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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프라인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로

인하여 리테일 부동산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오프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은 디지털화를 선언하며 온라인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영역을 줄이고 매장을 축소하거나 폐점시키고 있

다. 반면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패션 리테일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의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사

이에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은 역으로 매장을 개설하며 오프라

인으로 진출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고 오프라인 확장 현황과 유형을 통하여 패

션 리테일에서의 공간 점유 방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공간적 범위는 한정하지 않았으나 온라인

쇼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패션 분야로 산업적 범위를 한

정하였으며, 이러한 패션 분야를 대상으로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문헌연구와 함께 관련 인터뷰를 바탕으로 결론

을 도출하였다.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 원인으로는 소비자

구매 및 경험 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의류 항목에서 여전히

높은 오프라인 쇼핑 선호도 뿐만 아니라 변화된 구매 행태 및 소

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오프라인 매장 개설과 같은 온-오

프라인의 통합 채널 전략으로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

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의 구조적인 문제에 온라인 리

테일은 전략적인 공간 점유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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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은 2005년 이후 팝업 스토어,

플리마켓 등의 임시 매장 형태에서 2010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제안 가속화로 상설 임대 매장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현재

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이 혼재되어 있는데, 플래그십

스토어로 대표되는 단독매장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 내 상설

임대매장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편집샵이 등

장하였으며, 임시 매장인 팝업 스토어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 점유는 대형 유통업체가 이끄는 임대매장과 단기

간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 등으로 양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온라인 패션 리테일의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 내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인 플래그십

스토어 등으로 특징적인 단독매장을 개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

설 임대매장 뿐만 아니라 임시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 역시 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오피스, 아케이드 등으로도

팝업 스토어의 장소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리테일 공간을 단순한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전

략적인 공간으로 운영함에 따라 단기 임대매장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기 임대매장의 확대로 인하여 리

테일에서 오프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은 구매 중심의 공간보다는 경험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될 것이다.

주요어 : 온라인, 패션 리테일, 오프라인 확장, 단기 임대, 경험 공간

학 번 : 2017-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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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온라인이 산업 전방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리테

일에도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과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 ‘Brick-and-Mortar’라고 불리는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적인

소매점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

은 연쇄적인 폐점 현상을 겪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기반 리테일은 온라

인에서 확보한 고객과 영업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으로도 진출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리테일은 규모 축소와 폐점 등의 위기

속에서 디지털화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역으로 온라인 기반 리테일은 오프라인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온라인 리테일의 영향에 관한 연구 주제로도 진행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리테일이 재편되고 이는 리테

일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마트

폰의 보급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온라인

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후에는 모바일과 관련한 연구

가 많이 등장하였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전통적인 리테일

인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소매 센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온라인

판매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 상실은 크지 않아도 온라인 리테일

의 확대가 오프라인 리테일에게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McClatchey et al, 2007) 이와 함께 리테일 부동산에 끼치는 영

향과 이에 대한 전망에 관한 연구도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기반

쇼핑이 여전히 영향력이 크지만 전자 상거래는 구매자와 소매 업체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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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통해 향후 부동산 개발 패턴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온라인으로 인한 리테일 부동산에의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

다.(Dixon & Marston, 2002)

온라인의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에의 영향은 관련 연구에서 뿐

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도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Amazon’은 2015년 11월 시애틀에 서점을 열면서 오

프라인으로 진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대형 식료품 매장인 ‘Whole Foods’를 인수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Amazon의 오프라인 진출은 단순한

영역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온라인 리테일의 비즈니스 모델과 오프라

인 공간의 점유 방식과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백화점 및 쇼핑몰 내에

서 운영하던 팝업 스토어를 통하여 자사 제품의 전시공간으로 오프라인

을 활용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Amazon go’를 통하여 판매 공간을 무인

매장으로 시도하였다. 온라인에서의 평가가 좋은 제품을 판매하여 온라

인과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선보인 ‘Amazon 4-star’ 등의 오프라인 매

장은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방식과 성격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

이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기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의 영업을

넘어 매장을 개설하며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판매 채널 확대

현상만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리테일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멀티채널’, ‘옴니채널’과 같은 채널 전략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와 이보다 발전된 O4O(Online for Offline) 서비

스의 등장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리테일의 영역을 넘어서

소비자, 채널, 커뮤니티의 변화와 경제구조 전환 등의 사회적 변화를 일

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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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리테일과 관련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소비자 관점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중심이 되어왔다. 여기에서는 온라인 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 현상

을 바탕으로 공급자, 즉 기업의 관점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의 배경과

유형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리테일 부동산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즉, 소비자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리테일을 위주로 한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국내 온라인쇼핑의 이용도와 영향력으로 보면 온라인 기반 기업이

일으키는 변화는 리테일의 오프라인 환경을 새롭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공간적인 변화, 즉 리테일 부동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

라서 온라인 기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에 주목

하여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오프라인 진출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오프라인 확장의 원인과 유형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 그리고 확장방식을 알아보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

하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구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을 것으로 보이는

패션 리테일이 보여주는 오프라인 점유가 리테일 부동산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오프라인 점유방식을

통하여 공간 점유 특징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황지현(2015), “O2O, 커머스를 넘어 On-Demand Economy로”,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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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등에서 ‘옴니채널’과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운영 전략

이 주요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 다양한 채널 전략에 따른 운영

을 분석한 연구는 많이 선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오프라인 리테일의

온라인몰 구축과 같은 오프라인 기반 기업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며, 온라인 기반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영역을 확장한 것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온라인

쇼핑 환경도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리테일 환경에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연구의 목적이다.

첫째, 온라인 기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과 원인

은 무엇인가?

먼저 온라인에서 영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오프라인으

로 진출하게 된 배경을 알아본다.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문헌연구

를 통하여 조사한 뒤, 관련 업계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병행한다. 여기에

서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여 패션업계를 위주로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부분의 온라인 리테일 변화를 살펴보며 어떤

요인이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온라인 기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확장하는 방식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어떠한 공간적 점유 특성과 성격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공간 점유는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변화를 보이고 있

는데, 오프라인 확장방식의 특성을 통하여 부동산 임대 시장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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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러 및 대형 유통업체 담

당자와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중개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러한 오프라인 확장 방식에 대

해서 알아보았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리테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리테일은 전자상거래의 대상에 따라 기업 간(B2B), 소비자 간(C2C) 거

래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B2C)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이 대상이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온라인

몰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패션 상품군으로 산업적 범위를 구분하여 한정하였다. 통상

패션 상품군으로 불리는 ‘의복’, ‘신발’, ‘가방’,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온라몰의 상품군에서도 최대 거래액을 차지하고

있다.2) 따라서 온라인에서 거래가 활발한 패션 상품군으로 한정하여 이

를 취급하는 국내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도 온라인이나 모바

일몰을 운영하는 패션 리테일 업체 중 독립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

여 운영하고 있거나, 대형 유통업체 및 편집샵 등에 입점해 있는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팝업 스

토어와 같이 임시로 운영되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의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부동산 점유의

형태를 조사하였고, 대형 유통업체나 편집샵 입점과 같은 경우 어떠한

경로로 입점하게 되었는지 입점 경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조사하였다.

2)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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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온-오프라인 채널 운영 전략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 기업의 오프라인 운영 전략을 중점적으

로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기

업의 채널 운영 전략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옴니채널’ 전략이 있

다. 옴니채널이라는 용어는 2011년 11월에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NRF])가 ‘Mobile Retailing Blueprint 2.0.’을 발표하면서 처음

소개되었다(김세은·김문영, 2017). 옴니채널 전략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오프라인 기반 기업이 세우고 있는 온라인 전략으로써의 옴니채널에 관

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구매자가 검색 및 구매 프로세

스에서 옴니채널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말하고 있다. Verhoef et

al.(2015)은 온라인 채널 및 새로운 추가 디지털 채널의 출현, 모바일 채

널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과 구

매자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기존의 멀티채널에서 옴니채널

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서로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채널 간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Herhausen et al.(2015)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통합, 즉 ‘Online–offline Channel Integration

(OI)’의 영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합하는 것은 채널 잠식

(Channel Cannibalization)보다 경쟁우위와 채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고 말하고 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각각의 채

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생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견에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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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으로, 채널을 함께 운영하였을 때 발생하는 채널 간 갈등에 관한

연구도 있다. 김윤진(2001)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

우 가격 등의 측면에서 유통채널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최선의 유통전략을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채널의 효과적인

운영과 채널 간 갈등 해소 방법으로써 원가보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채널 간 갈등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과 온

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합된 기업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

로 보는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기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확장 시, 갈등 요소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

보았다.

옴니채널과 같은 채널 통합 전략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온-오프라인

통합 채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온라인 기반 기업의 채널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중호·김혜정·박철우(2006)에서는

온라인 기반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 사례를

통하여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한현수·유원

상·김병권(2009)에서는 온-오프라인의 통합 유통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의 오프라인 중심의 연구에서 보다 확장된 범위를 다루고 있으나 대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호택·정난희(2017)는

옴니채널을 구축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채널의 진화

및 옴니채널의 등장배경과 트랜드를 다루었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 기업의 전략은 다양한 사회 현상과 용어를 발생

시키고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옴니채널과 같이 기업의 채널 전략과

같은 전략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쇼루밍’과 ‘역쇼루밍’과 같은 소비자

의 구매 패턴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박상원(2015)은 쇼루밍 현상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은 더욱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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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프라인 매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면서 온-오프라인 환경의 융

합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승영(2015) 역시 쇼루밍 현상으로 인

한 소비패턴의 변화를 옴니채널 등장의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대

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옴니채널 사례를 분석하고 그 방향성과 향후 과

제에 대하여 말하였다. 염민선(2015)에서는 쇼루밍 행동이 소비자의 합

리적인 소비 행동임을 말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의 친숙성이 쇼루밍 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상이 향후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함께 탐색하는 쇼루밍

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채널 운영

에 관한 효과나 소비자 관점에서의 만족도나 영향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온라인의 오프라인 확장보다 오프라인 채널의 온라

인 확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오프라인으로의 확장을 중심

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온라인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채널 운

영 전략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온라인 채널이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채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필요성과 효과

에 대한 연구는 현재 온라인 기반 기업이 펼치는 오프라인 진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온라인 기반 기업의 채널

전략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채널 운영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2. 패션 리테일의 전략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연구 범위로 선정한 패션 리테일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

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패션 리테일 업계에서 채널에 관한 연

구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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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구매 과정에서의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인데,

Hansen & Sia(2015)은 모바일 및 소셜 미디어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

라 많은 조직에서 디지털에 정통한 고객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온라인 채

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에서 고

객 경험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유럽의 스포

츠 패션 회사인 Hummel의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옴

니채널 리테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김윤정·이유리

(2017)에서도 이러한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에 따른 옴니채널 서비

스의 중요성과 전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김세은·김문영(2017)에서는

국내 패션기업의 변화된 유통환경 대응전략 방안으로써의 옴니채널 전략

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오프라인 기반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온라인 기반 기업에 대한 전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패션 리테일의 전략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김중희·김국선·이

정민(2015)의 연구에서는 패션 리테일샵이 단순히 판매 공간을 넘어서

감성, 문화,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리테일과 식음, 엔터테인먼트가 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며, 이는 상업공간의 진화된 형태로 마케팅적으로

전략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시연·이찬(2017)에서도

리테일 공간의 변화에 대해 말하며 플랫폼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

포츠 패션 매장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에서 기존 오프라인 상업 공

간이 구매채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복합공간으

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이 융합되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플랫폼 공간이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주

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리테일의 변화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유행의 주기와 계절에 따른 특징이 있는 패션 리테일의 특성이 공간

적 특성에 반영된 것은 대표적으로 팝업 스토어가 있다. 이러한 패션 리

테일의 팝업 스토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혜신·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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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에서는 팝업 스토어가 단시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소의 유연성 때문에 장소의 확보가 일반적인 매장에 비해 매우 용

이하다고 하며 패션 브랜드의 리테일 공간이 소비자와 신속한 커뮤니케

이션을 위해 팝업 스토어라는 형태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

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유지헌·최도리(2015)에서도 패션

기업들의 차별화 전략으로 팝업 스토어 운영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브랜드와 제품의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패션 리테일에서 보이고 있는 공간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 특히 리테일 공간을 성격 측면에서 살펴 보았을

때, 단순히 판매 공간이 아닌 전략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는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을 중심으로 살펴볼 이들의 오프라인 공

간 전략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패션 리테일이 아

닌 온라인에서의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 역시

같은 특성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온라인의 이용도와 영

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리테일 환경에서 공간적 변화 특성도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리테일의 구매와 경험에 관한 연구

리테일은 상품의 판매 및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에 대

한 탐색과 선택을 거쳐 구매를 하는 행위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일어

난다. 이러한 리테일의 판매와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단계

적인 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테일을 판매와 구매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판매 관점에서는 광

고 효과와 관련된 래비지와 스타이너의 효과 위계 모형을, 구매 관점에

서는 엥겔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두 모형은 모



- 11 -

두 고전적인 모형으로 등장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모형의 개량 및 수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형에서 제시된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있지만 각각의 단계를 세분화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등장 및 다양한 구매 환경 등으로 다양한 모형과 관련 연구

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위의 모형이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

다. 엥겔의 모형을 온라인 쇼핑에 적용하는 등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연

구 역시 위의 모형 등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

으로 구매단계를 살펴보았다. 모형 자체에 대한 의미적인 연구보다는 온

라인 쇼핑에서 각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가장

원론적인 모형에서 제시된 단계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1> 래비지와 스타이너의 효과 위계 모형

출처 : Lavidge & Steiner(1961), “A Model for Predictive Measurements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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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비지와 스타이너의 효과 위계 모형(Lavidge & Steiner, 1961)의 경

우 인지단계(인지, 지식), 정서단계(호감, 선호), 행동단계(확신, 구매)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리테일의 경우

이러한 단계가 혼합적으로 이용된다. 즉, 인지와 정서 단계는 온라인몰에

서 충족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인지와 정서단계를 뛰어넘어 행동단계

를 온라인몰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에 이르는 과정이 단계를 거친다는 구매의사결

정과정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엥겔의 모델은 소비자 구매의사결

정과정에서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과정(만족/불만

족) 순서의 5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전통적인 상거래

환경을 기반으로 한 결과이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의 등장으로 온라인

에서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구매 단계

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일부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며 온라인 쇼핑의 속

성상 정보탐색과 대안평가의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박계영,

2003)

앞에서 살펴본 래비지와 스타이너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엥겔의 모형

단계에서도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단계는 온라인몰에서 충족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선행 단계를 뛰어넘어 구매를 오프라인 매

장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매 단계에서는 다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쇼루밍 현상도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하는 행

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매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의 영향

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의 구매가 소비자에게 제품과 매장을 실제로 볼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준다는 연구(노전표, 2000)는 위의 구매단계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

인이 혼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온라인

기반 리테일에서 구매 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오프

라인 매장 역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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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 운영 전략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패션 리테일의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공간

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리테일 공간이 판매 공간을 넘어 전략적인 공간

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는 리테일에서의 구매와 경험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리테일의 공간이 판매가 아닌 경험을 위한 공

간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온라인 구매의 확산과 함께 리테

일의 공간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처럼 리테일에서의 기본적인 속성은 판매와 구매이지만 최근에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매장 내 환경에 관한 연구와

함께 소비자의 측면에서 경험적 소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연구도 진행

되었다. 강성중·민소현(2011)은 리테일샵에 적용이 가능한 경험디자인 방

법론을 제시하면서 경험적 소비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리테일샵

의 기능과 경험 지향의 리테일샵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비자

경험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

최근의 리테일은 단순히 판매와 구매가 아닌 소비자의 체험과 경험

까지도 생각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이 실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반영

되고 있다. 온라인 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의 배경에는 온라

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의 공간 인식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온라인에서의 구매가 등장하고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소비자

구매 단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역할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리테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효과 위계 모형을 새로운 관점

에서 해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온라인 기반 기업이 온라인을 넘어 오

프라인 환경까지도 결합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의 역할에 대

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리테일의 오프

라인 매장 개설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의 제품 탐색과 구매 단계에서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역할이 어떠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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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주요주제 저자 연구내용
선행연구와
차별성

온-
오프라인
채널 운영
전략에
관한 연구

온라인
채널의
등장

Verhoef외
(2015)

온라인, 디지털 채널의 등장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과
구매자 행동 변화

오프라인
채널의

온라인 확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온라인 중심의
연구는 부족.
단순히 채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한계가

있음

온-
오프라인
통합채널
운영

Herhausen외
(2015)

온-오프라인 채널통합은
채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옴

김윤진
(2001)

온-오프라인 동시운영은
채널 간 갈등 발생

안중호외
(2006)

온라인 기반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한헌수외
(2009)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경로를 보유한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이호택외
(2017)

옴니채널의 등장배경과
트랜드

소비자
구매
패턴

박상원
(2015)

쇼루밍 현상 확산과
온-오프라인 환경 융합 대부분

소비자
중심으로
공급자나
공간에 관한
연구는 부족

이승영
(2015)

소비패턴 변화와
국내 사례

염민선
(2015)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행동인 쇼루밍의 확산

패션
리테일의
전략에
관한 연구

구매과정
에서의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특성

Hansen외
(2015)

디지털에 정통한 고객을
위한 온라인 채널의 필요성

전략적인
공간으로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음.
온라인 기반
리테일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 필요

김윤정외
(2017)

소비자 행동에 따른
옴니채널 서비스의 중요성

김세은외
(2017)

오프라인 기반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한 옴니채널 전략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

김중희외
(2015)

판매 공간을 넘어선 패션
리테일샵의 전략적 공간변화

이시연외
(2017)

플랫폼 공간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복합공간으로
변화하는 리테일 공간

윤혜신외
(2014)

패션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형태로써의 특징

유지헌외
(2015)

패션 기업의 차별화 전략
으로써의 팝업 스토어 운영

리테일의
구매와
경험에
관한 연구

판매 및
구매단계

Lavidge외
(1961)

판매와 광고 효과 단계
새로운

구매환경과
전통적인
구매체계의
재해석 필요

박계영
(2003)

구매의사결정과정

리테일의
경험

강성중외
(2011)

리테일샵의 경험 디자인 및
경험소비의 특징과 경험
지향 리테일샵의 성공사례

<표 1>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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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론 선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확장, 진출

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을 통하여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대상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병

행하는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접

근, 근거이론적 접근, 문화기술지적 접근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

분한 외, 1999) 여기에서는 온라인에서 패션 리테일을 시작한 제한된 대

상자 영역에서 출발,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특정한 경험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현상 확인, 연구의 구조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는데(김분한 외, 1999) 현상 확인에 있어서는

관련 기사 및 리테일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현재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문헌 연구와

대상자 인터뷰를 병행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의 검토 과정을 통하여 분

석 방법을 선정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절차

먼저 리테일의 변화 및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리테일 업계에서 일어

나는 온라인 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확장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논문, 학술지, 전

문서적, 간행물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기존에 분석된 자료인 2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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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econdary data)도 함께 활용하였다. 현상이 관찰되는 비즈니스 필

드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의 심층 인터

뷰를 함께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카테고리화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용을 작성하였다.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패션 리테일러 및 이들이 입점해 있는 대형 유통

업체의 관계자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담

당자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 인터뷰 대상 선정

먼저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

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 및 복합 쇼핑몰 내에 입

점해 있는 패션 리테일러 중 온라인 패션 쇼핑몰 사업자의 리스트를 작

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중 독립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

는 업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랭키닷컴, 지그재그 등의 쇼핑몰 순위 검색

사이트에서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수집하여 오프라인 매장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별도로 분

류되어 있거나 통계 등에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

라인 매장 방문 및 이용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조사

에 참고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이들의 오프라인 매장 점유 형태를 알아

보고 다양한 유형별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의 경우 온라인 패션 쇼핑몰이 입점된 곳을 중

심으로 입점에 관한 사항을 인터뷰하였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팝업 스토어 등을 중개한 업체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오프라인 진출에 대한 원인과 진출

형태 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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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특징 인터뷰대상 인터뷰날짜

온라인

패션리테일러

피*** 대형유통업체 입점
오프라인

담당자
2019.03.26

모해 편집샵 다수 입점 대표 2019.03.28

Y****
편집샵 다수 입점

팝업 스토어 운영
대표 2019.04.13

마***** 단독매장 운영
오프라인

담당자
2019.05.20

도**
대형유통업체 입점

단독매장 운영

오프라인

담당자
2019.05.20

유***** 단독매장 운영
오프라인

담당자
2019.05.29

대형

유통업체

한화갤러리아
온라인 리테일

오프라인 매장 운영

디지털사업

담당자
2019.03.25

현대홈쇼핑
오프라인 유통채널

상설매장 운영

행정, 지원

담당자
2019.05.09

신세계SSG 온라인 리테일
디지털사업

담당자
2019.05.29

온라인 중개

플랫폼
스위트스팟

온라인 기업

팝업 스토어 중개
대표 2019.05.03

<표 2> 인터뷰 대상 목록

인터뷰 대상은 위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업체별로 대표 및

오프라인 운영 관련 담당자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 인터뷰 항목 및 진행 방법

온라인 리테일러의 오프라인 진출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

(Semi-structured interviews) 방식으로, 사전에 질문지를 배포한 후, 인

터뷰 때에는 이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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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항목은 공통적으로 오프라인 확장 현상에 대한 의견과 오프

라인 진출의 이유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며, 대상자 그룹별로 특성에 맞

는 별도의 질문을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약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전에 동의를 구한

녹음 및 인터뷰 기록 과정을 거쳤다. 기본적으로 대면 인터뷰가 원칙 이

였으나 불가피하게 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진행하였

다. 익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결과 작성 시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인터뷰 대상 주요 인터뷰 항목

공통질문사항
오프라인 확장 현상에 대한 의견

오프라인 진출의 이유 및 전망

온라인 패션

리테일러

오프라인 매장 개설 이유 및 개설 경로

운영 형태 및 매출, 운영비

오프라인 운영 효과

향후 운영 계획

대형

유통업체

입점 사례

오프라인 운영 효과

향후 계획

온라인 중개

플랫폼

매장 개설 사례

오프라인 매장 선호 형태

<표 3> 인터뷰 항목

3. 자료 분석

질적 연구 방식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결과 분석의 적합성을 위

하여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분석 방법을 선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오프라인 진출과 확장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패션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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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한정적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의 경험의 공

통성이 높고 개인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속성의 유사성이 비교적 높음에

따라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응답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

해 김분한 외(1999)의 비교 고찰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방법을 선정하였

다.

1) 분석방법론 비교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

에 인터뷰 응답에 관한 분석 과정은 분석방법론을 비교한 후 적절한 방

법론을 선택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견해가 그대로 들어간 원래의 의미를

살리되 이를 토대로 의미가 있는 주제와 범주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인터뷰 응답의 분석 방법으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Giorgi(1970)의 방법의 경우 면담 내용의 심층 연구를 통하여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상

자의 언어를 그대로 표현된 본래의 의미단위를 규명하고 주제를 규명하

며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주체를 구체화 하여 중심의미를 규명한다. 중

심의미를 통합하여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반적 구조

적 기술을 만든다. 이러한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

히 설명해 주고 있다. Colaizzi(1978)의 방법의 경우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 이러한 방법이 분석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통

속성의 추출 목적에 따라 Colaizzi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또다른

분석 방법인 Van Kaam(1969)의 방법은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순

서를 찾아낼 수 있는 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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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자료 분석과정 특징 연구에의 적용

Giorgi

(1970)

본래의 의미단위→

주제→중심의미→

상황적 구조적 기술

→일반적 구조적 기술

연구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

개인의 독특성 설명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공통 경험이

우선순위로

본 연구에

비적용

Colaizzi

(1978)

대상자의 기술→

의미있는진술→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

구성된 의미→주제,

주제모음,범주의 조직

→최종적인 기술

자료수집 방법을 기술

하는데 거의 전체적인

강조점을 둠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 도출

공통 속성의

추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

적용함

Van Kaam

(1969)

면담내용의 반복청취로

그대로 옮겨기록→

의미있는 진술 추출→

속성의 범주화와 빈도별

순위 나열→분석과

통합을 통해 현상 기술

의미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순서를

찾아낼 수 있는

양적특성도 가짐

양적인 특성

보다는

질적 연구

중심으로

본 연구에

비적용

<표 4> 분석방법 비교

출처 : 김분한 외(1999) 참고하여 재구성

2) 분석방법론 선정 및 분석 과정

앞에서 진행한 분석방법론의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

법을 선정하였다. Colaizzi(1978)의 방법의 경우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

이러한 방법이 분석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

하여 인터뷰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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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대상자의 기술 의미 구성 주제 및 범주

오프라인

진출 원인

고객 및 소비자 문의

내셔널 브랜드 피로도

입점 신청

유통업체 입점 제의

오프라인 매장 수수료

고객(소비자)의

구매 환경

판매 환경의 문제점

구매와 경험

환경 변화

오프라인 리테일

구조적인 문제

확장 유형

백화점 입점

편집샵 입점

직영매장, 단독매장

팝업 스토어

플리마켓

공간 점유 형태

공간 점유 기간

단독매장

임대매장

상설매장

임시매장

목적

광고 및 홍보 효과

주목도, 화제성

집객용도

같은 상품과 같은 가격

신속, 효율, 차별 운영

재고 소진

판매 및 홍보의

전략적 운영

판매채널 확대

비즈니스영역 확대

공간 점유

특징 및

향후 변화

체험 공간

경험 공간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대한 부담

패러다임 변화

공간 이용 방식

및 성격의 변화

단기 임대 매장

운영

온-오프라인

성격 분화

<표 5> 응답 분석

인터뷰 내용은 크게 오프라인으로의 진출 원인, 확장 유형 및 목적

그리고 공간 점유 특징과 향후 변화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응답을

분석하였다.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강조되고 있는 대상자의

기술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인 속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의미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내용 부분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

헌연구를 통해 확보한 키워드 및 응답 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주제 및 범

주어를 바탕으로 주제어를 구성하였다. 또한 내용 작성 시 현재 해당 비

즈니스 필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위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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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온라인 리테일의 성장과 변화

1. 온라인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 배경

1) 리테일 스페이스의 변화

리테일은 오랫동안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유통, 구매,

소비에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변화 단계를 거쳐 도시의 모습과 사

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리테일의 변화는 도시의 변화

와도 함께 한 것이다. 도시 공간 구조와 리테일 스페이스의 변화 과정

에서 ‘E-commerce’, ‘전자상거래’라고 불리는 온라인 리테일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온라인 리테일은 현재 리테일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다.

리테일의 공간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50, 60년 주기로 변화과정을 살

펴볼 수 있다, 1900년대 전후 및 1960, 70년대에는 교통과 같은 물리적인

영향을 받아 현재의 오프라인 쇼핑몰 형태의 리테일 유형이 등장하였고,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리테일인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고 확산되었다. 이는 리테일에서의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게 해준 요인으로 현재 오프라인 리테일이 축소되고 폐점과 같

은 현상을 맞이하게 된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에 등장한 전

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리테일은 이전의 오프라인 리테일이

성장하고 확산되는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리테일은 보편화

되었으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리테일의 등장과

성장은 리테일의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

러한 온라인 리테일은 현재 또다시 변화의 단계를 겪으며 혁신의 시기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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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00년대 1960-1970년대 2000년대 이후 현재

배경
대도시의 성장

철도 네트워크

자동차의

출현과 보급

인터넷과

모바일의 보편화

모바일 중심

소비자중심의

환경으로 변화

유형 백화점의 등장
넓은 부지의

Outside Mall

전자상거래의

확산

전자상거래

보편화

온라인몰의

오프라인 확장

현상

우편을 통해

주문하고

배송하는

카탈로그 판매

방식

철도와

USPS(우편)이

기반된 물류와

커머스가 결합된

모델

현대적인 백화점

(Sear's 등)등장

대량 생산된

자동차가

출현하고 전문

소매점이

줄지어있는

쇼핑몰이 새로

형성된 교외

지역의 풍경

형성

새로운 소매

형식의 등장과

성장

기존 리테일

부동산과 새로운

형태의 유통이

혼재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로

전자상거래가

위기를 맞았으나

반등에 성공

소비자의 경험과

니즈의 변화에

대한 대응, 옴니

채널 등 전략과

리테일 비즈니스

변화로 리테일의

혁신적인 변화의

시기

온라인몰이

오프라인에도

영향

쇼루밍, 모루밍

등의 등장

<표 6> 리테일의 주요 변화

출처 : Rigby, D. K. (2011), “The Future of Shopping” 참고하여 재구성

온라인 리테일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변화는 유통 산업의 패러다

임도 바꾸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넘나드는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구매뿐만 아니라 판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

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 즉 리테일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리테

일이 온라인이라는 본래의 영역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넘어오면서 오프라

인 리테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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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리테일의 성장

2000년대 이후 온라인과 모바일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폭발적

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모바일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온라인쇼핑 동향 내 소매판매

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 리테일의 이러한 성장

세를 알 수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매판매액 349,459 353,642 359,746 366,518 424,353 440,288

온라인쇼핑

거래액
33,897 38,498 45,302 54,055 65,617 94,185

비중(%)

(온라인쇼핑/

소매판매액)

9.7 10.9 12.6 14.7 15.5 21.4

<표 7> 온라인쇼핑 판매 비중 변화 (단위 : 십억원)

출처 : 통계청, 「도소매·서비스」통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매판매액과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모두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12년 9.7% 대비

2017년에는 21.4%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기준 온라인과 모바일몰에서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온라

인쇼핑 거래액이 최대를 기록하였다. 단순히 온라인쇼핑 자체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리테일도 함께 성

장하고 있는데, 온라인몰은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하였으며,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병행몰 역시 약 13% 가까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3)

3) 통계청, “2019년 1월 온라인 쇼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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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거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

면에서도 온라인 쇼핑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온라인 리테일 공급자의 성장세를 살펴보아도 이

러한 온라인 쇼핑의 성장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통

신판매업 사업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도의 10.8만 명에서 2017년 19.3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를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온라인쇼핑 및 통신판매업의 성장

출처 : 통계청, 「도소매·서비스」 통계 및 국세청 국세통계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과는 달리 오프라인 리

테일의 성장은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리테일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폐점 현상을 통해서 오프라인 리테일이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 기업들의 매출

과 이익은 기존 오프라인 기업을 능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를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

인 기반 기업의 주가추이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변화를 극명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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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 기업의 다우지수 변화

출처 : https://finance.yahoo.com

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Amazon과 국내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 미국 최대의 부동산 투자, 운영

사인 Simon Property Group의 최근 5년간 다우지수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것이다. Simon Property와 다우지수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

고 있는 반면, Amazon의 경우 점차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최근에는 두

지수에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Amazon은 2015년 11월 시애틀에 서점을 열면서 오프라인으로 진출

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기

존 오프라인 매장인 Whole Foods를 인수하는 등 오프라인에서의 영역

을 확장하고 있기도 하다. 오프라인 리테일 부동산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는 Amazon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

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리테일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대한상공회

의소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etail Business

Survey Index(RBSI), RBSI가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를 통하여 국

내 오프라인 리테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지수는 국내 소매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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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분기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경기 전망을 반영

하는 것인데, 발표되는 자료에서는 총 6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

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비교하였는

데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지수의 추세가 비슷한 형

태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계절이나 특수한 이슈 등의 영향에 따

라 체감하는 경기가 다를 수 있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소매 업체는 지속적으로 지수가 감소하고 온라인

소매 업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1분기와

2018년 4분기를 비교해보면 상황이 역전되었음이 보인다. 2010년 1분기

에 가장 지수가 높았던 대형마트는 최하위에, 가장 지수가 낮았던 홈쇼

핑은 현재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즉, 오프라인 채널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온라인 채널의

대표적인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

인 리테일의 위기는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최근 9년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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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망지수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 상가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기반 소매업은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소매업종

에 따라 생존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의류점의 경우 소매업 중

에서도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하여 오

프라인 상가의 생존율을 보았을 때, 서울시 기준 오프라인 상가의 3년

생존율 중 의류점의 경우 소매점 평균보다 10% 가까이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오프라인 상가의 3년 생존율 추이(서울시 기준)

출처 :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https://golmok.seoul.go.kr)

오프라인 쇼핑의 대표적 품목인 의류를 판매하는 의류점의 감소는

오프라인 리테일의 위기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와는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오프라인 리테일의

특징이다. 즉, 의류와 같은 패션업종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지속적으로 개

설되고 있는 상황도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

에서 나타난 의류점의 오프라인 매장 폐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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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

는 온-오프라인 병행몰의 성장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통계에서는 오프

라인 기반 기업의 온라인 병행과 온라인 기반 기업의 오프라인 병행이

구분되어 나타나 있지 않아 두 유형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

렵다. 다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몰과 이들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 현상을 통하여 온라인 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과 확장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온라인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배경은 오프라인 유통 시장 자체가 규

제 및 시장 포화 상태로 인하여 성장의 정체 현상을 맞고 있는 점도 있

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파워가 세지고 소비자 중심으로 리테일의 생태

계가 재편됨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화한 것을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온라

인 기반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소비자의 ‘경험’과 ‘체험’

이라는 니즈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며 오프라인으로 진출

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 기업들이 발 빠르게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기업이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하대용·안아람(2005)에서는 오프라인 기업이

인터넷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이미 보편화되었으나 온라인상

에서 출현한 기업이 자사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여 역으로 오프라인 시

장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말하며, 온라인 사업의

특징은 소비자와의 직접 대면이 없어 기업들은 소비자와 대면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것은 온라인 기업의 경우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

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틀이 사라지

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30 -

2. 온라인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 원인

온라인 리테일은 이미 오프라인 리테일에서의 판매를 능가하고 있다.

판매액 및 소비자 구매 채널 선호뿐만 아니라 취급 품목을 보아도 온라

인 리테일의 다양한 면을 알 수 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을 살펴보면 의복, 음·식료품, 가전 등 다양한 판매 상품군 뿐만 아니라

여행 및 교통, 문화 및 레저와 같은 서비스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군이 모두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으

며, 온라인에서의 판매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의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품군도 있다.

특히 패션 상품군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가장 큰 비중(13.2%)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군이다. 시즌 및 월별로 구매

이슈에 따라 거래 품목의 순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패션업종은 10%이

상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며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상위권에 있는 업종이

다. 이러한 의류의 경우 대표적인 고관여 제품으로(박윤주, 2016) 소비자

가 제품을 구매할 때 들이는 노력이 높은 제품군이다. 매장에서 실제로

보고 입어보고 사는 상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구

매가 높은 상품군인 것이다. 온라인 리테일에서 의복 관련 상품군의 성

장을 보면 온라인 리테일의 성장과 함께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류와 같은 패션 상품군을 취급하는 온라인 리테일의 성장은 결

과적으로 오프라인까지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 소비자 구매와 경험 환경 변화

(1)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오프라인 매장

PWC의 ‘Total Retail 2017’에 따르면 소비자는 여전히 오프라인 쇼

핑을 선호하고 있으며, 의류 항목 역시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쇼핑을 선



- 31 -

호하는 소비자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호도는 온라인

사업자로 하여금 오프라인 시장을 간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의류 상

품의 오프라인 판매 공간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해준다.

이전의 오프라인 공간이 판매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쇼핑

몰이 보여주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에서 확보한 고객의 소비 데

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판매가 목적인 리테일 공간에서 차별화된 오프라인 매장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품목별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선호도(단위:%)

출처 : PWC, “Total Retail 2017”

즉,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접하고 구매 행위를 하는 소비자의 오

프라인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다는 니즈는 온라인 사업자에

게 오프라인 공간의 필요성을 갖게 해준다. 온라인에서의 판매와 매출이

높아 온라인 채널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온라인 리테일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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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이 있냐는 문의가 매우 많이 들어옵니다. 온라인 쇼핑

몰이지만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다는 고객이 많아 편집샵에 입점하게 되

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M사 대표, 20대 여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90%이상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Y사 대표, 30대 남

2000년대 전까지는 리테일의 공간 변화에 있어 교통과 같은 물리적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인터넷과 모바일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 경험과

니즈의 변화라는 새로운 혁신을 맞고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기존

옴니채널 전략은 오프라인 매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거나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소비행위에 큰 영

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온라인 기반 리테일은 옴니채널을 판매와 마케팅

의 주요한 전략으로 이용하는 등 치밀한 전략으로 무장하여 오프라인 매

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월 HBR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소매점 고객 중 온라인 매장

에서만 구매하는 대상은 7%,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하는 고객은

20%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73%인 것으

로 나타났다.4)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는데, 2012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

4) Emma Sopadjieva·Utpal M. Dholakia·Beth Benjamin(2017), “A Study of

46,000 Shoppers Shows That Omnichannel Retailing Works”, Harvard

Business Review.
5) 대한상공회의소(2012), ‘온·오프라인 쇼핑 융합에 따른 소비행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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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상품 구매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가 43.2%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비교 후 온라인에

서의 구매가 54%, 온라인에서의 비교 후 오프라인에서의 구매가 41%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주요 구매 품목으로는 의류·패션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의류·패션에서의 높은 비율은 패션

상품군에서의 온-오프라인의 채널 이용에 관한 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구분
의류

패션

전자

제품

생활

용품

도서

음반

스포츠

용품
가구 화장품

자동차

용품
기타 합계

전체 52.2 17.2 9.0 3.7 6.7 3.7 1.5 2.2 3.8 100

오프라인으로

상품비교 후

온라인 구매

62.5 12.5 4.2 4.2 4.2 4.2 2.8 1.6 3.8 100

온라인으로

상품 비교 후

오프라인구매

40.0 23.6 16.4 3.6 5.5 3.6 - 3.6 3.7 100

<표 8> 온·오프라인 활용방법별 주요 구매품목 (단위 :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2012), “온·오프라인 쇼핑 융합에 따른 소비행태 조사”

이러한 의류·패션 상품군 구매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소

재와 착용감 등을 확인하는 정보탐색 단계가 추가된다는 연구(최아영·나

종연, 2012) 역시 의류 상품군의 속성 상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

가 많으며 특히 의류 품목에서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비교하고 온라인에

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온라인 패션 리테일이 오

프라인으로 진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즉, 소비자들이 패션 품목에 대

하여 온라인으로 직접적인 구매 행위를 하더라도 오프라인 채널을 함께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패션 리테일에 대해서도 오프라

인 채널에 대한 니즈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도 이전에 비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4 -

(2) 온라인 기업의 전략적인 오프라인 운영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에도 매장을 개설한 것은 다양한 목적성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 아닌 기업의

운영 전략 측면에서도 오프라인 매장 개설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

으로 매출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 리테일의 특성상 오

프라인은 운영 및 유지비용에서 부담이 되는 채널이다. 또한 오프라인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온라인 리테일에게는 오프라인 운영이 원활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전략적 개설하고 운영

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오프라인에서의 판매가 단

순히 채널 확장을 통하여 판매나 매출 증대를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 아

니다. 브랜드 홍보와 제품 테스트와 같은 전략적인 이유도 있으며, 때로

는 온라인 판매의 재고 처리를 위한 목적도 있다.

“오프라인도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은 온라인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매

출에서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Y사 대표, 30대 남

“오프라인 채널이 필요한데 본인들이 매장을 직접 내기에는 여러 가

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

었습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S사 대표, 30대 남

“직매입 재고 소진 차원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출점하였습니다. 손익

측면에서 오프라인으로의 확장은 효과가 없지만 광고 및 홍보 효과와 같

은 정성적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H사 담당자, 3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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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프라인을 단순히 판매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전략적으

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이전의 오프라인 리테일이 공간을 이용하

는 목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팝업 스

토어와 같이 임시로 운영하는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

프라인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

면서도 오프라인 매장이 영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팝업 스토어나 플리마켓 등의 임시 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팝업 스토어는 2002년 미국의 대형 할인점 ‘타겟(TARGET)’이 뉴욕

에 단기간 임대한 임시 매장을 연 것이 의외의 인기를 끌자 기업들이 벤

치마킹을 하면서 생긴 마케팅 개념이다. 정해진 기간에만 오픈하고 그

이후에는 매장이 사라져 버리는 리테일 스토어(Retail Store)를 팝업 스

토어(Pop-up store) 또는 템퍼러리 스토어(Temporary Store: 임시매장)

라고 한다.(윤혜신·이정교, 2014)

이러한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다양하지만 특히 유행과

시즌성이 강한 패션 리테일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팝업 스

토어에 관한 유지헌·최도리(2015)의 연구에서는 패션 기업들이 소비자들

에게 차별화된 감성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리테일 공간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 팝업 스토어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말하고

있다. 패션 팝업 스토어 사례에 대해 조사한 해당 연구에서 패션기업 주

체 팝업 스토어의 운영 목적은 ‘제품 소개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는데 팝업 스토어의 임시적 성격을 활용하여 브랜드와 제품의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서도 팝업 스토어

는 임시적인 성격이 반영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팝업 스토어의 방문 목

적에 대해 조사한 ‘Britain’s Pop-Up Retail Economy(July,2014)’에 따르

면 고유의 상품 구매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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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팝업 스토어 방문 목적

출처 : EE, “Britain’s Pop-Up Retail Economy(July 2014)”

기존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과 달리 온라인 기반 리테일은 오프라인

채널을 전략적으로 개설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의 일환

으로 팝업 스토어와 같은 단기 임대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단순히 소비

자의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니즈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사업자로서 운영 리스크가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리스크로 인하여 오프

라인 매장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는 온라인 사업자는 단기 임대매장을

선호하게 되며, 오프라인 매장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온라

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여전히 높은 매출

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의 진출은 단순히 매출 증대의

목적만이 아닌 온라인 기업의 운영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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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의 구조적인 문제

(1) 임대중심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가격 문제

유통업체가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중심의 미국 백화점과는

달리, 국내 백화점은 공간 임대 중심이다. 즉,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에게는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9월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조사에 따르면, 실질 수수료율은 ‘홈쇼핑-대형마트(오프라인)-백화

점-대형마트(온라인)-온라인몰‘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나며, 오프라인 매

장에서의 수수료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몰은

10%대의 수수료율을 보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인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

우 20%가 넘는 수수료율을 보이는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업태
명목

수수료율(%)

실질수수료율(%)

중소기업

(A)

대기업

(B)

차이(A-B)

(%p)

백화점 27.7 21.6 23.1 21.4 1.7%p

TV홈쇼핑 31.7 29.8 30.2 30.0 0.2%p

대형

마트

오프라인 21.9 21.7 22.3 20.5 1.8%p

온라인 19.1 15.8 - - -

온라인몰 13.6 10.9 - - -

<표 9>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2018년 9월 기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2018),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이러한 수수료율은 입점업체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데, 유통

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 외에 인테리어 및 판촉비 등의 각종 비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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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금액까지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가격부담은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상품군별로 수수료율 순위를 살펴보면 백화점의 경우 패

션 상품군에 속하는 항목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통 채널마다 판매 품목의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유통 채널인 백화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성 및 남성 의류로 대표되는

의류 상품의 수수료율의 순위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션 상품의 항목은 수수료율 하위 상품군 순위를 보았을

때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 순위

상위 5개 상품군 하위 5개 상품군

백화점
TV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몰
백화점

TV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몰
오프

라인
온라인

오프

라인
온라인

1

셔츠/

넥타이

(27.3%)

건강

식품

(35.1%)

란제리/

모피

(31.6%)

건강

식품

(36.7%)

셔츠/

넥타이

(19.6%)

디지털

기기

(7.9%)

가구/

인테리어

(20.5%)

디지털

기기

(!2.9%)

문구/

완구

(8.1%)

디지털

기기

(4.9%)

2

여성

정장

(26.9%)

이미용

기기

(34.4%)

레저

용품

(27.1%)

잡화

(23.6%)

란제리/

모피

(16.4%)

도서

음반악기

(9.6%)

여행

상품

(20.9%)

스포츠

용품

(17.1%)

도서

음반악기

(8.2%)

대형

가전

(4.9%)

3

남성

캐주얼

(26.3%)

도서

음반

악기

(34.0%)

화장품

(34.0%)

건강

식품

(25.7%)

화장품

(22.1%)

보석

액세서리

(16.2%)

대형

가전

(11.7%)

디지털

기기

(21.4%)

진/

유니섹스

(17.9%)

대형

가전

(9.9%)

소형

가전

(7.1%)

4

아동

유아용품

(25.8%)

아동

유아용품

(25.6%)

레저

용품

(21.2%)

진/

유니섹스

(15.2%)

문구/

완구

(14.0%)

신선

식품

(22.3%)

가공

식품

(19.0%)

디지털

기기

(10.0%)

이미용

기기

(7.4%)

5

주방

용품

(25.4%)

진/

유니섹스

(33.6%)

가구/

인테리어

(25.3%)

남성

캐주얼

(18.7%)

남성

캐주얼

(14.3%)

해외

명품

(15.2%)

셔츠/

넥타이

(23.5%)

도서

음반악기

(19.0%)

셔츠/

넥타이

(12.7%)

여행

상품

(8.9%)

<표 10>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순위(2018년 9월 기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2018),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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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의류의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오프라인에서의 가격 정

책은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된다. 조현명(2008)

은 실제 기업 매출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였을 때, 오프라인에서의 매

출이 온라인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

다. 유통 채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며,

온라인 채널 확장 전략이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선행 연구에

서 언급한 김윤진(2001)의 연구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채널은

가격 측면에서 갈등 요소를 보인다고 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 정책으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의 진출 메

리트는 손익보다 정성적 효과 측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가격이 높을 경우 고객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매

출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온라인 판촉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H사 담당자, 30대 남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리테일의 이러한 구조는 온라인 기반 리테

일의 오프라인 진출의 목적에 있어 매출과 손익 측면이 아닌 홍보를 위

한 목적을 가지게 해준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판매는 수수료의 부

담이 큰 편으로, 온라인 기반 리테일은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더라도 판매

는 여전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쇼핑의 비

중이 커지고 있는 현재 기존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에게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매출 감소 등으

로 빠져나간 매장에 온라인 기반 리테일이 판매가 아닌 마케팅 등의 목

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러

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 임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유통업체에 입

점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에게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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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업체의 채널 및 브랜드 중복의 Self Cannibalization현상

미국의 경우 대형 유통 시설 내 다양한 백화점이 입점하여 백화점마

다 파는 브랜드가 다양하며 대형 쇼핑몰 공간의 핵심 콘텐츠가 상품 그

자체이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백화점을 보유한 대형 유통업자 중심의

대형쇼핑몰 개발이 주를 이루며 유통 채널 간 제품 차별성이 부족한 실

정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인 백화점, 쇼핑몰, 대

형마트가 같은 유통업자이다 보니 Self Cannibalization, 즉 자기잠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하면서 채널끼리 충돌하여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자기잠식효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Kim &

Chun(2018)는 동일한 기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이 충돌하는 현상

을 ‘Intra-cannibalization effect’, 즉 기업 내 자기잠식효과라고 하며 다

양한 채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잠식효과를 고려한 전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국내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에서 보이고 있는 자기잠식효과

는 채널 간 충돌에 따른 자기잠식효과 뿐만 아니라 같은 채널 내에서도

보이고 있다. 채널과 브랜드가 중복되면서 소비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상품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쇼핑환경을 원

하는 소비자 니즈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피로도를 높

일 수 있다. 반면에 온라인몰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상품 구성 및 편리

한 구매 환경, 트렌드의 즉각적인 반영은 오프라인에서의 소비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국내 유통사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롯데그룹의 경우 유통 사업이 그

룹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사업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헬스앤뷰티(H&B)까지 대

부분의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분야도 있어 각 부문별 효

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6)

6) Business Post(2017.04.12), “이원준 롯데 유통BU장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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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단지 패션 분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닌, 리테일 전반

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의 대표적인 신세계의 경

우에도 편의점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의 상권이 중복되어 같은 업

체 계열 유통 점포끼리 경쟁하는 등의 제 살 깎아먹기식 역효과를 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7)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리테일의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기반 리테

일에게는 오프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스타일난다

및 난닝구와 같은 유명한 온라인 패션 쇼핑의 경우 백화점 내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면서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는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백화점 내셔널 브랜드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백화점의 기존 내셔널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

지면서 백화점 측에서 저희와 같은 브랜드에 백화점 내 팝업 스토어를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Y사 대표, 30대 남

“오프라인에서 남는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밸류에이션면에

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 난다가 오프라인에 등장한 것

은 이러한 브랜드 밸류에이션 고유의 컨셉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H사 담당자, 40대 남

이러한 현상은 백화점의 매출 감소 현상을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의

입점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백화점의 전략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유

명 패션 쇼핑몰의 대부분은 백화점 측의 입점 제의를 통하여 오프라인으

로 진출하고 있다.

7) Economic Review(2019.05.14), “정용진의 오프라인 다변화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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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 변화

1) 온라인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 전략

(1) 오프라인 채널 진출 전략

오프라인 리테일의 온라인 채널 개설로 시작된 옴니채널과 같은 리

테일의 채널 전략은 현재에는 온라인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리테일이 구축한 온라인 채널을 능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온라인 리테일로 인하여 판매 채널 전략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

다.

기존 채널 전략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동일한 구매

경험을 위한 것이었다면, 온라인 리테일은 온라인에서는 구매를, 오프라

인에서는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전략화 되고 있는 것

이다.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매가 쉽도록 환경이 구축되고 있고, 오프라

인에서는 매장 컨셉의 다양화, 디스플레이의 차별화 등으로 소비자 경험

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최근 오프라인기반 리테일도 온라인

채널에서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몰을 개편하는 등 기존 오

프라인 중심의 옴니채널 전략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화를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를 영입하고 있다. 패션업계의

대기업인 LF의 경우 2018년 4월 온라인몰을 오픈하면서 ‘무신사’ 등의

온라인 패션몰의 인력을 영입하기도 하였다.

(2) 오프라인 점유 형태의 변화

Amazon은 2014년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후 2015년 6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시험적으로 시작하며

미국 내 100여개의 팝업 스토어 개설을 발표하였다. 2015년 첫 번째 오

프라인 서점인 ‘Amazon Book’가 시애틀에서 시작하여 미국 전역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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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었다. 2017년에는 Whole Foods 인수로 이러한 팝업 스토어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인 Whole Foods 안으로 들어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은 팝업 스토어와 같은 단기 매장뿐만 아니라

상설 매장으로도 선보이고 있다. ‘Amazon go’를 통하여 판매 공간을 무

인매장으로 시도하며, ‘Just Walk Out’, ‘cashier-free’ 와 같은 전략을 내

세우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Accenture의 보고서에 따르면

Amazon의 Just Walk Out 기술은 오프라인 리테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다.8) 또한 온라인에서의 평가가 좋은 제품을 판매하여 온

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선보인 ‘Amazon 4-star’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하여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방식과 성격에 변화를 가

져오고 있다.

<그림 8> Amazon의 오프라인 매장(Amazon go(좌), Amazon 4-star(우))

출처 : (좌) www.thedenverchannel.com, (우) www.9news.com

이러한 Amazon의 오프라인 점유 및 운영방식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월 ‘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Amazon은 미국

내 팝업스토어 87개를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하며 오프라인 리테일 운영

전략을 변경하였다. 임시매장 성격의 팝업 스토어를 없애는 대신 상설매

장인 Amazon 4-star와 Amazon Books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온라인 리테일이 상설매장을 확대하는 방침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오

8) Naomi Nishihara(2018.05) “‘Just Walk Out’ with Amazon and the Internet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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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 리테일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리테일이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리테일이 오프라인을 점유하는 방식의 변화가

리테일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국내 온라인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변화

국내 온라인 패션 쇼핑몰은 2005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다. 대

부분 독립적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중·소규모 쇼핑몰로 여성 보세

의류 항목이 대부분이다. 랭키닷컴에 등록된 사이트를 기준으로 보면,

2006년 5월 여성보세의류 항목의 사이트는 318개에서 2019년 5월 현재

4,530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쇼

핑몰에서는 2005년 이후 유명 쇼핑몰을 중심으로 임시적인 오프라인 매

장 개설이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는 대형 유통업체에 상설매장으로 입점

되는 등 오프라인 점유 유형이 변화되고 있다.

초기의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오프라인에서도 상

품을 접하고 싶다는 요청이 반영된 임시매장인 팝업 스토어나 플리마켓

형태로 나타났다. 임시매장인만큼 단기간에 기존 상업공간이나 소비자의

접근이 쉬운 카페 내에 개설되는 형태를 보였다. 상설매장 형식의 오프

라인 매장은 2012년 롯데백화점이 ‘스타일난다’를 입점 시키면서 시작되

었다. 이 후 대형 유통업체, 특히 백화점 내 매장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1세대 격인 스타일난다는 오프라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2015년에는 롯데백화점 내 매출 1위를 달성하기

도 하였다. 2019년 3월 현재 롯데백화점에서만 16개 지점에 입점해 있는

등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유명 쇼핑몰을 중심으

로 백화점 내 입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

으로 한 상설매장, 편집샵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 점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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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보이고 있다.

기존 백화점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와 같은 대형 쇼핑몰이 새로운

쇼핑 장소로 등장하면서 대형 쇼핑몰에도 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금

력이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단독 매장을

개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매장 개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상설매장 형태로만 선보이는 것이 아닌,

팝업 스토어와 같은 임시 매장도 대형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과 맞물리

며 유통업체 내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유명 쇼핑몰 입점 유치와 함께 중·소

규모 리테일에서는 브랜드 홍보, 소비자 니즈 반영, 재고 처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10년 이후 현재

매장 유형

팝업 스토어,

샘플 등을 이용한

플리마켓 등 임시매장

대형 유통업체 내

상설 임대매장,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단독매장

대형 유통업체,

편집샵, 팝업 스토어

형태

특징
고객의 요청을 반영한

임시 매장 개설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제안 가속화로

상설 임대매장 구성

플래그십 스토어,

대형 유통업체 내

임대매장 확대 및

다양한 편집샵이 등장

팝업 스토어 확대

<표 11>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 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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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현상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김세은·김문영(2017)은 2009년 말에 다양한 채널이 등장하였다고 언급하

며 ‘옴니채널’ 이전의 ‘크로스채널’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에 온

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매장을 열거나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말하였다. 2010년 전후로 온라인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 현

상이 두드러졌지만, 이미 온라인 쇼핑몰이 확산되었던 2000년대 초반부

터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현재까지 인터넷 등에 남아있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 관련 사항을 찾아보면 온라인 패션 리테일

에서는 사실상 그 이전부터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임시로 운영하거나

온라인 고객을 위한 이벤트 목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으로 개설하였고, 공

간의 점유에 있어서도 단기간 점유에 따라 리테일 부동산 자체에 영향을

주는 특징적인 현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프라인 진출 현상은 2010년대

이후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백화점 등에 매장이 개설되며 확산되기 시작

하였고,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단독매장도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오프라인 진출 현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부동

산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패션 리테일이 초기에는 고객의 니즈 등에 의해 매장을 개설

하였다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

장 개설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온라인몰 개설 시기와 온라인몰의 오프라인 개설 시기를 보

면 최근에 온라인몰을 오픈한 사업자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함께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 및 대형 유통업체 담당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확장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오프라인 운영 목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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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오프라인 확장의 유형 및 특징

1. 오프라인 확장 현황

국내 패션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오프라인

진출 및 성공을 통하여 오프라인 매장 운영 현황을 알아보았다. 2017년

3월 롯데백화점 보도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내 온라인 쇼핑몰 브랜

드의 매장 매출이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

다. 2015년 36%, 2016년 21%, 2017년 1~2월 18.1%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백화점 전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본점 영플라자에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난다’의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전국 롯데백화점에서 2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들의 1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향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담당자는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는 규모가 커질수록 온라인 채널만 활용

하면서 발생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다’라

고 하였다.9)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중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

고 있는 업체를 조사하였다. 유통업체에 입점 되어 있거나 단독매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및 방문 조사를 통하여 매장 운영을 확인하였

다.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의 경우 현재 자료가 남아 있지 않

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 온라인 쇼핑몰의 팝업 스토어 관

련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각 업체의 사이트 내 자료를 별도로 조사하여

팝업 스토어 관련 공지사항을 함께 조사하였다. 블로그 등의 SNS에 게

시된 정보도 참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9) 패션비즈(2017.03.20), “스타일난다, 임블리 등 오프라인에서 두 자릿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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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6개 사 중 유형별로 오프라인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중복

포함) 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에 입점된 업체는 14개사(54%),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단독매장은 23개사(88%), 임시매장인 팝업 스토어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는 15개사(58%)였다. 백화점 입점, 플래그십 스토어, 팝

업 스토어 경험이 모두 있는 업체는 8개사이며,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오

프라인 매장을 운영한 업체도 17개사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 입점 단독매장 팝업 스토어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

스타일난다

임블리

난닝구

피그먼트

인디브랜드

유어네임히얼

츄

톰앤래빗

밀스튜디오

핫핑

로미스토리

로아앤제인

어라운드101

도드리

스타일난다

임블리

난닝구

피그먼트

데일리먼데이

인디브랜드

바가지머리

믹스엑스믹스

유어네임히얼

핑크시크릿

츄

플라이모델

메리어라운드

딘트

밀스튜디오

로미스토리

마리앙플러스

어라운드101

육육걸즈

프랑켄모노

도드리

스타일난다

임블리

난닝구

피그먼트

데일리먼데이

인디브랜드

바가지머리

믹스엑스믹스

유어네임히얼

립합

츄

밀스튜디오

로미스토리

로아앤제인

육육걸즈

몬스터 리퍼블릭

특징
2012년 롯데백화점에

최초로 개설

플래그십 스토어,

직영점 등

대형유통업체 내

팝업 스토어 개설

<표 12>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라인 운영 현황(2019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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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확장 유형

현재 오프라인을 운영 중인 국내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대상으로 오

프라인 매장 형태를 알아보았다. 공간의 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크게 공간의 점유 형태와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대체로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패션 리테일 샵의 오프라인 공간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나, 온라인 기반의 패션 리테일에서 보이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운영 전략에 따른 오

프라인 확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며 부동산 점유방식을 알아보았다.

1) 오프라인 매장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은 대부분 판매를 위한 목적의 공간

이나, 독특한 운영방식을 보이는 유형도 있다. 단순히 판매 공간의 구성

이 아닌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쇼룸(showroom)형태의 체험형

매장도 있으며, 카페와 같이 휴식 및 식·음료와 결합된 형태의 매장 운

영도 보이고 있다.

<그림 9>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 운영방식

출처 : (우) 프랑켄모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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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유통업체에 입점된 임대 매장의 경우 판매 공간 위주로 구성되

어 있으나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단독매장에서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컨셉을 보여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유형별 공간 점유 형태

오프라인 매장 전략에 따른 공간 점유 형태를 분석하고 알아보았다.

백화점 내 입점된 온라인 패션 쇼핑몰 경우 대부분 백화점의 바이어의

제안에 의해 입점이 된 경우이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2012년 대형 유통

업계 최초로 ‘스타일난다’를 입점 시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후 다양

한 온라인 패션 브랜드를 백화점 내에 상설매장화 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 내 입점된 경우는 유통업체의 제안에 의해 입점된

경우로 규모가 작거나 새로 생겨난 패션 쇼핑몰이 입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업체의 경우 편집샵이나 팝업 스토어와 같은 곳에 임시적으로 입

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 공간의 점유에 따른 형태 : 상설 및 임시 매장

공간의 점유는 크게 상설매장 형태와 임시매장 형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자체적인 독립된 매장을 보유한 경우와 유통업체 내 입점된 임

대 매장의 경우에는 고정 비용 발생 등에 따라 상설매장의 형태이며, 단

기간에 운영되는 임시매장은 유통업체, 오피스 등 기존 건물 내 유휴공

간에 매장을 개설한 형태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임시매장의 대표적인

팝업 스토어의 경우에는 주로 유통업체에서 제공한 공간에 열리고 있지

만 최근에는 오피스 빌딩, 캠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기도 한다. 특

히 이러한 온라인 기반 리테일에게 팝업 스토어의 공간을 중개하는 업체

의 등장으로 기존 건물 내 팝업 스토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비교

적 원활해짐에 따라 팝업 스토어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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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매장의 형태의 경우 주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 내 매장이 입점

하거나 편집샵 등의 소규모 형태의 점유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임대매

장은 주로 상설매장 형태이나 앞에서 언급한 임시매장인 팝업 스토어 형

태로도 보이고 있다. 즉, 임대매장에서도 단기 임대 형태의 공간 점유가

보이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진입장벽이 다소 높았던 면세점으로도 진

출하기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 일반적인 백화점 매장 형식의 오프라인 매장

일반적인 백화점의 내셔널 브랜드 매장 구성과 같이 별도 매장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매장을 한 곳에 모아 편집샵과 같은

공간 구성을 만들기도 하였다. 즉, 온라인 쇼핑몰의 브랜드라는 것이 하

나의 특징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업체의 브랜드를 모아서 공간을 구성하

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된 것이다. 이전에는 백화점 내 프로모션의 일환

으로 팝업 스토어나 이벤트 성으로 온라인 패션몰을 오프라인으로 선보

이는 경우가 있었으나, 일정한 공간을 구성하여 오픈된 장소에 온라인

패션몰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구성하여 여러 온라인 패션몰 브랜드를 상

설매장에 입점시키고 있기도 하다. 기존 백화점의 구성을 보면 백화점의

층별로 같은 아이템을 입점 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브랜드의 경우 유동인

구가 많은 곳에 공간을 제공하는 등 백화점의 기본 공간 구성에 구애 받

지 않고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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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편집샵형태의 오픈공간으로 조성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단독매장의 경우 일반적인 로드숍과 같

은 형태를 보이며 쇼룸이나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플

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패션 플

래그십 스토어에 대하여 분석한 박경애(2014)의 연구에서는 플래그십 스

토어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브랜드 정체성과 존재감을 보여주어 패션 브랜드의 중요한 트랜드가 되

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

는데 위의 연구에서는 지리적 위치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

다.

<그림 12> 독립된 단독매장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

출처 : (우) 임블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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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십 스토어가 이목을 끄는 주요 입지에 위치하는 것은 소비자

들에게 노출과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럭셔리, SPA 등의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기

반 패션 리테일의 플래그십 스토어 역시 지리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보

이고 있다. 자체의 독립된 매장 현태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단독매장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홍대를 중심으로 명동

및 신사동의 주요 상권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홍대의 경우

특정 지역 인근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모여 있는 등 플래그십 스토어의

집중적인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 단독매장 유형의 오프라인 매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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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한 상권에 분포해 있다 보니 같은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

장이여도 획일적인 매장 구성이 아닌 지역마다 매장별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박경애(2014) 연구에서 플래그십 스토어가 지리적 위치는 한정되

는 반면, 플래그십 스토어의 확장과 리노베이션은 자주 관찰된다고 말하

고 있다. 또한 플래그십 스토어의 건축, 시설, 인테리어는 브랜드 컨셉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즉, 플래그십 스토어 자체가 브랜드

를 나타내고 홍보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패션 쇼핑

몰이자 다양한 유형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일 난다’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플래그십 스토어의 컨셉을 차별화하여 독특한 오프라

인 매장 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 스타일난다의 오프라인 매장(좌로부터 홍대, 신사동, 명동)

출처 : Style Nanda 홈페이지

전국의 백화점에도 다수 입점해 있는 ‘스타일난다’의 플래그십 스토

어는 지역마다 다른 컨셉으로 이루어져있다. 신사동의 경우에는 ‘3CE 시

네마 플래그십 스토어’, 명동의 경우에는 ‘PINK HOTEL 플래그십 스토

어’ 등으로 다른 네이밍을 가지고 있으며 외관 인테리어도 모두 다르다.

즉, 플래그십 스토어가 보이는 브랜드 컨셉이라는 특징에 지역별 특징까

지도 결부시킨 것이다. 스타일난다의 경우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대

형 유통업체, 즉 백화점 내 임대 매장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 상

권인 홍대, 신사동, 명동에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

한 오프라인 매장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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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의 성격에 따른 형태 : 구매 및 체험과 경험

대체로 임대 중심 매장에서는 구매 공간의 성격이 강하지만, 독립적

인 매장 유형에서는 체험과 경험을 위한 공간 조성이 보이고 있다. 대형

공간 안에 부스 형태로 들어가 있는 임대매장에서는 공간의 독특한 성격

을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지만 단독매장의 경우 매장 외관이나 내부 인테

리어 구성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단독매장의 경우 외관은 일반적인 로드숍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는 쇼룸과 같이 전시 및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장을 구성하

고 있기도 하다. 또한 카페와 결합되어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체험과

휴식까지고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카페와 쇼룸이 결합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은 의류를 입어볼 수 있는 피팅룸도 갖추

고 있으며 실제로 판매를 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는 카페가 오프라인

매장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전시되어 있는 의류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즉, 패션이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매장 구성에서

탈피하고 온라인에서의 구매를 보완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공간을 운영

하는 것이다.

<그림 15> 쇼룸 및 판매 공간과 카페가 결합된 오프라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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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프라인 운영 목적 및 특징

국내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운영 목적은 크게 채널

확대와 비즈니스 영역 확장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는 채널 확대의 목적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채널 확대에 해당하는 유형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판매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채널 확대 목적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단순히 판매 채널을 확대하

는 유형과 채널을 차별화하며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시험적으로 오프라

인을 운영하는 시장 테스트형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온라인

과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운영하며 판매 채널을 확대한 경우도 있지만 온

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등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기간 운영으로 홍보

효과만 극대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채널 확대형 채널 차별화형 시장 테스트형
비즈니스모델

확대형

운영

전략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병행운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적으로 운영

단기간의

운영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의

공간으로 운영

특징

기존 옴니채널

전략과 같이

동일한 상품과

가격 정책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판매 상품을

차별화하고

상호보완

오프라인 매장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며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하기도 함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진출

공간

점유

방식

단독매장

임대매장

단독매장

임대매장
단기 임대매장 임대 매장

<표 13> 오프라인 운영 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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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케이스는 모두 판매 채널 확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비즈니스 분야인 패션 리테일을 유지하며 채널 운영 형

태에만 조금씩 변화를 준 경우인 것이다. 반면 오프라인을 리테일의 판

매 및 홍보 채널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진출하

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의류만 판매하던 상태에서

액세서리나 코스메틱을 함께 판매하며 코스메틱 전용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유형도 비즈니스 자체를 확대하였다기 보

다는 패션 리테일 영역 안에서 채널을 확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카페

매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패션 공유 오피스를 개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채널 확대로써의 운영

온라인 패션몰의 대표적인 ‘스타일난다’와 ‘임블리’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기존 백화점 내 개설하였다. 이는 기존 비즈니스 영역인 패션을

유지하며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패션’이라는 업종의 특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온

라인 패션몰의 한계였던 실제로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는 ‘체험’기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은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 정책으로 판매되는 정책으로 운영되

고 있다.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온라인 사이트 고객입니

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옷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옷과 동일하며 가격

도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M사 담당자, 2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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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패션 쇼핑몰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서로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지 않는 코스메틱 등도

함께 진열해서 판매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되

판매 및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단기

간으로 운영하며 오프라인을 홍보 채널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

의 반응을 테스트 해 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상설 매장을 개설하고 있기

도 하다. 이처럼 온라인 패션몰이 판매 채널 확대로써 펼치고 있는 오프

라인으로의 확장 전략은 대기업 패션업체 중심의 오프라인 기반 패션 리

테일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확장보다 파급효과가 크다. 오프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경우 온라인 패션몰의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등 온

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확장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단순 판매

채널 확장 전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 비즈니스영역 확대 수단

Amazon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출할 때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인

수, 합병 방식을 이용하였다. Amazon이 Whole Foods를 인수한 것이 바

로 이러한 방식의 예이다. 이는 인수 대상의 기존 오프라인 공간을 그대

로 사용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수 대상 주변의 동종업계, 즉

Whole Foods 주변의 식료품 리테일러들의 급격한 추락을 야기했다. 또

한 Amazon이 Whole Foods 인수 후 이곳을 무인매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임에 따라 Whole Foods의 변화도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인 무신사의 경우가 오프라인을 비즈니스

영역 확대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이다. Amazon의 사례와는 다르게 패션

이라는 영역에서 사업을 다양화하며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케이스를 보여

주고 있다. 여러 브랜드가 입점한 온라인 편집샵이다보니 상품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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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의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오프라인

으로 진출하였다. 즉 브랜드, 서비스, 공유오피스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패션 공유 오피스인 ‘무신사 스

튜디오’를 동대문 현대시티아울렛 내 4개 층에 오픈하였는데, 공유 오피

스 형태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이러한 형태는 이전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 진출 전략과는 다른 것이다. 무신사는 온라인에서만 상품

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가지고 있

지 않다.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이 소비자를 위한 전략이었다면, 무

신사의 전략은 무신사 내 입점한 브랜드와 협력사 등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 패션 공유 오피스인 무신사 스튜디오

출처 : 무신사 홈페이지

패션에 특화된 공유 오피스를 표방하며 디자이너 및 패션 커머스 기

업에게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원단시

장과 도·소매 의류 매장이 밀집한 동대문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바탕이

된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10) 온라인 플랫폼이 이끄는 이러한

변화는 오프라인 확장 현상을 보이고 있는 패션 리테일 업계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간 점유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0) 디아티스트매거진(2019.03.02), “패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패션 특화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



- 60 -

4. 공간점유의 특징 및 향후 변화

1) 공간 점유 특징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은 단독매장, 임대매장, 상

설매장, 단기매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단독매장과 임대매장

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대부분은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기임대 형태의 매장 개설 전략이 중심이 되어 팝업 스토어와 같은 임

시적으로 운영하는 단기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

인 기반 패션 리테일은 성장에 따라 그동안 ‘팝업 스토어-백화점 내 임

대 매장-단독매장’ 방향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가세로 인하여 대형 유통업체 내 임대매장과 단기 임대

매장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

리테일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은 양극화를 보일 것이다. 오프

라인 확장에 있어서 주로 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공

간은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일반적인 백화점 매

장과 같이 브랜드별 매장 구성이나, 최근에는 유사한 성격의 브랜드를

오픈된 공간에 함께 모아 편집샵과 같은 구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라는 것이 하나의 컨셉이 되어 오프라인 매장이 이

러한 형태로 보이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이 독립적인 브랜드 매

장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매장 분포는 지역별로 편중된 상태를 보이

고 있으며, 매장 형태에도 지역별 차별화된 인테리어, 카페와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팝업 스토어와 같은 단기 임대매장의 형태

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전략 자체가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영업이 잘 되는 리테일의 경우에도 자체 오프

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팝업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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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단기 운영 매장을 통해 판매뿐만 아니라 브랜드 홍보, 재고 처

리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단기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운영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온라인 기

반 리테일러는 팝업 스토어와 같은 단기 운영 매장의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Sweet

Spot’에 따르면, 2015~2016년에는 100여 건에서 2017년에는 400여 건으

로 그리고 2018년에는 1,000여 건으로 팝업 스토어 중개 건수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팝업 스토어를 이용하는 온라인 기반 리테일 사

업자 중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대한 경험치가 낮아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이드, 즉 담당 MD가 Sweet Spot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온라인 리테일에게는 단기 임대매장 운영이 효율적인 오프

라인 운영 전략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쇼핑몰과 같은 상업 시설 내 공간이 아닌 오피스 내 유휴공

간, 아케이드 ,호텔, 대학교와 같은 캠퍼스 내 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팝

업 스토어는 온라인 쇼핑몰에게는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시험 장소이자

전략적인 운영 공간이 되고 있다.

<그림 17> 다양한 장소를 이용하는 팝업 스토어

출처 : Sweet Spot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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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Spot에서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의 팝업 스토어의어 경우 한

브랜드 내에서만 50~80여건에 이르기도 하는 등 온라인 리테일의 팝업

스토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백화점과 같은 상업공간

내 팝업 스토어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같은 업무 시설에도 이러한 단기

판매 매장이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과 같이 고객의 방문 목적이 일정한

시설에서의 팝업 스토어 개설의 경우 어느 정도 운영 후에는 효과가 떨

어질 수 있어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온라인 리테일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통채널 외의 장소를 선택, 이용하

고 있는 것이다.

2) 향후 변화의 방향성

리테일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미 오프라

인 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축소, 폐점 전략에 따라 리테일 부동산

은 변화를 겪고 있다. 리테일에서의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온라

인 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과 공간 점유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공간 사용 방식과 공간의 성격 분화 측면

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단기 임대 중심의 공간 사용방식 변화

리테일이 점유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단기임대 중심의 매장이 많아

질 것이다. 특히 매출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발생되는 온라인 기반 리

테일에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패션업종의 경우 계절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리테일의

판매 속성 자체로 인하여 단기 임대 매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의 경험이 부족한 온라인 패션몰의 오프라인

진출은 팝업 스토어와 같은 단기 매장의 형태로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팝업 스토어나 단기 임대 매장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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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백화점과 같은 대형 리테일 내 입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수료의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의 단독매장 보다는 백화

점 내 입점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선호되었다. 또한 해외

시장을 공략하며 면세점 입점까지도 추진되었다. 실질적인 매출은 온라

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브랜드를 최대한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대형 리테일의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입점 전략과 맞물려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수료와 같

은 오프라인 매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 임대매장의 선호도를 높이고

팝업 스토어와 같은 임시 매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패션업종

은 계절에 따른 매출 편차가 큰 업종으로, 특정 시즌에 집중된 매출과

이익으로 비수기에 발생되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

인 기반 패션 리테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에게도 이러한 고

정 비용은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패션의 경우 시즌을 타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특정 시즌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패션 리테일은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설 매장보다 팝업 스토어와 같은 임시 매장을 선호하게 됩니

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S사 대표, 30대 남

팝업 스토어가 패션 리테일의 특성을 잘 반영한 오프라인 공간 유형

이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팝업 스토어와 같은 단기

임대매장은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에게 오프라인 진출과 운영 측면에

서 적합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브랜드 가치나 차별

화 전략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마케팅적인 차원이 아닌 기업의 운영 전략 측면에서 이와 같은 단기 임

대매장은 확산되어 운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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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에서의 단기 임대매장의 유형으로 위와 같은 팝업 스토어가

대표적이며, 단기 매장에 대한 연구 역시 팝업 스토어를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 중고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플리마켓이 다양한 품목의 개성있는 상품

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로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팝업 스토어가 주로 단일 브랜드가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임시 매장이였다면, 플리마켓은 여러 브랜드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주

로 외부 공간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여러 브랜드가 함께 입점한다는 면

에서 편집샵과 같은 성격을 보이나, 단기간에 부담이 크지 않은 비용으

로 운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온라인 리테일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채

널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플리마켓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확산되

고 있는데, 백화점, 아울렛 등의 대표적인 리테일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호텔까지도 가세하여 이러한 플리마켓을 유치하고 있다. 국내 플리마켓

으로는 ‘띵굴시장’이 대표적인데, 최근 한 프리미엄 아울렛이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많은 고객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플리마켓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를 만나

는 좋은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11) 팝업 스토어와 함께 플리마켓 역시 단

기 임대매장 중심의 공간 사용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림 18> 온라인 리테일이 진출하고 있는 플리마켓

출처 : 매일경제

11) 스포츠월드(2019.06.04), “플리마켓, 트렌디한 유통 채널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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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오프라인의 성격 분화

리테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성격이 뚜렷하게 분화될 것이다. 온

라인 기반 기업의 판매 및 수익은 여전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

이며, 온라인에서의 구매는 더욱 편리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다. 즉, 온

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온라인은 구매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이에

구매공간으로써의 온라인과 체험공간으로써의 오프라인으로 성격이 분화

될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은 구매가 아닌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재

편될 것이다. 기존의 쇼룸 형태뿐만 아니라 카페와 같이 휴식과 경험이

중심이 된 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장은 구매를 위한 목적이 중심이나, 체험을 목적으로 개설하거나 온라

인 구매를 보완하는 장소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채널의 등장과 온-오프라인 채널 전략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리테일

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통합 채널 운영에 관한 효과에 대해서는 시너지

또는 갈등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위주로 하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

구는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의 의미로 각각의 채널이 결과적으로 어떠

한 방향성과 성격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리테일 환경에서의 구매와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Kumar et al.(2014) 연구

에서는 물질재의 구매(Material purchases)와 경험재의 구매(Experiential

purchases)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소비 패턴의 변화로 경험재 구매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경험 중심의 변

화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이고 있는 경험 중심 공간 조성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예시

이다.12)

12) 이승윤(2017.06), “물건을 팔 것인가, 경험을 팔 것인가”, D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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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3Km 내에 대형마트가 10여개 몰려있는 등 주변에 대형마트가

밀집한 상권에 개장한 한 대형 유통업체는 오프라인 매장의 1층 공간을

‘어반포레스트(Urban 4 Rest)’라는 이름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목

을 끌었다.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일반적으로 판매가 중

심이 되는 매장 1층을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은 리테일 공간 구성에서 새

로운 시도로 보여 지고 있다. 제품 진열 및 판매대가 즐비한 기존 리테

일 공간 유형에서 판매 중심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체험의 공간으로 성

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13)

<그림 19>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대형 유통업체의 1층

출처 : http://m.weekly.cnbnews.com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 리테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성격 분화 현상을 뚜렷하게 알 수 있었다. 오프라인 기

반 리테일이 중심이 된 이전 연구에서는 온라인 채널의 부수적인 역할로

인하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중심의 연구에 비해 성격 분화를 알

아내기 어려웠다. 즉, 리테일에서 온라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프라

인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

이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에서도 보이는 공간 변화는 온라인 리테일이 이

끄는 오프라인 환경의 변화와도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으며, 리테일에서

의 온-오프라인 성격 분화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13) CNB Journal(2017.05.25), “마트는 정신없다구? 쉬고 잠자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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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의 종합

본 연구는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리테일이 오

프라인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과 원인, 확장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확장 방식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과는 다른 오프라인

이용 방식을 보이며 공간 점유 방식과 공간 사용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오프라인 진출 배경과 원인에 대

하여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 리

테일이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역으로 온라인

기반 리테일은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온라인 리테일의 성장에 따

른 온라인에서의 구매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

라인이라는 공간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구매 환경 변화와 함께 온라인 리테일은 오프라인을 단순히 판매 목적만

이 아닌 전략적인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리테일에 있어서

오프라인은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운영되던 패러

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패션 리테일에서 보이는 오

프라인 매장 개설 현상은 브랜드 홍보, 제품 테스트, 온라인 판매의 재고

처리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운영에 대

한 경험치가 낮은 온라인 기반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니즈만을 반영하여

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운영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

라 팝업 스토어와 같은 단기 임대매장에 대한 선호와 운영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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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오프라인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임시매장이 온라인 기업에게 선호되는 것이다. 특히 패션 업종의 경우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매출로 인하여 고정적인 매장보다는 단기로 운영

되는 매장이 보다 효과적인 오프라인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임대 중심 정책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로 인하여 고정적인 상설

매장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유통 채널이

중복되고 여기에 입점하는 브랜드 역시 중복됨에 따라 채널 간 혹은 채

널 내에서 자기잠식적인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켓에서 소비

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온라인 리테일에게는 오프라인

진출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가세로 현재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패션 쇼핑몰이 등장하고 성장한 초창기부터 이러한 현상

은 나타나고 있었다.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점유 방식에

따른 유형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오프라인 점유 형태의 변화를 세단

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2005년 이

후 나타난 임시 매장 성격의 오프라인 매장은 2010년 이후 대형 유통업

체의 전략적인 입점 유치로 상설 임대매장 형태로 확산되었다. 현재에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샵, 임대매장, 팝업 스

토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확장은 매장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

타나고 있다. 주로 대형 유통업체 등에 입점한 임대매장의 경우에는 판

매를 위한 목적이나 단독매장의 경우에는 홍보, 체험, 휴식 목적 등의 다

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간의 점유에 따라 형태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플래그십 스토어와 임대매장에서 보이는 상

설매장과 팝업 스토어 등에서 보이는 임시 매장 형태가 있다. 공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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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서는 임대매장에서 보이는 구매 공간의 성격과 단독매장에서

보이는 체험과 경험 위주의 공간 조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 현상은 주로 판매 채널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

기도 하지만 채널을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기간 운

영으로 채널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에 새롭게 보이고 있는 오프라인 진출 목적으로는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

는 차원에서 공유 오피스를 개설한 사례도 보이고 있다.

오프라인 확장 방식에 따른 유형화는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리테일의

타 업종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간 점유 방식에 대한 특

징을 통하여 향후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단기 팝업 스토어의 확산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리테일의 공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프라인 확장 현상에 대하여 웹 스토

어들이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더 많이 오픈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러한 오프라인 매장이 점포의 공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14) 팝업 스토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

와 상권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장기 공실이 발생한 곳에 대안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공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리테일의 오프라인 진출을 통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데, 팝업 스토어나 단기 임대 형태의 공간 사용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프라인을 전략적으로 운영함에 따

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성격 분화가 뚜렷하게 발생하여, 리테일에

서의 오프라인 공간이 특징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온라인은 구

매, 오프라인 공간은 구매 행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체험과 경험 공간

으로 구분될 것이다.

14) Wijnand Jongen(2019), “온라인 쇼핑의 종말”,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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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온라인 기반 패션 리테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리테일이 오

프라인을 점유하는 원인과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리테일, 특히 패션

부분은 소비자 구매에 있어서 온라인 및 모바일의 이용률과 영향력이 큰

상태이며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반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프라인으로의 진출과 확장에 있어서 온라인 기반 기업

중심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과 모바

일 환경으로 보면 이러한 온라인 기반 기업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는 향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리테일 스페이스의 변화가 도시의 공간 구조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리테일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본 연구가 도시

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온-오프라인 통합

채널 운영과 리테일의 공간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온라인 리테일의 오

프라인 진출 현상과 결부시켜 확장시킨 본 연구는 리테일의 공간 변화에

관한 향후 연구가 온라인 리테일을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 리테일이 선호하는 단기 임대에 대한 시장 분석

은 향후 과제이다. 팝업 스토어와 같은 단기 임대매장이 증가하고 있지

만 단기간 운영되는 속성으로 인하여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

계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리테일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실제로 온라인 기반 기업이 보이고 있는 오프라인 진출 현상은 오

프라인의 위기 속에서도 오프라인 매장 없이 리테일 비즈니스가 성공하

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간과 장소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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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의 광범위성으로 인하

여 많은 품목 중에서 패션부분에 한정하여 진행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최근 온라인 서점들이 중고서점의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추후 타 업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업종별 오프라인 확장의 특징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패션 리테일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범위가 제한된 점도 있다.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운

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온라인 리테

일도 함께 살펴본다면 리테일의 전반적인 변화 특징도 알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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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터뷰 대상업체(대상자 성명 및 직책) :

Ÿ 일시 및 장소 : 2019. . .

Ÿ 인터뷰 시간 :

 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뷰는 온라인을 기반한 패션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 사례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연구의 제목은 「온라인기반 패션리테일의 오프라인 확장에 관한 연구」

이고, 연구자는 양은주(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인터뷰는 인터뷰대상 기업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 공유한 후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공개범위(민감한 내용

비공개처리요청 등)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 내용으로 정리

됩니다.

[보기]

1) 운영전략 상 오프라인 매장 개설

① 판로확장 등 사업영역확대

② 매출증대

③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한계 보완

2) 유통업체 등의 제안

① 백화점 등의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의뢰

② 편집샵 등의 중,소규모 업체의 입점 의뢰

3) 소비자 니즈 반영

① 고객의 오프라인 매장 구매 니즈

② 고객 서비스 차원의 단기 임대매장(팝업스토어 등) 운영

4) 기타

<부록 1>

온라인 패션리테일러 인터뷰 질의서

1. 귀사의 온라인 쇼핑몰 설립 연도는 언제입니까? ( 취급품목: )

2. 언제 귀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였습니까? ( )

3. 현재 운영중인 오프라인 매장의 수와 대표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 )

4. 4-1) 귀사에서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에 V표) (*아래 [보기]에서 해당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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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사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 경로와 운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백화점 임대매장, 팝업스토어 등 운영되고 있는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5. 귀사의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5-1) 온라인 쇼핑몰과 대비하여 매출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5-2) 온라인 쇼핑몰과 대비하여 운영비는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5-3)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고객의 반응 및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5-4) 오프라인 매장 개설 및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5-5) 향후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습

니까?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6. 온라인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에 대하여,

6-1)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6-2) 이러한 온라인기반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이 기존 오프라인기반

쇼핑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3)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7.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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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터뷰 대상업체(대상자 성명 및 직책) :

Ÿ 일시 및 장소 : 2019. . .

Ÿ 인터뷰 시간 :

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뷰는 온라인을 기반한 패션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 사례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연구의 제목은 「온라인기반 패션리테일의 오프라인 확장에 관한 연구」

이고, 연구자는 양은주(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인터뷰는 인터뷰대상 기업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 공유한 후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공개범위(민감한 내용

비공개처리요청 등)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 내용으로 정리

됩니다.

<부록 2>

대형유통업체 인터뷰 질의서

1. 귀사에서 운영(임대) 중인 온라인기반 패션리테일의 업체명과 품목은 무엇

입니까?

①

②

③

2. 귀사에서 운영(임대)을 결정할 때,

2-1) 업체의 입점 의뢰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입점 요청이

있었습니까?

2-2) 유통업체에서 먼저 입점을 제안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입점 제안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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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3-1) 타 매장과 대비하여 온라인기반 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고객의

반응 및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3-2) 오프라인 매장 개설 및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3-3) 향후에도 이러한 온라인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4. 온라인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에 대하여,

4-1)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4-2) 이러한 온라인기반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이 기존 오프라인기반

쇼핑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3)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5. 기타의견



- 80 -

Ÿ 인터뷰 대상업체(대상자 성명 및 직책) :

Ÿ 일시 및 장소 : 2019. . .

Ÿ 인터뷰 시간 :

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뷰는 온라인을 기반한 패션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 사례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연구의 제목은 「온라인기반 패션리테일의 오프라인 확장에 관한 연구」

이고, 연구자는 양은주(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입니다.

인터뷰는 인터뷰대상 기업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 공유한 후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공개범위(민감한 내용

비공개처리요청 등)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 내용으로 정리

됩니다.

<부록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인터뷰 질의서

1. 귀사의 설립 연도 및 설립 배경은 무엇입니까?

2. 귀사에서 중개한 오프라인 매장 중,

2-1) 온라인기반 (패션)리테일의 매장 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2-2) 이러한 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 기타(통계 데이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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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기반 리테일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에 대하여,

3-1)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3-2) 이러한 온라인기반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이 기존 오프라인기반

쇼핑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3)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4.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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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anding physical stores

of online-based fashion retail

Yang, Eunjoo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tail real estate is undergoing a period of change due to online

retailing, which is growing faster than offline. Offline-based fashion

retail is entering the online mall through digitalization. It also reduces

the offline area and shrinks and closes the store. On the other hand,

fashion retail, which started its business on an online basis, is

continuing to expand its offline market with sales growth. While

offline-based retail growth has been sluggish, online-based fashion

retail has become a notable phenomenon, opening stores and entering

the offlin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online-based fashion retail to enter the offline market. In

addition, We will investigate the change of space occupancy in

fashion retail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type of expansion of

offline market.

Due to the nature of online, it is not limited to the spatial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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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 limits the industrial scope to the fashion field which occupies a

large portion in online shopping.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the

online fashion shopping mall and the literature survey, the conclusion

was drawn.

One of the reasons for the online-based fashion retailers' entry

into the offline market is the change in the consumer purchasing and

experience environment. Still high offline shopping preference in

clothing items and changed buying behavior and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consumption environment through on-offline integrated

channel strateg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ifferentiated offline

stores that reflect consumer needs. In addition, online retailing

responds to the structural problems of existing offline-based retail

space with strategic space occupancy.

Since 2005, online retail stores have been in the form of

temporary stores such as pop-up stores and flea market, since 2010,

it has become a permanent rental store due to the accelerated

proposal of large retailers. Nowadays, there are many kinds of offline

stores, and the number of permanent rental stores in large retailers

as well as independent stores represented by flagship stores has

increased greatly. In addition, a variety of editing shops have

appeared, and pop-up stores, which are temporary stores, are also

expanding.

This space occupancy tends to be divided into rental stores led

by large retailers and pop-up stores operating in the short term. In

the case of online fashion retailers, which have a strong financial

base, they have established distinctive stores such as in-store shops

in large retailers and flagship stores that maximize brand image. In

addition to such a permanent rental shop, the temporary pop-up store

is also led by a large retailer. Recently, however, the use of p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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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s has also been extended to offices and arcades.

The preference for short-term rental stores is likely to increase

as retail space is operated as a strategic space rather than simply for

sale. Due to the expansion of these short-term rental stores, it is at

the turning point of using offline space in retail. Thus, retail stores

will be reorganized into a space for experience rather than a

purchase-oriented space.

keywords : Online, Fashion Retail, Expanding Physical Stores,

Short-term Rental, Experience Space

Student Number : 2017-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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