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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간의 제약올 극복하기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배송방식을 살피고 각 배송방식에 따른 

상품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중 가장 다양한 배송방식을 사용하는 인 

터넷 쇼핑몰올 사례로 배송체계를 살펴보고， 배송체계에 따라 상품이 어떻게， 어디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분석하였다. 배송 

첨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의 측면에서는 배송체계의 효율화，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신뢰감 형성， 사후 

서비스롤 제공받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배송정올 이용할 경우 배송 범위가 한청되는 것은 한계로 남 

는다. 배송정올 이용한 배송 방식의 경우 배송점이 위치한 곳의 특성에 따라 배송량이 달라지는 것올 알 수 있었다. 서울 외 

지역에 배송01 가능한 편의챔 배송과 소비자 직송은 사례 업체의 특성에 의해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하는 모숨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정우 지역의 인구적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경제적 속성도 어느 청도 영향을 주고 있어 언터넷을 통한 구 

매에 있어서도 여전히 인구적， 경체척 요소가중요한 역할을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주요어 : 인터넷 쇼핑몰， 배송체계， 배송점， 지하철 물류포스트， 편의점 배송， 소비자 직송， 상품이동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incorporate both aspects of on-line and off-line shopping practices, through a case 

study on a shoppíng malI ín detail. Such case study is belíeved to help understand how commodítíes move around ín 

the cyberspace as well as in the real world. At the national scale of analysís , the Internet shoppíng malls in Korea are 

found to deploy various delivery strategies , among which the direct delivery strategy vía either mail or other means 

has been used most widely. Nowadays , however, new delivery strategies have emerged , including the delivery poiflt 

strategy. Employing delivery (and thus pick-up) points , retailers become able to símplify their delivery processes and 

consequently to curtail theír expendíture. The delívery poínt system offers benefits to consumers as well: to have 

better after-service and confidence for the shopping malls they paπonize. Nevertheless the geographícal extent of the 

delivery point service available is still limited due to its earlier stage of development.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amount of ítems delivered varies according to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points. Nation-wide, the 

items handled by the case shopping mall tend to concentrate in the Capital Region. A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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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emographic variables , and economic variables to some extent as well , are the key factors explaining the 

g∞graphical pattern of merchandises delivered. 

Keywords : internet shopping mall , delivery system , delivery point , subway distribution center , delivery to 

convenience store , direct delivery to customers, commodity flow 

I .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목적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의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도 최근 몇 년 동안빠르 

게 확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측면에서 

는 효과적으로 사업올 진행하고 업무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시간 

과 장소에 구애 없이 물건올 구입할 수 있는 편리 

한구매 채널의 하나로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전자 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상품 구 

입의 편리성， 시공간의 극복， 전자상거래 관련 기 

술 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소비자가 구입한 비디지털 재화가 물리 

적 공칸 상에서 이동하는 것 또한 중요한 관심사항 

이 될 수 있다. 인터넷올 통해 새로운 유통 채널으 

로주문올 받고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새로운 물류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몰올 통 

해 비디지털 재화를 거래할 때 거래된 상품은 실제 

공간 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올 벗어나지 못동}는 영역이다. 시공간 극복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인터넷 쇼핑몰에 배송 

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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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배송올 위해 오프라인 상의 상점올 개설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새로운 배송체계를 도 

입하는 업체도 동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한 

온라인 모델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래에 들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있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인터넷 쇼 

핑몰의 배송 양식인 소비자 직송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형태인 배송점올 활용하는 전략 

올 알아보고， 사례 쇼핑몰의 배송체계에 따른 상품 

이동의 공간적 특성올 밝히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세부 목적은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과 인터넷 쇼핑 

몰 배송체계의 성격을 알아본다. 

둘째， 다양한 배송 전략을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 

몰의 사례를 통해 배송체계별 상품과 정보의 흐름 

을알아본다. 

셋째， 배송체계별로 상품이 어디로， 얼마나 이동 

하는지 파악하고， 상품 이동량이 배송체계에 띠라 

어떠한 요소와 관련올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2. 연구의대상과방법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체계와 상품이동의 공간적 



특성올 보기 위해 주요 사례 대상으로 삼은 쇼핑몰 

업체는 도서와 음반올 주로 판매하는 ’M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의해 상품 

이 이동하는전반적인모습을살피는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이 사용하는 배송 전략을 살피고 각 

각의 배송체계에 따른 상품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배송체계를 접할 수 있 

는 업체를 주요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중 

가장 다양한 배송체계를 통해 상품을 배송하고 있 

는 ’M사’를 사례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 업체가 국 

내 도서， 음반 판매 온라인 쇼핑몰 중 어느 정도 규 

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분석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이 웅직이는 범위는 

배송을 실시하는 주체의 배달 가능 범위와 일치하 

게 되므로 사례 지역은 각 배송체계별 배송 가능 

지역으로 한정한다. 지하철을 이용한 배송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에만 배송점이 설정되 

어 사례 지역은 서울시로 한정된다. 그리고 편의점 

을 이용한 배송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까지 배송 

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직송은 국내 모든 지역에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 배송의 경 

우사례 지역은수도권을 비롯한강원， 충청권이며 

직송은 전국이 사례 대상 지 역으로 사용된다. 

11. 문헌연구 

1.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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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기 

업이 전자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업무처리， 적용 및 기술들에 의한 거래’(이재규 외， 

1999)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는 인터 

넷과 통신을 이용한 거래만이 아니라 전자문서교 

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전자우편(E

mail), 식품점과 소매점의 판매시점관리시스댐 

(Points of Sales: POS) , 신용카드 둥올 포함하는 것 

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거래활동을 전자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교류가 가 

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 

의 정의는 인터넷과의 관련성올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 사이에서 인터넷에 기반하 

지 않은 EDI를 사용한 역사는 30년이 념으며， 

CALS를 도입한 것 역시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 

는다. 한편 OECD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과 같은 

공개 된 표준 절차(an open standard setting 

process)를 통해 설립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프로토콜(non-proprietary protocols)올 이용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business)，로 정 

의하고 있다(OECD ， 1998). OECD가 제시한 전자 

상거래의 개념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포괄 

적인 거래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앞에 제시 

된 정의보다 의미의 폭이 좁다. 이 외에도 전자상 

거래에 대해 많은 기관과학자들이 관점에 따라다 

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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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특징 

전자상거래는 물리적 공간에서 수행하던 거래를 

전자 공간， 사이버 공간 상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은 실물이 존재하는 곳 아니라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이동하고 거래되는 곳이 

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물리적 시공간에 바탕을 

둔기존의 상거래와는다른특성올지니게 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에서 Wigand(1997)는 전 

자시장이 이전의 시장보다 더욱 난해해졌다고 지 

적하였다. 그는 조직의 경계가 변화하거나 사라지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변화하며 소비자 

가 부7까치 사슬(value-added chain)의 일부가 된 

다고 랩였다. 이전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장 

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직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역 

할이 중요한 새로운 시장으로 전자상거래를 보고 

있는 것이다. Masotto(1995)는 전자상거래의 도입 

으로기업이 소비자지원올강화할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기 

엽 내부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점올 지적하였다. 

이는 기업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의 영향을 지적 

한 것이나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풍부한 정보 

획득， 다양한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둥의 이점을 

얻을수있게해준다. 

다른 학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전자상거래의 특 

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개략적인 특징은 다음 

과같이요약할수었다. 

첫째，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정보 획득이 용이해 

져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농해진다. 둘째，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 거래가 기존의 상거래보다 

쉬워지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물론 실물 상품이 

움직이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여전히 존 

재한다. 하지만 보다 넓은 지역을 상대로 상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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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고 시간에 관계없이 거래를 할 수 있 

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 

용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모두 거래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점도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2. 인터넷 쇼핑에 대한 선행연구 

1 ) 물류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는 실물 세계에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거래를 수행한다. 소비 

자는 직접 상점에 가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상품올 

주문하고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된 상품을 수 

취한다. 이러한과정 속에서 기·존의 배송양식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Thompson 둥(Thomson et al. , 2000)은 E

logistics에서는 기존과 달리 다양한 주문에 따라 

소량의 상품올 실시간으로 수요에 맞춰 물류를 수 

행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전자적 방식으로 상거 

래를수행할때소비자와공급자사이의 거래도컴 

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며 거래 정보도 쉽 

게 이동하게 된다. 주문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과 

정이 자동화되고， 공급체인의 통합이 가능하며， 공 

급체인 상에서 파트너 간의 보다 긴밀한 협 력이 가 

능해질 수 있다(Hillion & de Belenet, 2000).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 전통적인 공급 사 

슬에서 가상 공급 사슬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 때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 지식과 지력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Graham & Hardaker, 2(00)는 견해 

가 많다. 그러나 가상의 공급 시슬이 지력에만 의 

존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셜 때만 가능 



하다. Paché(2001)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도 물류 분야에서 실제 공간의 장벽은 사 

라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실제 공간을 이용하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판매 기능을 갖춘 

상점으로 상품을 배송하면 이를 주문한 소비자가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인터넷으 

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 선택한 다음 직접 주 

변에 있는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실물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공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자상거래로 인해 시간과 공 

간의 장벽을넘어 거래가성사되고보다효율적인 

물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물류처리 과정에 있 

어 정보의 전달과 의사 결정은 용이해지지만 물리 

적인 상품의 아동은 여전히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배 

송 방안이 둥장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배송 문제 

는여전히 해결되지않은과제임을보여준다. 

2) 지리학에서의 연구 

지리학에서 전자상거래， 혹은 인터넷 쇼핑에 초 

점을 맞춰 진행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정보통 

신 발달의 영향으로 새로이 동장한 거래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Kellerman(I993)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태근 

무， 텔레쇼핑， 비즈니스 콜， 원격회의가 동장하면 

서， 이들이 현재의 물리적 통행을 보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텔레쇼핑은 엄밀한 의미의 

인터넷 쇼핑은 아니지만 인터넷 쇼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텔레쇼핑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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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무와 비교하면서 점포 구매를 대체하기보다 

는 이를 보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Kellerman은 

또한 1984년의 연구에서 홈쇼핑이 성장함에 따라 

교외에 위치한 쇼핑몰은 성장이 둔화되고 도심의 

전문쇼핑센터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chuler(992)는 케이블 πr나 컴퓨터를 

통한 쇼핑이 확산되면서 도시에서 상업활동이 분 

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점포 판매가 가능해지면 

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한 판매 

가 가능해지고 이들이 중개상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지나 판매지가 소비자와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업활 

동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쇼핑은 일종의 상업 활동이며， 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운 

영되고 상품01 이동하는 물류망올 갖추는 데에는 

해당 지 역이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교통 

과관련된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 업체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입지하게 되며 물류 센터는 교통망이 잘 발달된 곳 

에 입지한다(Graham & Marvin, 2(01). Ba띠와 

Miller(2000 )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예 

로 들면서 아마존을 통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구 

매 통행은 감소되지만 상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업 

체에서는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에 물 

류센터를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7.}상거래， 인터넷 

쇼핑이 기존의 상거래를대신하고구매통행을대 

체하더라도 공간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유사 

한 맥락에서 Couclelis (200 1)는 전자상거래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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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도 ’공간의 지배(tyranny of space)’를 벗어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전자상거래에 반영된 정 

보통신의 영향을 조사해 거리와 공간이 소멸된 것 

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일부는 물리적 공간에서 

일부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혼합공간 

(hybrid space)에서 이루어짐올 밝혀냈다. 

Aoyama(2001)는 일본 사례 연구를 통해 일본에 

서 전자상거 래는 다른 정보 기술처 럼 빨리 확산되 

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사 

회마다 다른 소비자의 특성올 플고 있다. 전자상거 

래가 순수한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일종의 웅용인 

까닭에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결과 미국과는 다른 행동양식을 지닌 일본에서 전 

자상거래 확산이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 

자상거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편의점을 

이용한 배송 방식을 들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식 

전자상거래 모델이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 

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전자상거래가 순수한 사이버 

세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아니고 실물 

공간올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자상 

거래， 혹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둥장하는 새로운 

상거래 방식이 기존의 공간에 영향을줄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전자상거래가 

유발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전자 공간만이 아 

닌실물공간이해결책이될수있으며，전자상거래 

로 인해 공간에 변화가나타날수 있음올 시사한다. 

111.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 
및배송체계 

1. 국내 인터넷 쇼핑의 현황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 

지는 거래 규모는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부 

분(B to B, B to G)에 비해 볼 때 큰 면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대중이 생활속에서 쉽게 경험하고느 

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은 기업과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이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 

이 이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점점 변 

화시키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규모를 금액이 아 

닌 거 래 회수로 판단할 때 전자상거래 주체들이 가 

장 빈번히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유형도 인터넷 쇼 

핑몰을 통한 B to CI)로 판매자와 구매자모두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며 인터넷의 확산으로 잠재적 소 

비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인 

터넷 쇼핑몰의 수를 살펴보면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닷컴 기업의 위기와 인터넷 쇼핑몰의 수익 

성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1)은 이러한현상을잘보 

여준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람들이 어떠한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지는 품목별 구매 경험과 품목별 거 

래액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백서(2002)에 

1) 한국 전산원의 정보화 통계 DB(http:μ때w.stat.oca.or.kr)에 따르면 2001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 간 5언 이상 사업체， 공공기 
관의 BtoB 이용 회수는 총 361 ，653회， BtoG 이용회수는 53 ，656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BtoC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50만 명이 넘는 사랍들이 평균 4.52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약 2300만 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집계돼 거래 기간이 다른 유형의 
전자상거래보다짧음에도 월둥히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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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인터넷 쇼핑몰 수 

분기별 사업체 수는 해당 기간 내 각 월별 사업체 수의 평균 

자료 :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통계정， 2002.2 

따르면 최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옹라인올 통해 구 

입한 품목은 서적류가 19.3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 

기기가 10.5%, 생활용품 10.4%, 화장품 8.6%, 레저 

용품 8.1%, 생활가전 7.lYo, 음반 CD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적과 컴퓨터의 구매 경험은 줄어든 반면 비교적 

구매 경험이 적었던 화장품， 레저용품， 생활용품 

둥의 구매경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매 

품목의 다양화는 한두 품목만을 전문적으로 판매 

하던 전문몰 외에 종합몰이 성장하면서 나타난 현 

상으로볼수있으며 구매자들도인터넷쇼핑몰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특정 상품군에 한정돼 구매하 

는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목까지 관심을 보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의균형있는발전에긍정적인 영향을줄것으로예 

상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살펴 보면 품목 당 단가가 높은 컴퓨터 및 주변기 

기，가전전자통신기기가가장매출액이 큰품목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험 행동 양식을 알기 위 

해서는 상품 당 단가가 다르므로 매출액보다 구입 

품목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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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체계 

1 ) 인터넷 쇼핑몰 배송체계의 일반적 특징 

인터넷 쇼핑몰올 통해 거래된 비디지털 재화의 

이동으로 유발된 물류 활동이 기폰 상거래의 물류 

와 구별되는 특정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물품이 물류센터에 

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최종 배송점이 분산 

되어 널리 퍼져있다. 기폰의 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직접 점포를 방문해 수행하던 상품의 이동 영역이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배송 영역에 포함된 것이 

다. 따라서 기존에는 유통점까지 배송을 실시하던 

기업의 배송 영역이 소비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 

올 이동시키는부분까지 확대된다. 

둘째， 1개 단위의 낱개 배송이 가능하다. 기존에 

는소매점이나유통점에 물건올 일정 단위로배송 

하던 것을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수량만큼 지정한 

장소로배송한다. 

셋째， 소비자가 배송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 

택권을 가질 수 있으며 기존 상거래에 비해 리드타 

임2)이 줄어든다. 소비자는 쇼핑몰의 배송 소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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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보를 통해 언제 상품이 도착할 것인지 예상하 

여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기다림을 기 

꺼이감수한다. 

넷째， 배송 정보가 개별 고객의 주문 정보를 기초 

로 정보가 이동하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한 

최종 소비자의 주문 데이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생산자와 배송업자에게 전송되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웅직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물류 정보화와 제 3자 물류 활성화， 

공동 수배송이 편리하다. 상거래 과정이 전자적으 

로 처리되면서 각종 자료와 데이터가 쉽게 이동하 

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배송 영역이 분산되고 낱 

개 배송이 가능한 점은 배송의 다빈도화를 유발하 

나 물류 정보화와 제 3자 물류 활성화는 배송의 효 

율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상품이 배송되는 방 

법은 기존의 통신판매를 통해 거래된 상품이 배송 

되는 방법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상거래 

에서 이루어지는 배송이 통신판매에서의 배송과 

다른 점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송점을 이용하는 

둥의 다양한 배송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통신판매 업체들은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 

추고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배송점을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대체적으로 부피나 무게，단가가 작은 물건을 취급 

하고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 

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점으로 이용되는 

곳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곳에 상품의 배송이라 

는 기농이 추가되는 것으로 상품이 넓은 장소를 차 

지하면 기존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따라서 크기나 가격이 다양한 상품을 다루는 다른 

통신판매의 경우보다 규격화된 작은 상품을 파는 

전문몰이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배송점을 이용하 

는것이보다용이하다. 

2) 배송 방식벌 특성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비디지털 재화를 

배송하는 방식은 배송 주체를 기준으로 자체 배송， 

제 3자 물류업체나 우체국 둥 전문 물류 업체 활용 

한 배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송 주체에 따른 

분류는전자상거래를하지 않는기존상거래의 경 

우에도 유효한 분류 방식으로 제 1자 물류， 제 2자 

물류， 물류 아웃소싱， 제 3자 물류4) 둥으로 세분하 

기도 하며 관점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구분될 수도 

있다. 

(1)자체배송 

자체 배송체계를 이용핸 업체는 물류 부문을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업체 

에서 운송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하거나 자사의 

2) 물류에서 리드타임(lead 디me)은소비자의 주문을 수령하여 재료의 조달부터 제품의 배달까지의 과청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이 
다(김태현， 1999) 

3) 배송점을 이용하는 배송전략올 취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도서， 사진， 의류， 음반， 휴대용 전자제품과 같이 소화물로 분류되어 이동 
하기 쉽고 공간올 적게 차지하는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 배종점을 이용하는 종합몰의 경우에는 배송점올 통해 수취할 수 있는 상 
품올크기가작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4) 제 1자물류는업체자체에서모든물류활동을담당하는자가물류를뭇하고，제까물류는자회사에서물류업무를처리하는것 
이다. 그리고 물류 아웃소싱은 물류 사업자가 운송， 보관 둥의 물류 기농올 단순한 수발주 관계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3자물류는 물류 아웃소싱의 단계를 넘어 하주 기업과 물류 사업자 간에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물류사업자가 공급체인 
상의물류기능전체혹은일부를대행，처리하는물류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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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수단올 통해 물자를 배송한다. 소비자가 인터 

넷 쇼핑몰올 통해 주문한 내역이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전달되면 주문에 맞춰 업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배 

송방식을 돼하는 곳은주로 대형 가전제품， 컴퓨터 

둥올 생산， 판매동}는 업체들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 3자 물류 업체로 주로 이용하는 택배， 우체국과 

같은 제 3자 물류 방식에 편숭할 수 없는 대형 물 

품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류체계를 

이용할수 있는 업체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자체 배송을 할 때 고객 입장 

에서 생각해보면 한 웹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영업점의 상품을 일팔 주문했을 경우에도 각 

영업점마다 별도로 상품이 배달되는 결과가 초래 

된다. 이 때 수취 과정도 번거롭고 상품의 반품도 

해당 영업점 별로 신청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불필요한 배송 다빈도화와 차량 적재율 감소 

가유발될가농성이높고，전체적인물류비의증가 

또한무시할수없다. 

자체배송은 판매업체， 생산업체의 배송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전체적인 물류 효 

율화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올 통해 상품이 이동할 경우에는 낱개 단위 

의 상품이 이동하고 배송점이 광역화되기 때문에 

자체배송은 필연적으로 배송의 다빈도화를 유발 

하게된다. 

(2) 전문 물류업체 활용 

전문 물류업체를 이용해서 상품을 배송하는 것 

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태배업체나 

기타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는 것으 

로 제 3자 물류를 활용한 배송， 물류 아웃소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공동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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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중심으로 배송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 

며， 제 3자 물류업체의 계약을 통해 상품 주문에 

대해 공동으로 배달하는 것과 같은 공동 수배송 전 

략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업체의 

물류센터에 배송 물량이 입고된 뒤 목적지로 한꺼 

번에 이동하여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차량 

의 적재율을 높이고 운송 빈도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배송 차량도 쇼핑몰마다 자체 배송을 실 

시하는 경우보다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인 물류 비 

용이 절감되고물류 시셜이 감축되는둥 여러 가지 

효과를얻을수있다. 

전문 물류업체를 이용한 배송은 물류 정보화 기 

술 향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모 

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자상거래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체 배송체계를 

갖추지 못한 온라인 업체나 전략상 택배를 이용하 

는 온라인 업체는 2000년 전자거래진홍원 조사 결 

과 우리 나라 인터넷 쇼핑몰 중 610/0-를 차지하고 

있다(물류와 경영 2001.4).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 

외의 경우보다 높은 수치로 인터넷 쇼핑몰이 점점 

늘어나고 소규모 쇼핑몰이 동장하면서 자체 배송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배송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전문 물류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보여준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거래된 상품은 사전 계획 

이 불가능하고， 낱개 단위의 배송이 자주 이루어지 

기 때문에 개별 쇼핑몰별로 상품을 배송하게 되면 

소규모 쇼핑몰은 배송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 물류업체를 이용 

한 배송방식은 다양한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둥장 

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 

효율화 전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체계와 상품이동의 공간적 특성 

IV. 상품 배송체계 특성 

1.사례 업체 

본 연구에서 사례 연구 대상으로 택한 인터넷 쇼 

핑몰은 서적과 음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동}는 기존의 배송 방식 외에 

도 배송점(deliveπ point) 전략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 업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인터넷 쇼핑몰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거래 경 

험으로보았을때서적과음반이 인터넷홈쇼핑구 

매 부분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 

례 업체는도서와음반을주로판매하고있는업체 

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래 경험을 가진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구매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례 업체는 온라인 도서 

판매 업체 중 비교적 높은 매출올 올리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규모를 갖춘 회사이다. 마 

지막으로 사례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배송 방식 

이 타 인터넷 쇼핑 업체에 비해 다양하며 배송점 

전략을 가장 활발하거l 이용하고 있어 타 업체에 비 

해 보다 다양한 배송 방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사례 업체에서 사용하는배송방식은 

지하철 역사에 위치한 물류포스트를 이용한 배송， 

편의점 배송， 태배 업체를 이용한 배송， 우체국을 

이용한 배송으로 나누어진다. 분석 과정에서 택배 

업체와 우체국을 이용한 배송은 소비자가 지정한 

곳으로 상품을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 

급하여 전문 물류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직송에 포 

함시켰다. 

2. 배송체계특성 

사례 업체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배 

송체계를 사용해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소비자 직 

송의 경우 소비자가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 

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 

에 상품 배달 시점에 수취인이 항상 배달 장소에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둥장한 것이 배송점을 이용한 상품 전달 

전략이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입을 소비자틀이 

그리 신뢰하지 않는 일본은 배송점 전략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태배가 이미 보 

면화되었다;) 또한 역전 상점， 주유소， 역 구내에 

위치한 택배 자동보관 시스템6)을 이용한 태배도 

실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송점으로 이 

용되는 곳은 지하철 역사에 위치한 물류포스트7) 

5) 일본에서는 인터넷 쇼핑에서， 쇼핑올한고객의 대다수가 편의점에서의 인수， 인도를선택하고 있다(유아사가츠오， 2(01) 
6) 역 구내에 설치된 전자사물함에 이용자가 암호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올 확인한 뒤 물건올 수취해간다. 인수， 인도에 인력이 필 
요 없으나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 기존의 단첨을 보완할 수 없다. 또한 보관고의 수가 적어 이러한 배송방식은 확장성이 적으며 
사물함에 들어갈 수 있올 정도로 크기가작은 물건만 이용할 수 있고 반품이 어렵다 

7) 이 글에서는 편의상 지하철 역사 내에 셜치되어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한 물건올 직접 찾O}7}는 물류 처리 전문 부스를지하철 물 
류포스， 혹은물류포스로 칭한다. 

8) 전자상거래에서 주유소 배송은 물류업체를 통해 배송된 물건올 전해주는 일종의 상품 종착지를 주유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소비 
자가 상품올 주문하면서 주유소를 수취 장소로 지청하면 쇼핑몰에서는 전문 물류 업체에 상품올 맡긴다. 물류업체에 맡겨진 상품 
은 전문 물류업체의 상품 흐름 따라 이동하게 되며， 그 도착지가 주유소가 된다. 이 배송 방법이 소비자 직송과 다른 점은 소비자 
가 특정 주유소에 찾아가서 상품올 수령해가고 상품올 받기 위해 수취인이 지정 장소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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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유소8)가 있으며， 사례 업체는 지하철에 

설치한 물류포스트와 편의점을 배송점으로 이용 

하고있다. 

1 ) 지하철 물류포스트 01용 

지하철 물류포스트를 이용한 배송은 사례 업체 

만의 고유한 배송 방식으로 배송의 전과정을 업체 

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의 지하 

철 역사 중 25개 역에 지하철 물류포스트를 구축하 

여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물류포스트가 있는 25개 

의 역사는 모두 서울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물류 

포스트가 구축된 역사는 역내 유동 인구， 환숭역 

여부， 주위 상권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사례 업체에서는 자체 물류센터를 신도림에 마 

련해 두고， 지하철 역사로 이동하는 상품을 분류， 

배송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주문을 받은 뒤 

물건이 도착하면 물류센터에서는 물류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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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않는 상품과 지하철 역사로 이동해야 할 

상품으로 분류하고 지하철 물류포스트로 이동하 

는 물량은 차량으로 허브역(지하철 2호선 홍대입 

구역)까지 이동시킨다. 물류포스트가 설치된 25개 

역마다 한 명씩 배정된 캐리어(Caπier)는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카트(cart)에 도착한 상품을 싣고 

허브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자신이 맡고 있는 역 

사까지 이통한다. 지하철 물류포스트에서 처리한 

물건 중 반품， 교환 대상은 캐리어가 자신이 담당 

한 역에서 다시 허브 역으로 돌아갈 때 카트에 싣 

고 간다. 이 때 허브 역으로 이동한 물건은 물류포 

스트로 이동한 경로의 역방향으로 다시 물류센터 

에 입고된 뒤 도매상과 생산업체로 반품되는 과정 

을거친다. 

지하철 물류포스트를 이용한 배송은 현재 서울 

시내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띠라서 배송범위가서울시내로한정되는한 

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 때 구매액에 관계없이 무료 

배송을 실시해 사례 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 

〈표 2> 지하철 물류포스트 현황 

1호선 즈c:S〉 7 -1} 

시청/을지로입구/왕십리/건대입구/강변/잠실/ 
2호선 18 삼성/역삼/강남/교대/사당/신림/서울대입구/ 

구로공단/신도림/영등포구청/흥대입구/신촌 

3호선 4 종로3가/압구정/신사/양재 

4호선 2 미O~삼거리/혜화 

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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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하철 물류포스트 이용 시 정보와 상품 흐름 

• 

| 수취인 | • 지하철 물류포스트 ~ 

(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기초로 연구자가 구성) 

들이 지하철 물류포스트 배송을 선태하고 있다 9)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물류포스트에는 쇼핑 

몰 직원이 상주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포스트에서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물건을 수취하고， 

물건을 받은 뒤 상품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반품과교환도가능하다. 판매 업체 직원 

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상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 

불하는 경우 인터넷 상에서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물품 대금을 지불할 때 생기는 불안을 해결할 수 

있고， 면대면 접촉을 통해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을지니며환불 교환에소비자와판매자모두 

에게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 

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배송점을 이용 

하는 경우보다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 

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소비자는 지하철 역내 

물류포스트가 운영 중인 시간 내에 주문한 물건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품 수취에 있어 시간의 제 

약에서는 여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난다. 

지하철 물류포스트를 이용한 배송은 인터넷 쇼 

핑을 이용히는 소비자들이 갖는 불안 해소가 가능 

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배송체계를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배송체계와 차별화된 

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배송체계를 통해 

배송할 수 있는 지역이 매우 한정적으로 배송 지역 

의 확장성이 떨어지는점이 단점이지만，물류포스 

트에 접근할 수 있는 소비지들에게는 무료이면서 

원하는 때에 상품을 수취할 수 있고， 후불이 가능 

한 이 배송 양식은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2) 편의접 배송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편의점에서 

수취하는 편의점 배송은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기 

간은 얼마되지 않았다 10) 사례 업체는 편의점 배송 

방식을 편의점 픽업 서비장} 도입된 시기부터 실 

9) 2002년 1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해당 업체를 통한 총 배송량 중 지하철 물류포스트 배송은 수취 가능 지역이 서울로 한정됐음 
에도 23만여 건으로 약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 18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편의점 픽업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4곳이며， 국내 일 
부 지역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세 곳과 계약올 맺은 편의점올 해 서비스를 받올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때년 대형 편의 
점 5곳이 제휴하여 택배 서비스 회사를 공동으로 셜립하고 전용 네트워크로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 배송하는 대면형 상거 
래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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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오고있다. 

편의점 태배 서비스에서는 편의점이 물건을 접 

수하는 역할을 하고 편의점에서부터 물건과 정보 

가 이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편의점 픽업은 편의 

점이 물건올찾아가는최종배송점의 역할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물품을 전자상거래 업 

체가물류센터에 입고되어 편의점 픽업으로분류 

하면 편의점 픽업을 실시하는 업체11) 에서 차량을 

통해 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물건은 일단 

픽업 업체의 물류센터로 이동한다. 픽업 업체의 물 

류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지정한 협력 편의점 별로 

상품을분류하여 이를각사의 물류센터로옮기고， 

각 편의점 업체에서는 이를 받아 해당 편의점으로 

가는 물류차량에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건을 실 

어보내게된다. 

편의점을 이용한 배송은 전문 물류업체를 이용 

한배송양식으로대형 편의점 체인업체 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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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편의점 전문 택배 픽업 업체에서 배송을 실 

시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서만 상품 수취가 가능하다. 이는 아직까지 

편의점 배송을 담당히는 업체의 인지Br 낮아 많 

은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충분한 배송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편 

의점 배송 권역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례 업체에서는 편의점 배송이 시작됐을 때부 

터 이 배송방식올 채태했으나 아직 배송량이 다른 

배송 방식에 의한 양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는 편 

의점 배송이 실시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서비스 도 

달 범위가 제한된 데에다 이에 대한 인지강} 낮으 

며 배송비를 직송과 유사하게(30000원 미만 구매 

시 15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지불해야 

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꾀 그러나 배송을 실시하 

는 업체와 전체적인 물류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편 

의점을 배송 종착지로 이용할 때는 이미 존재하는 

〈그림 2) 편의점 배송 시 정보와 상품 흐름 

l 구매자 | 
• 

| 수 취 인 | • | 편 의 접 l • | 펀의점 물렘터 | • l 편의점 배송업체 물템터 
(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기초로 연구자가 구성) 

11)대형 편의점 세 곳이 이러한 업무를담당흩}는 업체를공동으로셜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글의 편의점 픽업， 편의점 태배 부분 
은 이 업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2) 실제로 편의점을 방문해 본 결과 편의정 종업원들은 편의점올 통해 상품올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곳도 있었으며， 시 
행 초기 무료였던 배송료가 유료화되면서 배송량이 급감한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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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물류 흐름에 쇼핑몰 상품이 면숭할 수 있으 

므로 더욱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유아사 카즈오， 2(01). 또한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휴일이 없어 시간에 구 

애 받지 않고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상품올 수취할 

수 있어 상품 수취에 있어 시간의 제약올 받지 않 

을수 있는장점을갖는다. 

편의점을 배송점으로 이용하는 배송체계는 아직 

도입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인터넷 쇼핑몰올 

운영하는 회사나 소비자 모두에게 낯선 배송 양식 

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편의점을 통한 상품 수취가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편의 

점이 보다 널리 확산되고 배송업체의 인지Bt 높 

아져 배송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면 편의점올 배송 

점으로 이용하는 배송체계는 많은 사랍들이 편리 

하게 이용하고 쇼핑몰 업체의 배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배송 양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3) 소비자 직송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상품을 소비자에 

게 직접 배송하는방식은무점포판매에서 가장보 

편적으로 이용되는 배송 형태이다.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소비자가 상품을 전화나 우 

편으로 주문하던 것이 인터넷으로 바뀌었올 뿐 배 

송방식은 이전과 같다. 소비자 직송은 사례 업체의 

전체 배송량 중 약 SOlJo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연구 대상 업체는 우체국과 전문 배송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들의 배송 흐름을 따라 소비자가 지 

정한 장소로 상품을 전달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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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 중 오프라인과의 제휴를 통해 상품을 배 

송하지 않거나 자체 배송을 실시하지 않는 대다수 

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이러한 배송방식을 사용하 

고있다. 

구매자에게 상품 주문올 받으면， 쇼핑몰에서 도 

매상과 생산자에 주문을 전달한다. 주문을 받은 도 

매상과 생산자는 주문에 따라 상품을 생산， 분류하 

여 쇼핑몰 업체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시킨다. 

입고 후 상품은 배송 방식별로 다시 분류되고， 소 

비자 직송으로 분류된 상품은 전문 물류 업체나 우 

체국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된다. 

소비자 직송 시 구매:A}는 일정 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배송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 

며(3α)ω원 미만 구매 시 1800원， 3ω00원 이상 구 

매 시 무료) , 국내 모든 지역에 배송이 가능하다. 

사례 업체는 사전에 계약된 태배 업체에 배송을 요 

청하거나 우체국올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을 택하 

고있다. 

직송올 통해 상품을 수취할 경우 소비자가 지정 

한 곳에서 편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나， 상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배송 업체에서 배 

송하는 시간에 지정한 장소에 있어야만 한디는 점 

이단점으로작용한다. 

직송은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사용하고 있 

는 배송 전략으로 배송 영역이 한정되지 않고， 대 

량 구매를 할 경우 원하는 곳에서 별다른 이동 없 

이 상품을 수취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의 확인， 사 

후 서비장} 어렵고 기다림을 감수해야 하며， 배송 

비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으로 인해 사례 업체를 이 

용하는 절반의 사람들은 가장 익숙한 배송 방식인 

직송을 선택하지 않고 배송점을 통해 상품을 수취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 직송이 인터넷 

쇼핑몰들이 취하는 보면적인 배송 전략이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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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하철 물류포스트 이용 시 정보와 상품 흐름 

묘웰→ 

(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기초로 연구자가 구성)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배송 

방식을 통해 상품을 수취하고자 동}는 소비자가 적 

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상품 이동 
의 공간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기본 자료는 사례 업체에서 제공 

한 배송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2002년 1월 1일 

부터 2002년 8월 26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상품 배송 관련 내용을 담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일， 배송지 혹은 배송 

가능지13) 배송방식이 포함된다. 구매자 배송지와 

배송 가농지는 우편번호 6자리 중 앞의 3자리로 표 

기되어 구매자가 지정한 주소 중 시군구 단위까 

지파악할수있다. 

공간적특성 

지하철 물류포스트로 이통한 상품의 배송 건수， 

지하철 이용객 수， 고객이 배송을 원한 주소지 데 

이터를 이용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물류포스트 

로 상품을 배송할 경우 상품 이동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대 

상은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며， 서울시 사 

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1)와 통계청의 인구 

조사 통계(2000년 기준) ,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역 

별 숭하차 인원(2002년 1/4분기， 2/4분기) , 철도청 

의 통계연보(2001)를 이용하였다. 

1 ) 물동량의 공간적 분포 

역사별 배송량을 살펴보면 역별로 배송량이 가 

장 많은 역은 삼성역으로 18686건， 가장 적은 곳 

은 미아삼거리로 3609건 배송이 이루어져 약 5배 

1. 지하철 물류포스트 배송 시 상품 이동의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송량이 많은 역사들 

13) 사례 업체에서는 다양한 배송체계를 사용한다. 소비자 직송과 편의점 배송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올 수령한 곳이 배송지가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주로 활동하는 곳올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자주， 오래 머무는 곳올 배송지로 선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철 물류포스트로 상품올 배달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근거지가 어디든 간에 상품은 업체가 설치한 
지하철 물류포스트로 이동하게 되고， 소비자가 상품을 수취한 곳은 지하철 역사로 물류포스트가 설치된 몇몇 지하철 역사로 한 
정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물류포스트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배송올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 곳올 이 글에서는 배송 가농 
지로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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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삼성， 신도림， 을지로입구， 신촌， 잠실 둥이 해 

당된다. 이 역사들은 주로 업무 지구에 위치해 있 

거나 환숭역， 혹은 대학가에 위치해 직장인， 학생 

들이 출퇴근， 둥하교 길에 상품을 수취하기 용이한 

역이다. 반면상대적으로배송량이 적은지역은주 

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한 역사들이 많이 해 

〈표 3) 지하철 물류포스트별 배송량 (기간: 2002년 1월"'8월) 

1호선 조=카...， 7189 7189 3.11 3.11 

AC그}k <>{ 18686 8.08 

신도림 16292 7.05 

을지로입구 14129 6.11 

시‘-초‘- 11469 4.96 

잠실 11458 4.96 

건대입구 11192 4.84 

서울대입구 10959 4.74 

교대 10741 4.65 

시청 10722 4.64 
2호선 184629 79.87 

홍대입구 9918 4.29 

사당 9403 4.07 

강남 9121 3.95 

영등포구청 8650 3.74 

신림 8279 3.58 

역삼 7961 3.44 

왕십리 5362 2.32 

구로공단 5258 2.27 

강변 5029 2.18 

앙재 10477 4.53 

종로3가 9889 4.28 
3호선 29693 12.84 

신사 4834 2.09 

압구정 4493 1.94 

혜화 6012 2.60 
4호선 9621 4.16 

미아삼거리 3609 1.56 

겨| 25 231132 100 

자료:업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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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이러한현상은많은사람들이 주로고정적 

으로 이통해야 하는 직장이나 학교 주변에서 상품 

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각 물류포스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면 

담한결과시청，삼성， 역삼동의 업무지구에 위치 

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물류포스트에서 근무하 

는 직원들은 하루 중 시간으로 볼 때 퇴근 시간대， 

그리고 1주일 단위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교 

적 상품을 수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역사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퇴근 시 혹은 출 

근하지 않는 주말을 사이에 두고 상품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대학가인 신촌 

과 홍대입구역은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꾸준히 

상품을수취하는손님이 있지만계절에따라배송 

량이 변해， 방학 기간에는 배송 물량이 많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고객 

이 주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 대학의 

학생이 주요 고객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평일 

과 토요일에만 오픈하며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퇴 

근시간에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영업 시간내이 설정 

된 것도 이러한 고객들의 구매 성향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 미아삼거리， 구로공 

단에 위치한 물류포스트는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 

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도서나 참고서， 

만화책과 같은 상품을 수취해가는 고객도 많은 것 

으로나타났다. 

2)지하철 이용 인구와 물동량의 상관관계 

地理學論훌 제41호 (2003.3) 

여기서는 각 역별 물동량과 역사를 이용하는 인 

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유동인구가 많을 

수록상품을수취할수 있는잠재적 고객이 늘어나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하철 역 

별 인구는 숭하차 인구와 환숭 인구로 구성하였다. 

지하철 물류포스트의 물동량과 지하철 이용 인 

구와의 상관분석 결과 이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계수가 0.48267이 

고， 유의확률이 0.0145로 낮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지하철 역에 설치된포스트에서 더 많은소비 

자가 상품을 수취해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상관계수가 0.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도보 통행의 목적으로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사 

람의 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역사별 이용객의 연 

령， 직업， 성별 둥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역사를 통과해 지하철로 이동하는 숭객의 수 

전체를 그 역사의 이용객 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환숭역의 경우 이용객 수에 비해 배 

송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며 업무지구에 위 

치한 을지로입구， 역삼역으로의 배송량은 지하철 

이용 인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두 역사 

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류포스 

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찰구 바깥 쪽에 물류포스 

트가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도보통행 목적 

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류포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특정을지니고있다 

따라서 지하철 이용객 수와 배송량이 양의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역사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그정도는다르게나타나며，물류포스트의 역사내 

위치도 이 둘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14) 평일 오전 10시%분에서 오후 8시%분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분에서 오후 5시까지 영업올 실시하며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점심시간으로상품올수취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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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배송 가능지와 지하철 물류포스트 

특정 물류포스트를 이용한 고객이 지정한 주소 

를 통해 해당 지하철 물류포스트를 이용한 고객의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고객은 상품 주문시 

배송 가능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자태 혹은 

직장으로 선택되고 이 둘 사이의 구분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가 전체 배송 가농지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물류포스트가 서울 시내에 

만 위치하고 있으므로 배송 가능지 주소는 서울 시 

내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배송 가능지로 선태된 비율이 높은 구는 대부분 

물류포스트가 설치된 역사가 위치한 지역이거나 

지역 내에 역사가 설치되지 않았어도 인근 지역에 

물류포스트가 설치된 곳이 많다. 그리고 서울 시내 

에서도 주요 업무 지구로 꼽히는 지역은 배송 가능 

지로 자주 션태되고 었다. 반면 배송 가능지로 선 

태된 회수가 적은곳은주거지역인 경우가많다. 

이러한 현상은 지하철 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자태보다는 직장을 배송지로 선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직장을 배송 가능지로 선 

태하는 경우가 8(1)/0 이상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역사별로그 역사가속한지역으로배송가능 

지를 선태한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물 

류포스트별로 소비자가 지정한 배송 가능지가 역 

A까 속한 지역과 일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를 나타내며， 지역 내 선택 비율에 따라 3개 그룹 

으로분류하였다. 

직송올 통해 상품올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물류 

포스트가 속한 구로 선태한 비율이 높은 곳(7C1l!o 

이상)은 중구에 속한 시청， 을지로입구， 강남구에 

속한 역삼， 삼성， 압구정， 그리고 서초구에 속한 교 

대역이다. 이 역들이 위치한곳은모두파산업 

이 밀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곳은 주 

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이거나 환숭역에 물류포스 

트가 위치한 경우가 많다. 종로 3가역과 영둥포구 

〈표 4) 소비자가 지정한 배송 가능지의 구별 빈도(기간 : 2002년 1월rv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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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역은각각종로구와 영둥포구에 위치해 고차산 

업이 발전한 지역에 있는 역으로 볼 수 있지만 환 

숭역으로 지역에 대한 배송 요구 집중도는 떨어지 

는 편이다. 이 두 역사에 설치된 물류포스트는 환 

숭 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환숭객이 쉽게 구 

매한 상품을 찾아갈 수 있어 환숭객이 상품을 수취 

한 뒤 다시 지하철을 이용해 역사와 거리가 먼 지 

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신도림역은 환숭역의 특정 

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내에 배송지로 

선태된 비율은 12.13%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2 

호선과 1호선이 지나는 영둥포구(20.28%) ， 2호선 

地理學論훌 제41호 (2003.3) 

이 지나는 강남구06.3%)로 선태된 비중이 컸다. 

반면 시청역과 교대역은 환송역이지만 주변 지 

역에 대한 집중이 매우 크다. 시청역의 경우 물류 

포스트가 지하철 숭하차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 

만 이용할 수 있게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역사를 

도보 통행의 목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 

기 용이하게 되어 있다. 교대역은환숭객이 물류포 

스트를 이용할 수 있게 내부에 위치하긴 했지만 환 

송 통로나 숭하차장 근처가 아닌 출구 옆에 있어 

사실상환숭객이 이용하기 어렵게설치되어 었다. 

시청역과 교대역은 환숭역이기는 하지만 해당 지 

〈표 5) 각 역사별 지역 내 배송 가능지 선택 비율 

지역내선택비율 역삼(89.80) 삼성(88.64) 시청(83.56) 
82.39% 

70% 이상 을지로입구(80.75)， 압구정(77.45) ， 교대(74.14) 

지역내선택비율 
신.A.K60.97)， 홍대입구(60.13) ， 앙재(57.97) ， 

50% rv 70% 
강남(56.95)， 잠실(52.48)， 서울대입구(51. 62)， 55.23% 

혜화(50.99)， 종객50.71} 

왕십리(41.84) ， 영등포구청(41.19) ， 
지역 내 선택 비율 신촌(31. 42) ， 강변(29.59)， 종로3가(26.94)， 

23.88% 50% 미만 신림(23.74)，건대입구(19.00)， 구로공단(16.10)， 신도림(12.13)， 미아삼거리 
(10.47), 사당(10.29) 

계 25 47.95% 

역으로의 배송 요구가 많은 것은 물류포스트의 위 

치 때문에 환숭객이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1 ) 물동량의 공간적 분포 

편의점을 통해 상품이 배송된 회수는 서울과 수 

도권 지방이 압도적인 비중올 차지한다. 전체 

19000여 건의 배송량 중 97% 정도가 서울과 수도 

권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이 외의 지역은 각각 150 

2. 편의점 배송 시 상품 이동의 공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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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삼성역에서 상품을 수취한 소비자들이 선택한 배송 가능지 비율 분포 

배송지 선택 비율(%) 
0.00- 0.50 
0.51- 1.00 
1.01- 5.00 
5.01- 10.00 

.• 흩 10.01- 50.00 
톨톰 50.01- 100.000 

·짧， 

o & 빠lolMt.rs 
e뤘톰됨뤘톰룹 

〈그림 5) 신도림역에서 상품을 수취한 소비자들이 선택한 배송 가능지 비율 분포 

배송지 선택 비율(%) 

0.00- 0.50 
0.51- 1.00 
1.01- 5.00 
5.01- 10.00 

10.01- 50.00 
50.01- 100.000 

，짧· 

o S K1lomet.1'1I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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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안팎의 배송이 이루어진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 

은 사례 업체가 주요 마케팅 대상 지역으로 삼은 

곳이 서울과 경기 지 역으로 오프라인 상의 광고를 

지하철을 통해 실시하였고， 인터넷 도서 쇼핑몰의 

후발 업체로 타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하철 

배송올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 

에게 알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편 

의점의 출점 전략에 따라 주로 대도시에서 편의점 

을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의 

배송 집중 현상이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편의점 

입지의 기본 원칙은 점포가 고객을 홉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모이는 장소에 점포가 입지하여 그 

주변의 상주인구 또는 유동인구의 쇼핑 행동에 대 

웅하는 것이다(한국편의점협회， 1995). 이 전략에 

따라 편의점이 입지하게 되면 지방의 군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연히 편의점을 이용하기 어 

려우며， 이러한 편의점 분포는 지역의 인구적， 경 

제적 속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게 된다. 

배송 데이터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18 시군 중 11 

곳， 충청남도는 15 시군 중 9곳， 충청북도는 12 시 

군구 중 5곳에서는 편의점을 이용한 상품 수취가 

地理學論훌훌 제41호 (2003.3)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해협}는 지 역 

은군부이거나규모가작은소도시이기 때문에 편 

의점이 한 곳도 위치하지 않았거나 편의점 수가 적 

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대도시에 비해 용이하 

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편의점의 입지 특성은 

소비자가 상품을 보다 용이하게 수취하기 위해 소 

비자가 선돼하는 배송 방식인 배송점 이용을 원천 

적으로가로막고었다. 

편의점의 입지 전략에 따른 편중된 분포와 업체 

의 특성으로 물량 편중 현상은 배송점으로 이용되 

는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쉽게 

상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배 

송방식이 오히려 쇼핑몰의 이용을 가로막는 요소 

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2) 분석 결과 

상품 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 

적， 경제적 속성을설명변수로하여 편의점을통한 

상품 수령ψ}능한 2ω2년 3월 18일 이후부터 8월 

〈표 6) 편의점 배송 시 지역별 상품 배송량(기간 : 2002년 3월 18일rv8월) 

서 울 
서울 15219 79.69 

및 인천 512 18524 2.68 96.99 
수도권 

경기 2793 14.62 

강원 강원 136 136 0.71 0.71 

대전 173 0.91 

충청 충북 99 483 0.52 2.30 

충남 166 0.87 

전 처| 19098 100 

자료:업체제공자료 

-51-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체계와 상품이동의 공간적 특성 

까지의 물동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물동량은 건 수에 자연로그를 취해 사용하였 

다. 설명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은 인구(단위: 명) , 

20세 이상 40세 미만 인구 비율(단위: %)， 1인당 지 

방세 부담액(단위: 천원)， 재정자립도(단위: %)이 

다. 

여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 이동에 대 

해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단계별회 

귀(STEPWISE) 기법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올 점검한 결과 변수들 간 

의 공선성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모든 변수를 

이용해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변수 선택과 제거 시 

유의 확률을 0.15로 정하고 단계별회귀를 실시한 

결과 재정자립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채태되었 

으며， 결정계수가 0.7459로 나타났다. 회귀식에서 

나타난 변수의 단위가 다르므로 표준화회귀계수 

를 통해 각 변수가 회귀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파악해보았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큰 영 

향력을 지니고 다음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 인구 

비율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 

적 속성이 편의점을통한상품배송량과밀접한관 

련을지니고 있음을보여준다. 지역의 경제력을간 

접적으로 보여주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회귀식 

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변수들은 모두 t값이 2 이상 

이며， 유의확률이 작아 배송량올 설명하는 데 유의 

성을지니고있다. 

지역의 인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 

품에 대한수요를반영하며 지역 내에 편의점이 입 

점하게 되는 유인원이다. 또한 편의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송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 

에 소비자들이 편의점올 배송점으로 선태하게 되 

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20세 이상 40세 미만 인구 

비는 해당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근해 상품을 구매 

하는 사람의 비율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편의점 

이용에 익숙한 계충의 비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1인당 지방세 납부액 

은 지역의 간접적인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용되었는데， 회귀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 

으나 배송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품의 지역별 배송량은 지역의 인구적， 

경제적 속성과양의 상관관계를보여 기존의 상거래 

에서 수요창출요인으혹여겨지던요소들이 인터넷 

쇼핑몰에도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소비자 직송 시 상품 이동의 공간적 분포 

및특성 

1) 물동량의 공간적 분포 

각 지역별 배송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표 7) 각 변수별 표준화 회귀계수 

유의확률 

7.86 

(0.0001 쨌
 -뻐
 

; 
: 

0 

-
ι
U
 

0.33387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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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전체 배송 건수의 8{1>/0에 육박동}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편중이 심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앞 절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례 업 

체가주요마케팅 지역으로삼은지역이 서울과경 

기 지역으로 오프라인 상의 광고를 지하철올 통해 

실시하였고， 지하철 배송으로 사례 업체가 널리 알 

려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서울과 수도권올 제외 

하면， 부산과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면에 속 

한다. 그 외의 광역 자치 단체들이 차지하는 비중 

은 유사하며， 규모가 작은 광역 자치 단체인 울산 

과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 

를보이고있다. 

地理學論훌훌 제41호 (2003.3) 

2) 분석 결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된 상품의 배송량이 지역 

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적 경제적 속성을 설명변수로 하 

여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물동량에 대한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동량은 건 수를 기초로 

하여 이를 자연로그를 취하여 이용하였다. 설명변 

수로 활용한 변수들은 인구(단위: 명)， 20세 이상 

40세 미만 인구 비율(단위: %), 1인당 지방세 부담 

〈표 8) 소비자 직송 시 지역별 상품 배송량(기간 : 2002년 1월rv8월) 

서 울 
서울 151089 60.60 

q1C| 인천 η37 192617 3.10 η.26 

수도권 
경기 33791 13.55 

강원 강원 5950 5950 2.39 2.39 

대전 6252 2.51 

충청 충북 3674 14346 1.47 5.88 

충남 4722 1.89 

광주 4122 1.65 

호남 전북 3765 10955 1.51 4.39 

전남 3068 1.23 

부산 8239 3.30 

대구 3329 1.34 

영남 울산 2044 23223 0.82 9.32 

켜。:닙다 4560 1.83 

경남 5051 2.03 

제주 제주 1909 1909 0.77 O.η 

전 처| 19098 100 

자료:업체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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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단위: 천원) , 재정자립도(단위:%)이다. 

분석에는 단계별회귀(STEPWISE) 기법을 이용하 

였다. 이 때 설명변수 별 분산팽창인자와 상태지표 

로 살펴본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를 이용해 회귀식 

을 도출하였다. 변수 선태과 제거 시 유의 확률을 

0.15로 정하고 단계별회귀를 실시한 결과 재정자립 

도는 변수에서 제거되었으며， 결정계수가 o.n%으 

로 나타났다. 회귀식에서 나타난 변수의 단위가 다 

르므로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 각 변수가 회귀식 

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았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인구와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비율에 대한 표준화 부분회귀계 

수가 크게 나타나 인구적 속성이 대상 쇼핑몰의 소 

비자 직송에 의한 상품 배송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올알수 있었다. 그리고지역의 경제력을칸접 

적으로 보여주는 지방세 부담액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변수들은 모두 t값이 

2 이상이며， 유의확률이 작아 유의성올 지니고 있 

다고해석된다. 

지역의 인구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며 인 

터넷에 접근하는사람의 수를가늠할수 있는지표 

이다. 또한 20세 이상 40세 미만 인구비는 해당 지 

역에젊은충이 얼마나거주하고있는지를알수있 

는 지표로 동시에 경제력을 가지고 인터넷에 접근 

할가능성이 높은사람의 비율을 짐작할 수 있게 한 

다. 일반적으로 젊은 계층이 인터넷에 보다 친숙하 

고 인터넷 쇼핑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인터 

넷 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지 

역의 간접적인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 

었는데， 다른 변수에 비해 회귀식에 미치는 영향력 

은 작으나 지역의 경제력이 배송량에 어느 정도 영 

향을주고있음올보여준다.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01 이동하는 경우 상품의 

이동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체로 집중하나 전 

반적으로 지역의 인구적 속성과 경제적 속성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대도시 지역에 배 

송량이 많고 군부에는 배송량이 적은 원인을 설명 

해준다. 

그리고 소비자 직송 시 인구적 속성， 경제적 속성 

과 배송량과의 상관계수는 편의점 배송에서 살펴 

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직송이 

편의점을 이용한 수취 방식과는 달리 지역에 이미 

갖춰진 인프라와는 관계없이 상품을 수취할 수 있 

어 지역의 인구， 경제적 요소의 영향이 상품구매에 

보다큰 영향을끼치고 있는 것으로사료된다. 

VI. 결 론 

〈표 9> 각 변수별 표준화 회귀계수 

유 의 확 률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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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0.0001 

6.55 

(0.0001 



지금까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과 배송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사례 연구를 통해 인터 

넷 쇼핑몰의 다양한 배송체계와 배송 방식별 상품 

이동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인터넷 쇼핑 

몰이 취하는 다양한 배송체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 

라 상품이 어디로， 누구에게 이동하는지 밝히는 것 

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자는 배송을 담당하는 각 업 

체의 담당지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품 이동 경로를 

밝히고， 사례 업체의 배송 데이터를 이용해 배송량 

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 쇼핑몰을 통해 거래된 상품 

이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연구는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의미를찾을수 

있다. 첫번째로 인터넷 쇼핑몰들이 배송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오프라인과의 결합을 제안하는 담론 

적 논의를 실제 사례 연구 차원으로 끌어들여 배송 

점 전략을 살펴보았다. 두번째로 사례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많은 이들에게 낯선 배송 방식인 배송점 

활용 전략과 실제 공간과 전자 공간 상에서 이루어 

지는 정보와 상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각 배송방식의 특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이해하 

는 데 도움을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 공간에서 

거래된 상품이 배송 방식에 따라 실제 공간에서 어 

떠한 특정을 지니고 이동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인 

터넷 쇼핑몰의 배송에 대한 하나의 공간적 분석을 

위한시도로볼수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공간의 영향을 받고 

있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쇼핑몰이 공간， 유 

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이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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