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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판매량 증대와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A’에서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와 아우터웨어(outer wear)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판매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와 아우터웨어의 판매량을
분석하여 2018년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티셔츠와 아우터웨어의 판매량을 예측한다. 제안한 판매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반팔티셔츠와 아우터웨어의 판매량 예측값과 실제 2018년 판매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반팔티셔츠와 아우터웨어의 예측 오차율은 각각 ±1.5%와 ±8%를 나타내었다.
■ 중심어 : 빅데이터, 판매 예측, 온라인 쇼핑몰, 패션, 의류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ales forecasting model that forecasts the sales volume of short sleeves and outerwear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change by utilizing accumulated big data from the online shopping mall ‘A’ over the
past five years to increase sales volume and efficient inventory management. The proposed model predicts sales of
short sleeves and outerwear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in 2018 by analyzing sales volume of short sleeves and
outerwear from 2014 to 2017. Using the proposed sales forecasting model, we compared the sales forecasts of 2018
with the actual sales volume and found that the error rates are ±1.5% and ±8% for short sleeve and outerwear respectively.
■ Keyword : Big Data, Sales Prediction, Online Shopping Mall, Fashion, Clothing

Ⅰ. 연구배경

비자 인식 및 트렌드 분석 등의 다양한 정보 자
원을 창출할 수 있다 [1].

온라인 상거래의 보편화로 인해 기업들은 과

온라인 쇼핑의 쉬운 접근성과 낮은 진입장벽

거 어느 때 보다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으로 인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38.2%가 온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 분

라인 쇼핑 창업을 고려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석을 통해 기업은 효율적인 물품의 재고 관리,

끌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은 전자

수요 예측, 생산, 가격 결정, 시장 흐름 파악, 소

상거래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2019년 08월 01일 접수; 2019년 08월 05일 수정본 접수; 2019년 08월 30일 게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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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개발에

다 [2].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창업자

착수한다. 또한, 매장과 유통채널에서 발생하는

10명 중 9명의 온라인 쇼핑몰이 폐쇄할 정도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온라인 쇼핑몰 성공 및 유지 가능성이 매우 낮

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오프라

다 [3]. 이처럼 많은 신생 온라인 쇼핑몰이 실패

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여 미리 판매

하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상품의 판매

가능한 수량을 확보하여 매장에 전달한다 [4].

량 잘못 예측하여 재고 관리에 실패하고 많은

청바지 전문 브랜드인 피스 워커는 텍스트 마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신생 온라인

이닝 기술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상품

쇼핑몰들은 판매 상품들의 데이터를 정형화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

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ing) 기술을 통해 온라인 패션 블로그, 패션 커뮤

있는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판매량 예측

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업로드 되어있는

을 통한 재고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십만 개의 제품 관련 키워드를 수집/분석하여

따라서 상품 기획자의 주관적인 견해와 감각에

도출된 결과를 차기 상품 개발에 적용하였다.

의존하여 재고 관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품기

또한 자사의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및

획자의 판매량 예측 실패는 온라인 쇼핑몰에 큰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존 데님의 단점을 개선

타격을 주며 폐쇄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한 제품을 개발하여 매출 신장에 성공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집중함으로써

위해 실제 국내 가입자 약 150만 명을 보유하고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4배 상승한 매출을 달성

있는 온라인 쇼핑몰 ‘A’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하였다 [5].

활용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와 아우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3, 40대 한국 남

터웨어 판매량 변화를 분석하여 판매량을 예측

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여 3⋅40대 한국남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

성이 패션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고 패션 시장에

한다.

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

본 논문은 2절에서 기존 패션 관련 빅데이터

으로 분석하였다 [6]. 또한, 패션 검색 키워드 빈

연구를 서술하고 3절에서 제안한 빅데이터 기반

도수와 검색된 상품의 실제 판매량 사이 상관관

판매량 예측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절에서 제

계가 존재하며 키워드 검색 빈도수에 비례하여

안한 알고리즘을 통한 판매량 예측 결과와 실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매량간의 오차율을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확인하였다 [7].

맺는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온라인 쇼핑몰 ‘A’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균 기온과 판매

Ⅱ. 관련 연구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는 소셜 네트워크 위

가격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와 아우터웨어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제
판매량 간의 예측 오차율을 분석한다.

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의 키워드를 중심
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키

Ⅲ. 빅데이터 기반 판매량 예측 알고리즘

워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키워드를 통해 열거된 제품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판매량 예측 알고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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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온라인 쇼핑몰 ‘A’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년도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온 변화

바탕으로 기온 변화에 따른 판매량 변화를 분석

에 따른 2018년 판매량을 예측하여 실제 2018년

하여 차년도 판매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

도 판매량과 비교분석 한다. 분석에 사용된 주

안한다. 제안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의 순서

문데이터는 약 18만개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과

도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약 4.1만 아우터 판매량이 사용되었다. <그림 2>
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다양한 반팔 티셔츠
와 아우터 카테고리들의 일부 정보를 나타낸 예
시이다.

<그림 1> 제안한 판매량 분석 알고리즘 순서도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2014년도부터 2017

<그림 2> 반팔 티셔츠와 아우터 상품들의
카테고리 정보 예시
<표 1> 정형화되지 않은 상품들의 판매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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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빅데이터 수집

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본 연구에선 2017년 기준 150만 명의 가입자
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A’의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정형화되

기온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수집한 기상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기온 데이터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빅데이터의 일
부를 나타낸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상품이 판매된 날짜별 가격, 조회 수,
판매량, 사용자 리뷰, 질의응답 등 다양한 변수
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변수들만 선택적으로 추
<그림 3>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온 그래프

출하여 정형화한다.

<그림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년 주기로

3.2 데이터 정형화

기온이 일정한 반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데이터 정형화 단계에선 빅데이터 분석에 필

며 본 연구에서는 하루의 평균 기온 변화에 따

요한 데이터인 하루의 평균 기온과 판매량을 정

른 판매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선 기

형화한다. 아래 <표 2>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온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팔 티셔츠

‘A’ 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와 아우터웨어의 판매량을 분석하였다.

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쉼표 분리 (comma-separated values, CSV) 형식으로 정형화되고 저장

3.3 빅데이터 분석 및 판매량 예측 모델

된다.
<표 2>는 정형화된 특정 상품의 평균 기온,

본 절에선 하루 평균 기온과 판매 가격 변화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강수량, 평균 판매가, 총

에 따른 판매량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판매량을 정형화한 특정 상품 데이터의 일부를

빅데이테 분석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2014년부

나타낸다. 기온 관련 데이터는 기상청의 ‘기상

터 2017년까지 수집된 기온 데이터의 평균 기온

자료 개방 포털’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

값을 값의 크기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나타낸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정형화된 특정 상품의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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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여기서 s는 기온 행렬의 원소 값들이 오름차순

여기서 N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

으로 정렬된 기온의 행렬 (  )의 인덱스를

일까지 수집된 평균 기온 값들의 원소 개수를

나타내며 해당 기온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량

나타낸다. 또한 특정 상품의 카테고리(category,

(   )과 동일한 날짜 인덱스값(s)을 갖는다.

c)의 기온(temperature, t)에 따른 판매량(sales
volume, SV)은 아래와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의 상품 카테고리 인덱스는 반
팔 티셔츠(c=1), 아우터웨어 (c=2)를 사용한다.

3.4 실제 판매량과의 오차율 분석
본 논문에선 제안한 판매량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014년부터 2017까지 수집된 데이터

(2)

를 사용하여 2018년도의 판매량을 예측하고
실제 2018년 판매량과 비교하여 오차율의 범
위를 확인한다. 오차율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특정 상품의 평균기온에 대한 판매량(

)

수 있다.

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상품의 판매량의 평균값들의 원소들로 이

(6)

루어진 행렬이다. 따라서 식(2)의 n번째 원소의
평균값은 아래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윗첨자 a는 실제 판매량을 의미하는
기호이며, Z는 분석에 사용된 총 샘플의 개수를

(3)

여기서 c는 데이터 정형화 및 구분을 위한 상품

나타낸다.

Ⅳ. 판매량 분석 결과

의 카테고리 인덱스 (반팔 티셔츠: c=1, 아우터

본 절에선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와

웨어: c=2), t는 기온을 의미하며, K는 2014년부

아우터웨어(긴팔, 후드티, 맨투맨 등)의 판매량

터 2017년도까지의 연도의 개수, 즉 K=4를 의미

변화와 예측값을 분석한다. 반팔 티셔츠와 아우

하여 단일년도의 판매량을 계산할 때 K=1의 값

터웨어를 분석한 이유는 다른 상품에 비해 다른

을 갖는다. 계산된 행렬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환경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기온 변화

위해 구해진 판매량 원소값( 

 )을 평균기온 값

에 따른 판매량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통계자

에 따른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

료 모델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현할 수 있다.

4.1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 판매량
분석 및 예측
   
  
 
  
 

(4)

본 절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에 따른 판매량 변화를 분석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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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의 판매량을 예측하고 실제 2018년 반팔 티

색 그래프는 R프로그램의 ‘stat_smooth ‘함수를

셔츠 판매량과의 오차를 비교⋅분석한다.

이용한 데이터의 신뢰구간 범위를 포함한 회귀

<그림 4>부터 <그림 7>은 각각 2014년부터

선을 나타낸다. <그림 4>부터 <그림 7>까지의

2017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도 반팔

츠의 판매량을 나타낸다. 검은색 그래프는 제안

티셔츠의 판매량은 매우 유사한 그래프 형태를

한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값을 의미하며 빨간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기온이 상

<그림 4> 2014년도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 판매량 <그림 5> 2015년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 판매량

<그림 6> 2016년도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 판매량 <그림 7> 2017년도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 판매량

<그림 8> 2014년∼2017년도 데이터로
예측한 2018년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 판매량

<그림 9> 2014년∼2017년도 데이터로
예측한 2018년 반팔 티셔츠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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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할수록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

결과를 통해 과거 판매량 분석을 통해 차년도의

을 확인할 수 있다.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

지난 4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2018년 평균 기
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을 예측하
면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였다.
2018년 실제 온라인 쇼핑몰 ‘A’는 제안한 예
측 알고리즘을 통해 수요 예측 분석을 진행 후

<그림 8>은 2018년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많은 물량을 저렴하게 구

셔츠의 예측 판매량을 나타낸다. <그림 8>에 따

매하여 물량을 확보하여 온라인 쇼핑몰 ‘A

르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결과와 유사하

‘는 2018년 전년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게 예측한 2018년 반팔 티셔츠의 판매량은 기온

있었다.

이 상승할수록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은 2018년 기온 변화에 따른 실제 판
매량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8>과 <그림 9>
의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예측 결과와 실제
판매량의 오차율은 ±1.5%이며 이와 같은 분석

4.2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 판매량 분석
및 예측
본 절에선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웨어의 판
매량 분석과 판매량 예측 결과를 설명한다.

<그림 10> 2014년도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웨어 판매량

<그림 11> 2015년도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웨어 판매량

<그림 12> 2016년도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웨어 판매량

<그림 13> 2017년도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웨어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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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부터 <그림 13>은 각각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웨어의
판매량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0>부터 <그림
13>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온
이 상승할수록 아우터웨어의 판매량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2018년 평균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웨어 판매량
을 예측한 결과는 아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에 따르면 0°C 근방에서 아우터웨
어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그림 15> 2018년 기온 변화에
따른 아우터웨어 판매량

며 실제 2018년 판매된 아우터웨어의 판매량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에 따르면 <그림 14>와 같이 0°C
근방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Ⅴ. 결 론

예측 판매량 예측 데이터값과 실제 판매량 데이
터 사이 ±8%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본 논문에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결과를 통해 제안한 판매량 예측 알고리즘을 통

쇼핑몰 'A’에서 판매된 약 18만개 반팔 티셔츠

해 차년도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의 판매량과 약 4.1만 아우터 판매량 그리고 기

수 있었다.

상청의 하루 평균 기온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반팔 티셔츠와 아우터웨어의 판매
량을 분석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2018년도 판매량을 예측하
였으며 반팔 티셔츠와 아우터웨어의 예측값과
실제 판매량의 오차율은 각각 ±1.5%, ±8%를 나
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가 누적
될수록 기간적인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되며 이를 활용하여 판매량을 예측하고

<그림 14> 2014년∼2017년도 데이터로 예측한 기온
변화에 따른 2018년 아우터웨어 판매량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연구한 판매 변수인 평균 기
온 이외에도 색상, 디자인, 연휴,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변수를 수치화하여 반영한다면 더욱 정
밀한 판매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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