

(4.5)
0 

(L8)

2
(2.2)

0 
(0.9)

179
***

*** pO.OOl.

26) 이재연, Op. 两p. 43.
27) 임숙자, 이승희, Op. cit., 갸p. 1247-1257.
28) 하오선, 신혜원, Op. 两pp. 71-82.
29) 김희숙, 조신현, Op. cit., pp. 78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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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표 6> 여성 의류 'Best 100,의 제품 가격

穴7읜*

가격
아이템 \

옥션 디앤샵

/값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800〜1,000 12,925 7,944.98 99,000〜2,500 24,359 15,059.67 8.75***

코트 39,800〜9,900 23,167 7,887.19 99,000〜19,800 39,109 16,606.88 5.60***
자켓 • 점퍼 39,800〜9,800 20,205 8,959.76 79,000- 9,800 32,115 8,558.30 4 29***

원피스 19,800 〜3,900 11,875 4,689.69 39,800- 8,900 20,681 8,319.80 4.77***
티셔츠 14,800〜1,000 7,526 3,182.41 37,800〜5,900 13,300 10,965.85 1.38
니트 19,900〜1,900 9,366 3,424.07 36,800〜2,500 14,602 8483.77 2.79**

바지 • 치마 19,800〜5,800 9,572 2773.62 19,800 〜7,900 12,162 3,679.16 3.14**

** /X0.01, *** pO.OOl.

제품의 가격 범위를 살펴보면, 코트가 최고 99,000원 

에 판매되고 있었고, 옥션에서는 코트와 자켓 및 점 

퍼가 39,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최저값을 살펴보 

면, 디앤샵의 경우 니트가 2,500원에 판매되었고, 옥 

션에서는 1,000원에 판매되는 티셔츠가 있었다. 전체 

적으로 볼 때, 중개형 사이버 쇼핑몰인 옥션이 상인 

형 사이버 쇼핑몰인 디앤샵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 

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인형 사이버 쇼 

핑몰은 판매자가 직접 사이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브 

랜드 위주로 상품이 판매되고, 중개형 사이버 쇼핑몰 

은 복수의 판매자가 하나의 사이버 쇼핑몰 공간에서 

자유롭게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 위주의 구매 행동을 하도록 촉진한다는 선행 연 

구3。）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2007년 들어 사이버 쇼핑몰에서 의류 • 패션 및 관 

련 상품 거래액이 2,000억 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거래 

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 품목도 티셔 

츠나 내의류 뿐만 아니라 고가의 유행 민감도가 높은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쇼핑몰의 유형에 따라 거래되는 패션 제품의 구색과 

가격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사이버 쇼핑 

몰에 진입하고자 하는 패션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사이버 쇼핑몰 중 중개형 사이버

30） 전혜진, Op. cit., p. 8. 

쇼핑몰 형태인 옥션과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 형태인 

디앤샵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내용분석을 통해 2007 

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8주 동안 많이 판매되 

고 있는 Best 100 패션 제품을 검색하였다. 사이버 쇼 

핑몰에서 거래되는 패션 제품 중 의류를 중심으로 제 

품 구색과 가격을 비교한 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Best 

100 패션 제품 중 여성 의류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 

되고 있었다. 옥션의 경우 40% 이상, 디앤샵의 경우 

50% 이상이 여성 의류 제품이었고, 패션 액세서리까 

지 포함하면 옥션의 경우 55%, 디앤샵의 경우 70% 

정도로 상인형 쇼핑몰 형태인 디앤샵에서 패션 제품 

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었다.

둘째, 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 제품 

은 코트, 자켓 및 점퍼, 원피스, 니트, 티셔츠, 바지와 

치마, 속옷 등 다양하였고, 쇼핑몰 유형에 따라 제품 

구색의 차이가 있었다. 중개형 쇼핑몰 형태인 옥션의 

경우 내의류, 티셔츠, 바지나 치마, 트레이닝웨어 등 

단품류가 주로 많이 판매되었고, 상인형 쇼핑몰 형태 

인 디앤샵의 경우 코트, 자켓 또는 점퍼, 원피스 등와 

같이 유행에 민감하고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는 의 

류 아이템이 상대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었다.

셋째, 중계형 쇼핑몰 형태인 옥션에서 판매 중인 

의류 제품의 가격대는 1,000〜39,000원, 상인형 쇼핑 

몰 형태인 디앤샵에서는 2,500〜99,000원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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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 형태인 디앤샵에서는 

중계형 쇼핑몰 형태인 옥션에 비해 고가의 제품을 판 

매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이버 쇼핑몰에서 의류를 

비롯한 패션 제품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 

며, 의류 제품의 경우 구색이 다양해지고 가격대가 높 

아지며 유행에 민감하고 사이즈가 규격화된 아이템까 

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이버 쇼핑몰 

에서 소비자 불만족에 대하여 반품 및 환불 정 책으로 

의류 제품의 구색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이버 쇼핑몰 유형에 따라 다른 제품 구성과 가격 구 

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상인형 사이버 쇼 

핑몰 마케터는 고가의 유행에 민감하고 사이즈가 규 

격화된 의류 제품을 갖추고 중계형 사이버 쇼핑몰 마 

케터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니트류나 단품류로 소비 

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쇼핑몰 

에서 판매되는 패션 제품 중 여성 의류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 상인형 사이버 쇼핑몰과 중 

계형 사이버 쇼핑몰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하여 조사하 

였다. 또, 연구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겨울이었으 

므로 그 날씨 특성에 따라 코트나 재킷 등 상대적으 

로 비싼 가격대의 의류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 

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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