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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특성 

이지선 

The Geographica1 Characteristics of Commodity Flow in the 
Cable TV Home Shopping 

Lee. Jee-sun 

요약 : 본 연구는 국내 케이블TV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물류체계의 변화 및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홈쇼핑 업체를 통해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물동량의 지리적 분포패턴을 통하여 케이블TV 홈쇼핑 

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케이블TV 홈쇼핑의 발달은 물류센터의 둥장， 상 

품조달흐름의 집중， 태배업의 성장을 낳았다. 국내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은 공간적으로 집중하여 나 

타나며， 거리보다는 도시 규모나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홈쇼핑의 주요 매체가 되 

는 케이블TV에 대한 가시청여부(가시청가구수)와 아파트비율， 연령 둥 각 지역별 가시청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 

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케이블TV 홈쇼핑， 케이블TV， 상품유통， 물류체계， 물류센터， 택배업， 케이블TV 가시청가구수 

Abstract The p따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physical distribution systems in retailing with 

the growth of cable TV home shopping (CA TV shopping) in Korea, and to understa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fre핑ht flows originated by CA TV shopping. The growth of CA TV shopping in recent years has 

brought about subs떠ntial changes of distribution systems in retailing-the development of distribution ænter, the 

혀mplification of the comm여ity-supply-to-retailer channeL and the growth of home delivery seπiæ businesses. The 

fr，밍ght flows augrnented by CA TV shopping is ∞n∞ntrated on 떠rge ur벼n ænters such as Seoul and its vicinity, 

Pusan, Ta않u， etc. The 혀mple r않ression and cαrelation analyses on the comm여ity flows suggested that other socio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nurnær of CATV sub앙iærs， type of housing and age rather than distanæ on 

comm여ity flow of CA TV shopping are more significant. 

Key Words : cable TV home shopping, cable TV (CA TV) , comm여ity flow, distribution systems, distribution center, 

home delivery, cable TV sub앙iærs 

저11장서 론 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각종 업무를 처 

리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기차표나 공연티켓도 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근래에는 각 가정에서 전화 

나 TV, 컴 퓨터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 하는 

홈쇼핑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물건을 사기 위해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기술은 우 

리의 의식과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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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접 점포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홈쇼핑은 교 

통체증， 주차공간의 부족 등과 같은 물리적인 환 

경의 여건뿐만 아니라 여성의 취업 확대， 노령인 

이용빈도， 상점까지의 통행수단과 접근경로 둥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였으나 홈쇼핑에서는 매체 

에 대한 접근과 정보 구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 

구의 증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과 같은 사회 다. 또한 홈쇼핑을 통하면 소비자의 구매통행은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 감소하는 반면， 상품배송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히 케이블TV 홈쇼핑과 인터넷 홈쇼핑은 기존의 

카탈로그나 잡지，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홈쇼핑을 위한 새로운 매체 

로 각광받고 있다. 

상점을 통한 전통적인 소매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점의 지리적 분포， 상점 방문 및 

화물유동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홈쇼핑 상품의 화 

물유동이 보이는 지리적 패턴이나 물류센터의 입 

지， 효과적인 배송 시스댐의 구축 둥에 관한 논의 

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케이블TV 홈쇼핑의 발달로 

공간에 나타나는 영 향을 홈쇼핑 에 의 한 화물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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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연구대상지역: 1떠개 케이블W 실제 방송지역(1998년 7월말 기준) 

* 1998년 7월말을 기준으로 실제로 정식 개국하여 케이블TV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so권역은 모두 61개이고， 여기에 해당 
하는 시 • 군 · 구 지역은 모두 1m개 지역이다. 이 중 'ÖI개 지역은 1차 so권역에， 16개 지역은 2차 so권역에 해당한다. 

자료: 종합유선방송협회， 각 지역종합유선방송국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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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리적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하여 발달하였다(Davies. 1985). 그러나 홈쇼핑이 

를 위하여 첫째， 국내 홈쇼핑의 운영현황과 발달 발달하는데 있어서는 전화， 케이블TV. 컴퓨터 둥 

과정을 토대로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이 어떻게 의 정보기술발달과 물류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홈쇼핑을 통한 교통 · 통신의 기술적 발달에 못지않게 사회경제적 

구매로 발생한 상품의 화물유동이 거리를 얼마나 인 요인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 

극복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홈쇼핑의 주요 매체가 

되는 케이블TV의 가시청여부는 홈쇼핑에 의한 화 

물유동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밖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홈쇼핑에 의한 상 

품유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홈쇼핑 

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2. 연구대상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케이블TV 홈쇼핑 1) 인 39쇼핑과 

LG홈쇼핑을 통해 일정기간(1999년의 어느 특정 l 

개월. 1주일， 또는 1일 단위)동안 판매되어 각 지 

역 소비자들에게 배송된 상품물동량을 분석의 기 

본 자료로 하여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중다회귀 

분석 둥을 활용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업체 관계 

자나 소비자들과의 간단한 면담을 병행하였다. 연 

구대상지역은 홈쇼핑에서는 케이블TV의 가시청 

여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1998년 7월말을 기준으 

로 실제 케이블TV 가시청권역인 103개 시-군-구 

지역으로 한정하였다(그림 1). 

제2장문헌연구 

1. 홈쇼핑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홈쇼핑의 발달 

애초에 홈쇼핑은 우편， 전화， 컴퓨터 둥의 정보 

통신수단의 기술적 발달을 배경으로 외출이 자유 

롭지 못한 노령자나 장애인， 그리고 환자들을 위 

스에 대한 다양한 소비욕구가 증가하고 소비의 개 

성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여가시간을 중시하고 에 

너지 위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소매 

형태로서 홈쇼핑이 발달하였다. 게다가 여성의 사 

회진출 확대와 노령인구의 증가， 활발한 신용거래 

를 바탕으로 홈쇼핑은 더욱 성장하였다(Larry & 

Elizabeth, 1980: Kellerman, 1984: Da띠n， 1987: 河

野良平， 1998: 서주션. 1999). 

2) 홈쇼핑의 개념 

홈쇼핑은 문자 그대로 ‘집에서(in -home, at 

home) 쇼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문， 잡 

지， 카탈로그， TV. 컴퓨터 둥을 통하여 상품에 대 

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소비자가 우편， 

전화， 팩스， 쌍방향 케이블TV. 컴퓨터 동의 통신 

수단을 통해 주문하고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둥 

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각 가정에서 상품을 배달받 

는 소매방식이 바로 홈쇼핑이다. 이것은 결국 통 

신판매나 광의의 텔레쇼핑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 

용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편주문판매， 카탈로 

그판매， 전화주문판매， TV홈쇼핑， 인터넷 쇼핑 동 

으로 구분된다. 

김희순(1995) 은 홈쇼핑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순 

히 소비자가 이동하지 않는 쇼핑형태만을 지칭하 

는 것을 벗어나 소비자가 적극적인 쇼핑의지를 가 

지고 교통 · 정보 · 통신을 이용하는 쇼핑형태라고 

정의하여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와 같이 정보 · 통 

신 · 교통의 발달에 의해 인간의 지리적 공간극복 

능력을 향상시킨 예가 아닌 것은 홈쇼핑의 범위에 

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그림 2>의 

1) 현재 국내에서는 케이블TV 홈쇼핑을 “「종합유선방송법」에 의거하여 공보처 장관에게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쇼핑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소비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각 가정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유형의 구매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전문 홈쇼핑 채널이 바로 연구대상인 두 업체이다.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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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텍 일장 
(소비자 구매행태떼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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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매업의 판매유형별 구분 

자료: 한국디엠연구소， 1995, 한국다이렉트마케팅 세미나 자료집， p.9를 재구성. 

2. 홈쇼핑에 대한 선행연구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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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중에서 

통신판매만을 

홈쇼핑에 해당하는 

방문판매를 제외한 

의한다. 홈쇼핑은 점포를 통하지 않고 매매가 가능하며 

소비자가 쇼핑에 필요한 시간이나 교통비를 절약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으로 특수한 성격의 

소매형태를 보일 수 있다2) 그러나 여타의 학문분 

야에 비해서 지리학에서 홈쇼핑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3) 지리학에서는 텔레커뮤 

니케이션의 발달과 더불어 지리학적 관심의 하나 

벨레쇼핑(홈쇼핑)을 분석한 연구(Kellerman， 

1993; Graham & Maπin， 1996) , 새 로운 소매 형 태 

의 하나로 홈쇼핑을 다룬 연구(Howard， 1985; 

Guy 1985) , 물류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McKinnon, 1989) , 물류거점의 배치나 무점포성에 

서 본 홈쇼핑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河野良 

平， 1998) 등이 대종을 이룬다 4) 특히 Howard 

(1985) 는 홈쇼핑의 발달에 의한 유통체계의 변화 

와 전통적인 구매통행의 대체가능성을 논의하였으 

며， Guy(1985)는 케이블TV 홈쇼핑이 소매업에 미 

치게 될 영향과 정책적 과제를 소매엽의 분포 및 

로 

- 케이블까 홈쇼핑 

TV쇼핑 채널을 통한 홈쇼핑은 방송국의 일정한 

프로그램 형태로 편성 · 운영되는 상품판매프로그 

램으로서， 외형적으로 광고의 개념보다는 방송 프 

로그램의 성격이 더 강하다. 기본적으로 1시간 단 

위의 길이로 제작되어 방송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1995년 8월부터 케이블TV 홈쇼핑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거하 

여 공보처 장관에게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 

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쇼핑방송프로그램 

을 제공하면 소비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각 가정 

에서 (전화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유 

형의 구매방식을 케이블TV 홈쇼핑이라고 정의하 

있다. 1999년 말 현재 국내에는 39쇼핑(채널 

39) 과 LG홈쇼핑(채널 45) 의 두 개 케이블TV 홈 

쇼핑 업체가 존재한다. 

「-'-

2) 河野良平， 1998， 通信版賣m流通 ν ÂT .Þ. è 호間的特性: 大手業者二 ν 1:::1 η事例장 t è ~:-"， A文地理， 5이6) ， pp. 44. 
3) 홈쇼핑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영학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구매행태에 대한 

연구와 홈쇼핑 운영에 대한 연구가 主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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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패턴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홈쇼핑의 발달과 

함께 전문대형상점의 도심 집중에 대한 논의는 

Kellerman (1984) 과 L따TY & Elizabeth(1980) 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Sch띠er( 1992)는 

쌍방향성 케이블TV나 컴퓨터를 통한 홈쇼핑의 성 

장을 배경으로 도시에서의 상업활동의 분산 

(decentr때zation)을 기대하였다. 홈쇼핑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유통구조 및 물류체계의 발달에 대한 

논의는 McKinnon (1989) 과 河野良平(1998) 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河野良平(1998)은 일본의 종합 

통신판매업체인 Nissen을 사례로 통신판매업체의 

유통구조를 살피고 물류센터의 배치와 무점포성 

(無店輔性: shoplessness) 이라는 시각에서 통신판매 

의 공간적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홈쇼핑에 대한 국내 지리학 분야의 연구를 찾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김희순(1996)은 홈쇼핑이 지 

리학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펌으로써 국내 지리학 

에서 홈쇼핑 연구의 주소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 

였으며， 서주선 등(1999)은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 

통신판매로 판매되는 소백산 영지버섯과 보은 대 

추의 생산지역 및 주문 · 판매지역의 분포를 살펌 

으로써 통신판매의 물적유통에 의한 지역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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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홈쇼핑과 관련된 국내 지리학의 연구가 아직 미 

진한 편이며， 특히 케이블TV 홈쇼핑과 관련한 연 

구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케이블TV 홈쇼핑을 사례로 홈쇼핑에 의 

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우리 나라의 케이블TV 홈쇼핑 

1. 국내 케이블TV 현황 

케이블TV는 TV신호를 동축케이블(cæ잉al cable) 

또는 광케 이블을 통해 집중국(centr머 office 또는 

head end)으로부터 개별기구에 전송 · 분배하는 영 

상프로그램의 유통시스댐으로， 특정지역에 장기적 

인 독점사업권이 주어져 전국적인 공중파TV신호 

및 지역공중파신호를 재전송하고 있으며 케이블 네 

트워크를 위한 TV신호를 전송분배하기도 한다. 국 

내의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은 1995년 1월에 시 

험방송을 거쳐 같은 해 3월 1일부터 본 방송이 시 

작되었으며 유료방송은 5월 1일에 개시되었다. 

표 1. 프로그램 공급업자 현황 (1999년 8월말 현재) 

고〈그그 t:I.여~O ‘r 채널명 공급분야 쳐| 널 명 

연합텔레비전뉴스 (YTN‘ 24) 코리 아음악방송 (KMTV, 43) 
보도 

매 일경제TV (M8N‘ 2이 
음악 

뮤직네트워크 {m . net. ZJ} 

영화 
캐 치 원 (CATCH-ONE, 31) 어린이 대교방송 CIbC. 17) 
오리온씨네마네트워크 (OCN.22) 동아텔레비전 (DTV.34) 
한국스포츠TV (KS까.3이 

여성 
GTV GTV. 35) 

스포츠 
골프채널 (G이f charmel, 44) 평 화방송TV (P8C-TV. l3l 

교양 
Q채널 (0 channel. 25) 종교 { 불교텔레비전 (뼈 앓) 
센 추리TV (CTN. 29) 기독교텔레비전 (KCTS.42) 

오락 
현대 방송 (H8S.19) 건설 · 교통 · 관광， 리빙TV(리빙TV.28) 

드라마넷 (Drama-net, 35) i 국립영상 (KTV.14) 
교육 채능스스로방송 U띠3lV. 23} 공공 방송대학TV (OUN. 4끼 

건강·의료 다솜방송 (DASOM.26) I of 2.1 랑π (에ra때까. 5A)) 
문화예술 예술 • 영화TV(A&C코오롱.37) 

홈쇼핑 
: 39쇼핑 (39쇼핑.39) 

만화 투니 버 스 (T ooniverse. 38) LG홈쇼핑 (LG, 45) 
바둑 바둑텔레비전 (BTV.46) 합계 29개 二그 

자료:종합유선방송위원회 

4) 서주선 · 한주성， 1999, ‘통신판매에 의한 산지직송의 공간조직 대한지리학회지， 34(1),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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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업은 해당지역에 케이블TV 방송 

을 전송하거나 지역 방송을 제작 · 전송하는 종합 

유선방송사업 자(System Operator: SO) , 프로그램 

을 제작 ·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자(Program 

Provider: Pp) , 전송망사업 자(Network Operator: 

NO) 의 3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NO에 의해 

구축된 전송망을 기반으로 각 지역별로 해당 권역 

의 SO를 통해 29개의 PP가 제공하는 다양한 채널 

의 수신이 이루어진다. 케이블TV 가시청권은 현 

재 SO를 중심으로 1차 53개와 2차의 24개로 전국 

이 7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4). 그러 

나 1998년 7월말을 기준으로 61개 SO가 개국하였 

으며， 이들 권역 내에서 실제로 방송이 이루어지 

는 지역은 103개 시 • 군 · 구이다. 1999년 8월말 현 

재는 65개 SO가 자체 지역채널과 29개 PP채널 및 

공중파， 위성방송 등 전체 40여개 채널을 230여만 

가구(기본유료가입가구 및 보급형 채널가입가구， 

무료시청가구수 포함)를 대상으로 송출하고 있다. 

표 2.77개 지역방송국{s이의 지역별 현황 
(1999년 8월말 현재) 

^I 역 「I 1-차-끊 |주-2 차 지억 
s。 수 

1 太}
서울 21 대전 2 

5 충남 

8 (7) 충북 1 
2 (1) 광 주 2 

전남 1 
4 (1) 전북 1 

쩨 주 

2 차 

2 띠) 

1(1) 

2 (1) 
2(0) 

」훨냈혼놓주품L수「←-61 
3 (1) L훔L겨I_~→ 53 L 24(1~1 

( )안은 2차 so 중 1잊~년 8월말 현재 개국한 방송국 

2. 국내 케이블TV 홈쇼핑 

D 케이블TV 흠쇼핑의 발달 

우리 나라 홈쇼핑의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카탈로그(DM) 발송， 각종 카드사에 

가구우‘ '1 구) 

14000 1) 0 

그림 3. 케이블미 기본유료가입가구수， 1995년 6월 -1999년 9월 
자료:종합유선방송위원회 

의 한 통신판매， ‘우체국 특산물 우편주문판매’ 는 

물론 전문통신판매회사에 의한 홈쇼핑에 이르기까 

지 통신판매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 

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새로운 미디어에 의 

한 통신판매가 성장하면서 국내 통신판매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5년 3월 국내 케이블TV가 개국하면서 케이 

블TV를 통한 홈쇼핑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씨 

앤텔， TV미디어코리아， 밀레니엄 홈쇼핑 둥 다수 

의 인포머셜 (infomer，떠1) 업체5)가 생겨나 TV홈쇼 

핑 시장의 판도를 넓히고 있다. 이밖에 PC통신이 

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도 꾸준히 그 

시장세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각각 1995년 8 

월 1일과 16일부터 시험방송을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본 방송을 통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39쇼핑과 LG홈쇼핑으로 주도되는 케이블TV 홈쇼 

핑의 성장은 단연 팔목할만하다. 

2) 케이블TV 홈쇼핑의 운영현황 

케이블TV 홈쇼핑업체는 자체 시장조사 및 고객 

관리정보를 근거로 판매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상 

품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상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1차 품질검사(QC: Q따lity Ceπi:fica디on) 

5) 특정한 반응을 유발시키려는 프로그램 형태의 광고로， 일반광고에 비해서 길이가 길며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메시지 
를 전달하고 반웅수단을 제공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구매를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개 주방용품이나 가정용품

예를 들어 채썰기 둥과 같이 실연(實演)의 효과가 탁월한 간편한 아이디어 상품들-이나 운동기구 둥이 인포머셜 광고를 

통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다. 1댔년 1월 현재 케이블TV PP채널 25개사와 공중파 4개사에서 인포머설이 방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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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짧 

덴;￡t §g 

50 o Kilom eters 
도듀듀듀~듀듀듀듀듀듀J 

그림 4. 사업차수에 따른 케이블까 지역방송권S이 권역(1999년 8월말 현재) 

자료: 종합유선방송협회. 

를 거쳐 최종 구매결정을 내리게 된다. 판매상품에 

대한 기획과정이 끝나고 상품구매가 이루어지면 

프로그램별 방송시간대 및 시간을 결정하여 자체 

적으로 쇼핑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그리고 홈쇼핑업 

체 자체 물류센터로 판매할 상품의 입고가 이루어 

진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전송망사업자와 각 지역 

방송국을 통하여 송출되고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 상품에 대하여 전화주문을 하 

게 된다. 구매상품에 대한 대금은 무통장입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하여 결제된다. 고객의 주문상품에 

대하여 홈쇼핑업체는 소비자의 대금결제여부가 확 

인되는 즉시 센터내의 재고를 출고하여 배송처리 

하게 된다. 이 때 배송은 외부의 전문택배회사 또 

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6) 

〈그림 6)을 통하여 케이블TV 홈쇼핑(이하 홈쇼 

1.2% 
100% 

0.8% 

90% 

80% 

70% 

60% 

50% 1 IS9.2% 

40% 

30% 

20% 

10% 

0% 

그림 5. 홀쇼핑 업태벌 매출비(1995-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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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은 TV홈쇼핑 업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방영 

과 관련하여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 ， 지역 

방송국(SO)과의 관계가 한 축을 이루며， 실제 상 

품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상품공급업체 (vendor) ， 

통신업체， 금융기관， 택배회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N즈동그l .::::lOi T ↓ 
g그 Q ζ그 '=''=''、 , 

용하는 소비자는 30대 후반~50대 초반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객이 약 40%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홈쇼핑 고객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경상도-

4) 전화주문/대금결제 

6) 반품/교환 

그림 6. 케이블1V 홈쇼핑의 운영흐름도 

주: 위의 그림은 업체관계자를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국내 케이블TV 홈쇼핑 운영흐름올 개팔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는 가입자， 즉 소비자가 케이블TV 홈쇼핑올 통해 상품올 구매하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홈쇼핑을 통해서는 가전제품， 주방용품， 가구， 운 

동기구， 의류， 식품， 보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술， 

약품， 성인용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 

이 취급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를 통하면 실제 

제품에 대한 실연(實演)이 가능하고 보다 상세하 

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쉽기 때문에 주로 믹서 

등의 주방 가전용품이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으로 

간주된다. 또한 제품 자체가 희소성을 가지며， 규 

격화되어 있어야 적합하다. 

홈쇼핑의 구매자는 케이블TV 가시청자로 한정 

되는데， 1999년 8월말 현재 가시청가구는 약 260만 

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홈쇼핑을 주로 이 

전라도-충청도-제주도-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4장 케이블TV 홈쇼핑 물류체계의 특성 

본 장에서는 국내 케이블TV 홈쇼핑(이하 홈쇼 

핑)에 의해 발생한 상품의 물류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업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케이블TV 홈쇼핑으로 인한 물류체계의 변화 

홈쇼핑의 발달은 상품조달 및 상품배송과 관련 

6) 39쇼핑은 현재 현대택배를， LG홈쇼핑은 한진택배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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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품군벌 매출비 

상용군 매훌비 상품군 매출비 

가정용용 26.0 미용용풍 4.3 

가전제품 10.2 스포츠용품 11.5 

의류 11. 4 식폼 5.2 

보석 10.0 기타 12.1 

때션잡화 9.3 합계 100.0 

*두 홈쇼핑업체의 1995년 이후 각 상품군별 매출액올 합산하여 전혜 매 
출액 합계에 대비한 비윷로 두 업체간의 상풍군에 대한 구분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자가 다시 분류 작성하였다. 
자료:해당업체 

하여 상품의 물적유통체계(이하 물류체계)에 커다 

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물류센터의 집약화， 상 

품조달흐름의 집중， 택배업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홈쇼핑의 발달로 인한 유통과정과 물류체계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상품을 관리 · 보 

관하는 홈쇼핑 물류센터의 성장이다. 전통적인 소 

매업에서는 소비자가 구매의지를 가졌을 때 점포 

에 상품이 없으면 “기회가 없었던 것”이 되어버리 

므로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센터나 물류센터가 점 

포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입지하였다. 하지만 통신 

판매에서는 소비자가 주문을 한 시점에 상품의 재 

고가 물류센터에 있기만 하면 결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배송체계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물류센터를 

집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홈쇼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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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고， 또한 상품의 종류도 많다는 점에서 

상품보관을 위한 넓은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확보와 설비를 위한 

비용이 막대하므로 지역마다 물류창고를 분산시키 

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큰 압박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재고량을 유지하면서 보관비용 

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센터의 집약화가 

나타나며， 이와 함께 택배서비스를 통한 배송시스 

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홈쇼핑의 발달과 물류센터의 집약화는 상품 물 

류체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점포를 통하는 

전통적인 소매에서는 상품공급업체들이 각 지역의 

도 · 소매점으로 일정량의 상품을 운송하거나 지역 

별로 분산된 물류창고를 통하여 보관하던 형태를 

보이던 것에 반해 홈쇼핑을 통하는 경우에는 홈쇼 

핑 업체가 운영하는 자체 물류센터로 상품을 일팔 

납품하게 되므로 상품조달흐름의 집중이 관찰된 

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미래의 물류체계 

와 공간조직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인 

물류체계가 형성되고 물류와 관련하여 공간조직의 

분절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로의 상품배송과 관련하 

여 새로운 형태의 물적유동이 나타난다. 소비자들 

옴쇼핑 자처|물류센터를 
거쳐 댁배에 의 ôH HH 승 

• 
| 소비자 | 

그림 7. 가전제품 M사의 유통구조 

*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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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점포를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는 지나치게 부피가 크다거나 특별한 설치가 필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가지 

고 간다. 그러나 점포를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TV 

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홈쇼핑에서는 어떤 상품 

이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된다. 상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 홈쇼핑 업체는 외 

부의 전문택배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므로 국내 홈 

쇼핑의 발달은 택배업7)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2. 케이블TV 홈쇼핑의 상품배송방법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경로는 크게 홈쇼핑업체에 의한 배송과 

공급업체8)에 의한 배송(업체직송)으로 나뀐다. 전 

자는 홈쇼핑 업체가 운영하는 자체 물류센터로 상 

품이 일팔 입고되어 자체 품질검사를 거친 후에 

(카)키존의 상풍유동 

판매분에 대한 별도의 출고지시에 의하여 택배서 

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후자 

는 홈쇼핑업체의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개별 공 

급업체가 자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 

는 것이다. 현재 홈쇼핑 업체 물류센터를 거쳐 택 

배로 배송되는 물량과 공급업체에 의해서 직송이 

이루어지는 물량은 거의 8:2의 비를 이룬다. 홈쇼 

핑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의 배송이 이렇게 두 가 

지로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이 가지는 특 

성 때문이다. 우선 중량이나 크기가 택배로 수송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쉰다. 또한 전문 

적인 설치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인지， 특별히 배송 

시간의 단축이 펼요한 상품인지， 파손의 우려가 

높은 것인지 둥에 따라 배송방법이 결정된다. 

1) 홈쇼필업체에 의한 배송 

현재 두 홈쇼핑 업체는 각각 경기도 시홍시와 

(U) 흠쇼핑에 의한 상품뮤동 

며 도소매점 디 소비자 

그림 8. 홈쇼핑 발달에 의한 상품유동의 변화 
*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임. 

7) 1992년 (주)한진이 최초로 소화물일관수송업 면허를 취득하여 택배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1월 현재 15개 업체 
가 시 · 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정식 허가업체 외에 약 100여개 업체가 운영되어 오다가 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한진， 현대물류， 대한통운이 국내 택배시장의 약 
6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빅3를 이루고 있다. 택배업은 1997년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분리 · 제정되면서 많은 시장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연， 1999, p. 3-5를 정리， 재인용) 1999년 8월말 현재 
홈쇼핑을 통한 택배물량은 약 20-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케이블TV 홈쇼핑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대개 협력업체 또는 vendor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협력업체는 직접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홈쇼핑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나뉘고 전자 
와 후자의 비율이 대개 6:4정도를 유지한다.(홈쇼핑 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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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에 자체 물류센터를 하나씩 운영하 

고 있다 9) 각 사의 물류센터를 통하여 직접 관리 

되는 상품배송에서 두 업체간의 구체적인 형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유사하게 운영되 

고 있다. 일단 1차 품질검사를 거친 상품은 방송 

을 통해 판매가 시작된다. 상품방송에 대한 사전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각 공급업체로부터 물류센터로 상품 

입고가 이루어진다. 개별상품에 대한 물류센터 자 

체의 2차 품질검사를 거쳐 입고된 상품은 소비자 

에게 판매되고 상품에 대한 입금 또는 대금결제가 

확인되면 출하지시에 따라 출고된다. 출고된 상품 

은 전문택배회사， 우편， 홈쇼핑업체 자체배송팀 둥 

에 의해 각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센 

터를 거치는 물량의 95%이상이 택배서비스를 통 

한다. 

홈쇼핑 업체의 물류센터에 입고된 후에 배송되 

는 상품들은 대개 부피가 작고 여러 차례의 핸들 

링을 거치더라도 파손의 우려가 없으며， 포장이 

수월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상품을 상 

품공급업체가 홈쇼핑 물류센터로 일괄 입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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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와 외부 전문택배업체에 의해 보관 · 

배송 · 반송의 전과정이 처리된다. 반품물류는 배 

송된 경로의 반대로 상품이 다시 물류센터로 들어 

오게 되며 반송된 상품은 물류센터에서 보관되었 

다가 다시 상품공급업체에게로 전달된다. 

2) 상품공급업체에 의한 배송(업체직송) 

케이블TV 홈쇼핑 업체의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공급업체가 상품배송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는 홈쇼핑 전체 물량의 약 15~20% 정도를 차지 

한다. 업체직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차 검품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l차 검품과정을 더욱 강화 

하지만 홈쇼핑 업체 입장에서 상품의 질을 관리하 

거나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한 정확한 파악이 어 

려운 단점을 가진다. 그러나 업체직송이 이루어지 

는 상품은 대개 상품이 가지는 성격상 물류센터에 

서의 입 · 출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구나 29인치 이 

상의 대형TV， 냉장고와 같이 중량이나 크기가 일 

반소화물택배나 둥기우편으로 운송하기에 어려울 

만큼 무겁고 큰 제품이라든지 컴퓨터나 에어컨， 

외무 전문택배호|사 

그림 9. 홈쇼핑 업체 상품배송 흐름도 

* 홈쇼핑 업체 관계자 인터뷰 내용올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9) 보석 둥 소형 고가제품에 대해서는 본사창고를 활용하여 따로 관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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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물류센터 하루평균 출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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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내 택배회사의 소화물 수송체계 

* 최상위터미널은 특별한 관할지역을 가지지 않고 대체로 인끈 지역이 터미널올 관할하면서 전국적인 범위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하나의 터미널 
이 5-7개 정도의 영업소를 관할하며， 다시 하나의 영업소는 5-9개 정도의 취급소를 관할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취급소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료: 해당업체내부자료. 

대형 운동기구 둥과 같이 전문적인 설치서비스가 

필요한 제품， 비가공식품류나 냉동보관이 필요한 

식품류 둥은 물류센터로의 입고과정을 거치지 않 

고 업체에서 소비자에게로 바로 배송한다. 또한 

파손의 우려가 높은 제품도 중간 핸들령의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직접 배송하는 사례 

가 많으며， 간혹 고가의 의류제품이라든지 신발처 

럼 사이즈가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배달사고나 

picking의 에러율을 낮추기 위해서 업체가 직접 배 

송을 담당한다. 

이렇게 업체직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화물흐름 

은 업체의 성격이나 규모， 기업의 기존 유통구조 및 

물류체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업 

체직송이 이루어진다 해서 모든 과정을 공급업체가 

완전히 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개별상품공급 

업체의 능력에 따라 외부운송업체나 물류업체를 통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 

상의 업체들은 기존의 유통망이나 별도의 자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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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택배 화물흐름도 

*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홈쇼핑에 의해 발생한 화물을 위한 별도의 택배 화물흐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본래 

택배회사의 기본적인 화물흐름에 따라 상품이 소비자에게로 배송되고 있다. 다만 홈쇼핑 화물의 경우 발송지 터미덜은 항상 동일하다. 

류시스댐을 통하여 상품의 조달， 보관 및 배송과 관 

련된 물류의 전과정을 직접 담당하지만， 홈쇼핑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전국적인 범위의 대리 

점이나 배송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이기 때문 

에 외부 운송업체의 소화물택배서비스나 중량화물 

택배서비스 동을 활용한다. 자체의 창고를 확보하기 

조차 어려워 전문물류업체에 보관 및 배송에 관한 

전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3. 소결 

록 물류체계는 더욱 전문화되고 분절화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고업， 운수업 동의 특화를 

강화하여 공간적으로도 매우 집약적이고 특화된 

물류구조를 낳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 

적이고 자세한 조사는 매우 의미있고 펼요한 작업 

이 될 것이라 믿으며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져15장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특성 

이상에서 홈쇼핑의 물류체계의 특징에 대하여 본 장에서는 국내 케이블TV 홈쇼핑을 이용하는 

살펴보았다. 홈쇼핑의 발달로 나타난 물류체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거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의 발 리’ 라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을 확인하고 이를 

달이 물류체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전제로 하여，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해 발생하는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실제 물류체계의 운 상품유동의 지려적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 

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물류시스댐의 전산화 동에 

직접 활용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 

류체계의 형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동시에 정보통 

신의 발달에 힘입은 케이블TV 홈쇼핑， 전자상거 

래 동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물류 

체계로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는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 

달할수록，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둥이 성장할수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은 소비자들에 

의해 구매되는 각 지역별 상품판매 물량에 초점을 

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분포와 특성을 알아본다. 

분석의 기초자료는 1999년 8월 l개월 동안 국내 

케이블TV 홈쇼핑 업체(이하 홈쇼핑 업체)인 A사를 

통해 판매되어 전국 시 · 군 · 구별로 배송된 상품의 

물동량 정보이며， 이 중에서 연구대상지역인 1m개 

시 · 군 · 구10)의 자료만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85 •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특성 

1.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량의 
지리적분포 

1999년 8월 한 달 동안 A사의 물류센터를 통해 

발생한 홈쇼핑 물량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화하면 

〈그림 12)와 같다. 서울 및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물량이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지방의 경우 강원도는 물동량이 적은 반면에， 특 

히 포항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과 성남， 수원， 평 

택 등 경기도의 규모가 큰 도시를 중심으로 물동 

량의 유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을 통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물동량이 가장 많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하는 

영남권으로의 물동량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호남권과 충청권은 비슷한 비율 

을 보이는데 호남권으로의 불동량이 좀더 많다.6 

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대구로의 물동량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인천， 대전， 광주， 

~ 

o 

50 0 50 Kilometers 
튿~ 

그림 12. A사 물류센터를 통한 화물발생량 (연구지역 I 1999년 8월) 

* 1998년 7월말을 기준으로 케이블TV 방송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103개 연구사례지역으로 발생한 화물물동량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 
에서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실제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본 분석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다. 

자료: 해당업체내부자료. 

10) 홈쇼핑의 경우 새로운 소매형태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쳐야 안정적인 구매 
활동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999년 8월을 기준으로 1년을 소급하여 1998년 7월 30일 당시 개국한 617>> 지 
역(1차 53개 so와 2차의 8개 SO)만을 분석대상지역으로 한정하였다. 1998년 7월말을 기준으로 2차 so 중 개국한 곳 
은 모두 8개 권역(경기도 7개 권역과 울산)으로， 특히， 성남， 고양， 부천， 평택， 울산으로는 상당한 물동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차 so권역과 함께 연구대상으로 포함할 만하다. 분석대상으로 한정한 617>> SO권역 중에 실제로 케이 
블TV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모두 103개 시 · 군 • 구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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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케이블까 홈쇼핑에 의한 권역별 상품 물동량(1999년 8월) 

권역 시도 화물 발생량 구성비 

서울 91 ,480 36.0% 

수도권 인천 9,666 137,069 3.8% 53.9% 
경기 35.923 14.1 % 
부산 40 ,890 16.1 % 
대구 20 ,357 8 ‘ 0% 

영남권 옳산 5,339 79 ,358 2.1% 31.2% 
경북 9,495 3 .7% 
경남 3,277 1.3% 
광주 7,432 2 ‘ 9% 

호남권 전복 5,271 16,580 2 ‘ 1% 6.5% 
전남 3,877 1.5% 
대전 7,373 2.9% 

충청권 충북 4,004 14 ,705 1 ‘ 6% 5.8% 
충남 3,328 1 ‘ 3% 

강원권 강원 1,936 1,936 ! 0.8% 0.8% 
제주권 제주 4,590 4,590 1 ‘ 8% 1.8% 
전국합계 254 ,238 100.0% 

* 여기서의 권역은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100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해당하는 전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각각 포항， 창원 · 진해， 전주， 목포， 청주， 천안， 춘 
천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만을 포함하는 범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울산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주권에서 발생하 

는 물량이 강원권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음이 확 

인된다. 

홈쇼핑에 의한 화물 물동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 

역은 홈쇼핑에 의한 상품 구매가 많은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화물 발생량의 차이는 곧 

상품 구매량(상품 구매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 

리고 해당 권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케 

이블TV 홈쇼핑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지， 어 

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지역의 경제력 

은 어떠한지， 지역 주변 소매환경은 얼마나 잘 조 

성되어 있는지 등은 홈쇼핑을 통한 각 지역별 상 

품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트득A-f 

앞 절에서는 홈쇼핑에 의해 발생한 화물유동의 

지리적 분포를 절대 물동량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홈쇼핑에 의한 화물유동이 거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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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극복함을 확인하고， 이어서 103개 사례 지역 

을 대상으로 가시청가구수 및 몇몇의 사회 · 경제 

적인 지표를 설명변인으로 하여 홈쇼핑에 의한 각 

지역별 물동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도출 

된 회귀식과 회귀션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잔차분석과 함께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 

동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1) 거리와의 상관성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화물유동이 거리의 제 

약을 극복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리와 발생 화물 

량을 변수로 하여 상관분석을 한다. 여기서의 거 

리는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해 발생하는 화물의 

기점을 A사의 본사가 있는 서울로 정하여11) 서울 

시청에서부터 1037H 각 지역의 중심행정관청까지 

이르는 거리 12)를 구한 것이다. 제주도까지의 거리 

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의 항공노선 거리를 

활용하였다. 거리는 모두 실제 거리를 상용로그로 

변환하였고， 화물 물동량도 상용로그로 변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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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다. 하기 위하여 활용하게 될 사회 · 경제적인 변인은 

이렇게 가공한 두 변수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케이블TV 가시청가구수， 재정자립도， 1가구당 지 

한 결과， 홈쇼핑에 의한 상품 물동량과 거리의 상 방세 부담액， 35세 이상 54세 미만의 인구구성비， 

아파트비율， 1개 대형소매점당 가구수이다. 케이블 

표 5. 홈쇼핑 상품 물동량과 거리의 상관성 TV 시청가구는 크게 1개월에 정액을 내고 시청하 

사례수 |상관계수| 유의확롤 
103 -0.180 0.069 

관관계가 유의하지 못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 

다. 미약하지만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거 

리가 멀어질수록 화물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일반 

적인 원칙에는 부합되는 듯 하지만 회귀식의 결정 

계수 R2 = 0.032로 회귀선의 설명력이 3.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서울 및 부산， 대구， 인천， 광 

주， 대전의 6대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 회귀선을 중심으로 위 부분에 나타나는 반면에 

김포， 철원， 청원， 신안， 서귀포 동의 규모가 작은 

지방소도시들은 회귀선의 아래 부분에 분포하여 

홈쇼핑에 의한 상품 물동량이 거리보다는 그 도시 

가 가지는 규모나 사회 · 경제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사회 • 경제적인 요인의 영향 

앞 서에서 홈쇼핑에 의한 화물유통이 거리에 별 

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거리 

에 더욱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거리보다는 케이블TV 홈쇼핑 프로그램의 시청여부 

및 기타의 사회 · 경제적인 지표나 인구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는 유료시청가구와 무료시청가구로 나뉘며， 이 둘 

을 모두 합쳐야 비로소 실제 케이블TV 홈쇼핑 채 

널 시청가구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며， 

‘케이블TV 가시청가구’로 정의한다. 

@ 분석결과: 사회 · 경제적인 변수의 설명력 

이상의 6개 변수를 설명변인으로 하여 1999년 8 

월 한 달 동안 A사의 물류센터를 거쳐 103개 대 

상지역으로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된 화물 발 

생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13)의 결과， 가시청가구수 

(Xl) , 아파트의 비율(Xs)， 30대 후반에서 50대 초 

반의 인구구성비 (X4) 가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 

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자립도(X2) ， 1 가구당 지방세부담액 

(X3) , 1개 대형소매점당 부담 가구수(X6) 둥은 회 

귀모텔에서 제외되어 별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 = -2808.635+4.334E-02Xl+ 19.653Xs 

+ 12499.00X4의 회뀌식이 도출되었으며， 상관계수 

(R) 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결정계수 R2도 0.621로 

나타나 도출된 회귀모델이 약 62% 정도의 설명력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회귀모텔에서 채택된 각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 

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표 

준화된 부분회귀계수(Pi) 의 값을 비교할 필요가 있 

다(표 8). 가시청가구수에 대한 표준화된 부분회 

@ 사회 · 경제적인 변수 귀계수(Pl) 가 월동히 크게 나타나서 홈쇼핑에 의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특성을 고찰 한 화물 발생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11) 실제 두 홈쇼핑 업체는 각각 경기도 시홍시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는 화물발생의 기점을 서울로 간주하였다. 
12) 성지문화사에서 제작한 ‘도시간 거리표시 지도’를 활용하였다. 
13) 여기서는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량에 대하여 특히 영향력이 많은 설명변인들을 찾는데 분석의 1차적인 목적을 두 

는 만큼 ‘STEPWISE’ 기 법 을 활용한다. 이 때 변수를 추가 또는 제 거 하는 Criteria의 명 령은 기본값(de없lut) 기준으 

로 적용하여， 변수를 추가시킬 때의 F의 유의수준(PIN)은 0.05, 변수를 제거시킬 때의 F의 유의수준(POUT)은 0.1 0으 

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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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조사 

화물발생량 가시청가구수 재정자립도 지방 1 가세구부당담액 인 35구~구54성세비 아파트비율 대형가소 1구개매수점당 
화물발생량 1αx) 0.744 O.않33 -0.031 0.31:굉 0.386 0.287 
가사청가구수 0.744 1.αx) 0.400 -0.α갱5 0.261 잉00 0.224 
재정자립도 0.383 0.400 1.αx) 0.475 0‘여O 0.492 0.158 

1지부가담방구세액당 -0‘031 -o.æs 0.475 1.αx) 0‘α~ 0.028 -0.119 

인35구~구54성세비 0.369 。，잃| 0여O O.α?2 1.αn 0.076 O.α~ 

아파트비율 0.386 0.200 0;492 O.αÐ 0.076 1.αm 0.100 

대형가소1구개매수점당 O.짧7 0.224 0.156 -0.119 O.α~ 0.1 fi) 1.αm 

! 

• 화물발생량:1999년 8월 한 달 동안 A사의 물류센터를 통해 각 지역별로 배송된 택배물량 (단위: 박스) 

• 가시청가구수=기본유료가입가구+무료시청가구+국민형채널가입가구+일부중계유선가입가구 (1999. 10.)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총계]‘100 (1998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 단위: %) 

. 1가구당 지방세부담액=(1998년 지방세/1998년 내국인 가구수)*10，뼈 (단위: 만원) 

'35-54세인구구성비= (1997년35-54세인구/1997년전체인구)*100 (일부지역은 1996년 자료활용， 단위: %) 

· 아파트비율=(1998년 아파트가구수/1998년 전체주택가구수)*100 (일부지역은 1997년 자료 활용， 단위: %) 

. 1개 대형소매점당 가구수=[1998년 전체가구수/(1997년 백화점+대형할인전+쇼핑센터)의 수)(단우: 가구) 

자료: 업체내부자료， 해당연도의 각 시-군-구별 통계연보 

통계청， 1999, 시꾼구 주요통계지표 

표 7.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R 

0.788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아파트 비율에 대 

한 회귀계수({Js) 이고，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인구구성비는 그 표준화된 부분회귀계수 @가 가 

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변수들은 모두 t 

값이 2 이상으로 회귀모텔의 결정계수 R2가 0.621 

로 높음은 물론 도출된 모델의 회귀계수들도 모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량 

에는 무엇보다도 가시청가구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아파트 비율이나 30대 후반 

A.djusted R<1 

0.609 

D 

-
짧
 에서 50대 초반의 인구구성비는 가시청가구수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월동히 작지만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나 1가구당 지방세부담액은 자료 자 

체가 직접적인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 

계를 가지는 것은 물론， 케이블TV 홈쇼핑을 이용 

하는데 있어서 실제 무료시청이나 저렴한 가격의 

유료시청이 가능하고 또한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 

어서도 어느 정도 가격(약 5만원 정도)을 넘어서 

표 8. 표준화된 부분회귀계수 

표춘화된 부분회귀계수(β) 

가시청가구수(X ‘ 0.642 

아파트 비옳(XS) 0.192 

35-54세 인구구성비 (X4) I 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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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음의 잔차를 보이는 곳은 모두 58개이며.84 

개의 사례가 잔차 -1.0-+1.0의 범위에 속한다. 부 

산， 인천， 경기 동은 음의 잔차가 우세한 반면， 서 

울은 양의 잔차가 우세 하게 나타난다. 특히 +3.0 

이상 범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경기도 수원 

시의 2개 사례가 나타난다. 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90%를 넘고 1가구당 지방세부담액도 많아 

상당한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기도 지역 중에서 유일한 1차 so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여타의 경기도 지역에 비하 

여 홈쇼핑을 통한 구매가 상당히 안정되어 이를 

통한 구매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 해운대구는 재정자립도가 약 50% 정도로 그 

지역 경제력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아파트 비율이 

는 경우에는 카드 무이자 할부의 혜택이 매우 폭 

넓게 주어지기 때문에 유의할 수준의 결과를 보이 

지 않는다 14) 

홈쇼핑에 의한 실제 화물 발생량(y)과 유의한 

3개의 설명변인 (Xi)들에 의하여 예측되는 화물 발 

생량(y) 의 차이， 곧 잔차(y-y)를 분석 15)한 결과， 

표준화된 잔차는 0.0을 기준으로 약 -3.0-+4.0 사 

이에 존재한다.0.0의 선 위에 나타나는 사례는 양 

의 잔차를 보이는 곳으로 각 설명변인들에 의해 

예측되는 화물 발생량보다 실제 케이블TV 홈쇼 

핑에 의해 발생한 상품 물동량이 많은 곳이며， 음 

의 잔차를 보여 0.0선 아래에 나타나는 사례는 예 

측치에 비해 실제 화물량이 적게 발생한 곳이다. 

전체 103개 사례 중 양의 잔차를 보이는 사례는 

종속변수 1999년 8월 한 달동안A사으| 물류센터를통해 발생한화물물동량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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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잔차그래프 

14) 재정자립도와 1가구당 지방세부담액의 두 변수는 서로 상당한 상관관계 (r = 0.4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이유에서 이 둘올 모두 변수로 활용한 본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도출된 회귀모텔에서 크게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정자립도와 l가구당 지방세부담액 중 어느 하나씩만을 회귀 

분석에 활용한 경우에도 각각의 결과의 유의성이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본 분석에서는 표준화된 잔차가 0.0을 기준으로 -1.0-+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측치가 실제치에 상당히 근 
접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표준화된 잔차가 -3.0보다 작거나 +3.0보 

다 큰 경우는 이례지점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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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표준화된 잔차별 해당사례 수 

잔 차 서옳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겨| 

-3.0--2.0 3 3 -- _.-
-2.0--1.0 3 3 7 

4 [.$ ” 
j 1<.8 4 11 、 2 2 48 

u.,u z * 2 1>>2 L.2 36 
+1.0-+2.0 3 5 

}J++23 .. OO~~+3.O 
+4.0 1 22 

겨| 25 16 8 ~_L프 5 16 5 3 5 4 3 103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 약 70%에 육박하는 대단 

지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에 의 

한 상품구매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역， 특히 부산광역 

시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형소매점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1개 대형소매점당 부담하게 

되는 가구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런 이유에서 홈쇼핑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3) 소결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제 l절의 화물 발생량의 지리적 분포 

를 근거로 거리， 가시청가구수， 특정 연령충(35-

54세)의 인구구성비， 아파트 비율， 재정자립도. 1가 

구당 지방세부담액， 1개 대형소매점당 부담 가구 

수 동의 설명변인을 활용하였다. 변인들의 설명력 

을 알아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이나 중다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 

동은 전통적인 공간적 제약인 거리의 제약을 극복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외에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케이블TV 가시청가 

구수， 아파트 비율， 35-54세의 인구구성비 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나 1가구당 지방세부 

담액， 1개 대형소매점당 부담 가구수 등은 크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잔차분석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 

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벗어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대도시권과 지방도시들 사이에서 잔차 분포의 특 

91 

징은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며， 같은 도시권역 내 

에서도 지역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잔차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방도시들은 대개 -1.0-+1.0의 

잔차 범위 안에 속하는 반면， 규모가 큰 도시일수 

록 잔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개 지 

방중심도시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큰 양의 잔차 

를 보인다. 이렇게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잔차의 경향은 해당 지역의 가시청가구수， 아파트 

비율， 35-54세의 인구구구성비 이외에 홈쇼핑에 

의한 상품유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변인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 

제력(소득수준)과 소매환경조성정도 둥을 부가적 

인 설명을 위한 대안적인 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일부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가지는 경제력(소득수 

준)이 높거나， 주변에 대형소매점이 제대로 형성 

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해 홈쇼핑에 의한 상 

품구매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제6장결론 

이상에서 우리 나라 케이블TV 홈쇼핑의 현황을 

살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홈쇼핑에 의한 상품 

유동의 지 리 적 특성 을 알아보았다. 

1995년 8월부터 시작된 국내 케이블TV 홈쇼핑 

(이하 홈쇼핑)은 현재 (주)39쇼핑과 (주)LG홈쇼 

핑의 두 업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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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관계자 면 

담이나 업체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기본이 된 자료는 두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된 

후 양 사의 자체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각 지역 

(시 · 군 · 구 단위)으로 택배서비스에 의해 배송된 

상품의 물물동량 자료이다 

발생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가늠함으로써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와 상품 흐름의 관계 

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웅이 된다. 그리고 

케이블TV 홈쇼핑에 대한 지리학적 사고를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설시하지 못한 결과， 케이블 

본 논문을 통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TV 홈쇼핑의 구매행태와 관련하여 소득， 학력， 연 

같이 요약된다. 

첫째， 홈쇼핑의 발달은 기존 소매업 물류체계의 

변화를 낳았으며， 이는 물류센터의 집약화， 상품조 

달흐름의 집중， 택배업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즉 

대규모의 홈쇼핑 물량을 보관 · 관리하는 물류센터 

의 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분산되어 이루어지 

던 기존의 상품조달흐름을 물류센터로의 단일의 

흐름으로 집중시킴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을 낳았 

으며， 더불어 국내 택배업의 성장올 견인하였다. 

둘째， 103개 연구대상지역으로의 화물 발생량 

(이는 홈쇼핑 업체의 물류센터로부터의 태배물량 

령 동에 대한 미시적인 수준의 연구는 배제되었는 

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면 

보다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구매자)의 측면이 보다 부 

각되었는데， 공급자， 특히 개별상품공급업체의 측 

면을 부각하여 홈쇼핑의 발달로 과연 상권이 확대 

되었는지， 이를 배경으로 개별 업체들의 대웅전략 

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즉 물류체계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과연 정보통신의 발달을 배 

경으로 물류의 공간조직이 집약화할 것인지 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으로 모두 서울을 기점으로 한 것이다)을 기초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홈쇼핑 업체 자체 물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본 류센터로부터의 택배물량만을 분석에 활용하여 서 

결과，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 

도권으로의 집중이 두드러지며， 부산 · 대구 · 울 

산 · 포항 둥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으로의 물량집 

중도 확인되었다. 

셋째， 홈쇼핑에 의한 화물 발생과 거리의 상관 

성을 살펴본 결과， 거리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음 

이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홈쇼핑에 의한 화 

물 발생은 케이블TV 가시청가구수， 아파트비율， 

울을 기점으로 하는 상품유동의 지리적 특성을 살 

펴보았는데， 업체직송이 이루어지는 여러 공급업 

체들에 의한 다양한 상품유동에 대한 연구도 앞서 

의 연구들과 함께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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