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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T he v olum e of electronic comm erce ba sed on Intern et an d n et w ork
tr affic is in creasing rapidly . T he objectiv e of th is study is t o ex am ine
th e current st atu s of the expon ent ially m ultiply in g cyb er - shopping m all
phenom enon . T o this end, dat a obt ain ed from a single cyber - shopping
m all ex em plified cu st om er purchasin g behavior an d provided decision tr ee
and corr espon dence an aly sis deriv ed cu st om er segm ent at ion an d
m erchan dise.

K ey w ords : Cyber Shopping M all, Decision tr ee

Ⅰ . 서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영혁신은 시스템의 통합과 함께 기존의 오프라인

(Off- Line)상의 마케팅을 온라인 (On - Lin e)상의 마케팅으로 그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

고 있다.
온라인 업체는 저렴한 가격과 접근의 편리성 등에 힘입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1년 7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최근 3개월간 물품을 구매한 사용자의 수는 2000년 3월 120만

명에서 2001년 6월에는 320만명 (266.6% 증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인

터넷 사용자중 월평균 한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223만명(이용률

51.6% )이며, 인터넷 사용시간은 주당 10.4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전국

4,168가구 12,139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

0.907%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쇼핑몰중 한 회사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

여 쇼핑몰의 회원 및 고객의 구매양상을 살펴보고, 고객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을 위한 방법으로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이탈고객 및 재구매 고객의 분류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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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SA S 6.12와 E - miner 이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연구대상 회사의 고객 DB 및 상품DB 그리고 거래 DB

로부터 고객의 회원 번호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통합하고 정제과정을 거쳤으며, 다

음으로 이탈고객 및 구매고객을 예측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목표변수와의 관계

를 통해 분석변수를 선정하였다.

Ⅱ . 국 내 사 이버 쇼핑 몰의 규모 와 연 구 대 상의 특성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기업과 소비자간(B2C)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서 조사중인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7월 현재 약 2000여개의

쇼핑몰이 활동중이며, 전체 총소매 거래액 대비 B2C 비중은 1.9%에 불과하지만 쇼핑

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8.1%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사이버 쇼핑몰의 거래 규모

구분 2000년 7월 2000년 10월 2001년 3월 2001년 7월
전년 동기대비

증가 (%)

사업체수(개) 1,791 1,846 1,915 2,026 235(13.1%)

B2C 매출액(억원) 1,088 1,424 1,763 2,155 1,067(98.1%)

총소매업

거래액(억원)
105,869 109,555 110,187 113,421 7,522(7.1%)

총소매액에 대한

B2C 거래비중(%)
1.0 1.3 1.6 1.9 -

*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통계청, 2001. 9

그러나 이들 업체중 약 800개가 실질적인 매출 및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흑자를 기록하는 쇼핑몰은 전체 쇼핑몰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

다.

<표 2> 국내 사이버 쇼핑몰의 사업체 수 현황

구분
2000년

3/ 4분기

2000년

4/ 4분기

2001년

1/ 4분기
2001년 7월

사업체수

계 1,832 1,859 1,915 2,026

개인업체 874(47.7%) 864(46.5%) 821(42.9%) 883(43.6%)

회사법인 937(51.1%) 968(52.1%) 1,067(55.7%) 1,110(54.9%)

기타법인 21(1.1%) 27(1.5%) 27(1.4 %) 30(1.5%)

쇼핑몰

형태

종합몰 272(14.8%) 282(15.2%) 294(15.4 %) 319(15.7%)

전문몰 1,560(85.2%) 1,577(84.8%) 1,621(84.6%) 1,707(84.3%)

* ( )내는 구성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통계청, 20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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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월매출 1억원이 넘는 쇼핑몰은 전체쇼핑몰의 약 7%에 불과하며, 매출액이 5
억원이상 되는 쇼핑몰 3%가 전체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3> 전자상거래 업체의 월 매출 현황

5억 이상 1억-5억 1백만원-1억 1백만원 미만 무실적

3% 4 % 41% 18% 34 %

*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통계청, 2000.8

본 연구에서는 삼성몰, LG이숍 등과 같이 대형 쇼핑몰은 아니지만, 월매출액 1억원

에서 5억원 사이의 종합쇼핑몰이며 회원수는 약 20만명 정도이고 쇼핑몰 등록상품은

약 6만개인 사이버쇼핑몰이 연구 대상이다.
먼저 쇼핑몰 가입회원의 주문내역을 살펴보면, 쇼핑몰을 이용하여 주문을 한 회원

의 가입회원의 약 9.2%에 불과하였다. 특히 1회만 주문을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

은 고객이 전체 주문고객의 67%이며, 2회 이상 주문을 한 고객은 전체 회원의 3%에

그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1회 이상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한 고객을 주문 시

점을 살펴본 결과, 회원가입당일 주문고객을 하고 그 이후로는 주문을 하지 않은 고

객이 전체주문고객의 53.6%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회원의 분포와 구매고객의 분포에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결혼여부·연령·거주지역·직업을 가지고 회원의 분포와 구매고객의 분포에 대해 교

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각 변수에 대해 쇼핑몰 가입회원과 구매고객간에는 모두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회원 및 구매고객의 특성에 따른 독립성 검정 결과

변 수 분 류 2
-값 df

유의

확률

성별
회원비율 /

구매고객 비율

남자 여자
295.891 1 0.000

69.6%/ 66.8% 30.4 %/ 33.2%

결혼

여부

회원비율 /
구매고객 비율

미혼 기혼
24.047 1 0.000

76.1%/ 77.7% 23.9%/ 22.3%

연령
회원비율 /

구매고객 비율

20대초 20대후 30대초 30대후 기타

1063.505 4 0.00017.7%
/ 9.8%

22.8%
/ 23.3%

23.3%
/ 27.9%

11.3%
/ 15.6%

24.9%
/ 23.4 %

거주

지역

회원비율 /
구매고객 비율

서울 경기 기타
347.970 2 0.000

28.8%/ 26.8% 16.8%/ 22.2% 54.4%/ 51.0%

직업
회원비율 /

구매고객 비율

학생 사무직 기타
2509.948 2 0.000

29.1%/ 46.1% 20.2%/ 13.9% 50.7%/ 40.0%

쇼핑몰 등록상품의 가격은 평균 102,660원 (표준편차 295568.8원)으로 상품의 81.9%
가 10만원대 이하의 가격을 나타냈으며, 매출상품 수의 평균가격대는 58,008원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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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16,535원)으로 등록상품과 매출상품에 대해 독립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쇼핑몰 등록상품의 가격대 및 매출상품의 독립성검정

가격대 등록상품 비중 매출상품 비중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5천원미만 15.5 13.4

2=273.283 d.f=7 0.000

5천-1만원 13.8 13.0
1만-3만원 25.9 26.9
3만-5만원 13.7 16.0

5만-10만원 11.8 12.6
10만원-20만원 8.0 9.6
20만원-50만원 7.0 6.4
50만원 이상 4.2 2.1

평균 102,660원 58,001원
표준편차 295,568 116,535

한편, 매출상품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구매고객의 연령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상품가격의 연령에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0.000), 가

격대와 직업에 대해서도 매출상품가격과 직업에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유의확률 0.000).

<표 6> 매출상품 가격대별 연령분포

구 분
연령대

10대 20대초 20대후 30대초 30대후 40대 50대이상

가

격

대

5천원미만 5.3% 11.1% 28.5% 32.5% 13.8% 8.3% .6%
5천-1만원 6.6% 9.9% 22.7% 33.0% 16.1% 10.0% 1.7%
1만-3만원 5.1% 9.5% 25.9% 29.9% 17.0% 11.3% 1.3%
3만-5만원 7.3% 8.4% 23.4 % 30.3% 15.9% 12.7% 1.9%
5만-10만원 3.9% 6.6% 23.4 % 31.3% 16.9% 15.8% 2.1%

10만-20만원 7.0% 8.4% 22.4 % 27.1% 16.2% 16.3% 2.6%
20만-50만원 5.4 % 6.3% 21.3% 28.7% 17.1% 18.7% 2.5%
50만원이상 1.1% 2.9% 21.1% 31.5% 19.0% 21.1% 3.2%
전 체 5.7% 8.8% 24.6% 30.5% 16.2% 12.5% 1.6%

Ⅲ . 의사 결정 나무 를 이 용한 이탈 고객 과 재 구매 고객 의 분 류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마이닝에서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료를 분류하고자 할 때 매

우 효과적인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

(clas sificat ion )와 예측(predict ion )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그러나 신경망구조 분석

과는 달리 나무구조로 규칙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만, 어떤 적용에서는

얼마나 잘 분류하거나 예측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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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의 구조에서는 목표변수가 나무의 맨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각 예측

변수가 계층적으로 위치하는데 예측변수중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변수가 목표변수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관련성이 깊은)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탈고객과 재구매 고객의 분류를 위해 의사결정나무를 통한 분석을

하였다. 먼저 쇼핑몰에 가입을 하여 1회 이상 구매를 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탈고객

을 분류하였다. 목표변수는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1회 이상 구매를 했

으나 최근 6개월간 구매를 전혀 하지 않은 회원을 이탈회원(1:이탈, 0:비이탈)으로 하

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는 성별, 연령, 직업, 지역, 결혼여부, 총구매량 2개 이

상 여부를 사용하였다.

< 그림 1>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이탈고객의 예측

이탈확률이 큰 회원군은 직업이 16, 20(군인, 기타)이고 연령이 25세 이하인 회원의

이탈확률이 87.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직업이 00, 07, 12, 19 (학생, 마케팅, 언

론, 무직)이고 연령이 22세 이하인 회원군이 85.6% 그리고 직업이 01, 04, 05, 09, 10,
13, 14, 15, 16, 17, 20(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 예술관련, 교육직, 정치인, 종교인, 농

축업, 군인, 주부, 기타)이며 연령이 26세 이상이고 회원 가입 후 상품 구매량이 1인
회원중 미혼자의 이탈확률이 86.7%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쇼핑몰에 가입을 하여 1회 이상 구매를 한 회원중 1회 구매고객과 2회 이

상 구매고객을 목표변수 (1: 2회이상 구매고객, 0: 1회 구매고객)로 하여 고객의 재구매

율이 높은 회원을 예측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수는 성별, 연령, 직업, 지역, 결혼

여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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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재구매율의 예측

재구매율이 높은 회원군은 직업이 02, 16, 17 (관리직, 군인, 주부)이고 기혼인 회원

군의 재구매율이 44.7%로 나타났으며, 재구매율이 낮은 회원군은 직업이 00, 06, 07,
09, 11, 12, 13, 14, 15 (학생, 기술직, 마케팅, 예술관련, 노동직, 언론, 정치인, 종교인,
농축)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회원군으로 분석되었다.

Ⅳ . 결 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쇼핑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시도로서 국내 사이버쇼핑몰

중 한 회사에 대해 인구변인과 구매고객등의 특성을 살펴보고, 고객 세분화와 후속

마케팅을 위해 사전 작업의 하나로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고객 분류를 시도함으로서

사이버 쇼핑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사이버쇼

핑몰은 전체 쇼핑몰이 아니라는데 연구의 제약점이 있으며, 향후에는 사이버 쇼핑몰

의 고객만족도라든가, 사이버 쇼핑몰의 비교우위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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