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사이트 패션 리테일링

핵심내용

전자소매의현주소와이들이목표로삼는소비자

비교적작은비용으로인터넷웹사이트를디자인하는방법

다양한종류의패션웹사이트와이들이마케팅수단으로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된이유

점포그리고무점포소매업의신조어, 그리고회사들이소비자에게다가가기위해이러한방법을쓰는이유

상호작용이란개념이패션웹사이트에서중요한부분이된이유

인터넷사기로부터소비자들을보호하기위해업계가대처하는방법

회사의상품을판매하기위한수단그이상이된일부카탈로그의방식

소비자들이카탈로그쇼핑만을이용하는이유

카탈로그쇼핑을운 해온회사가판매루트의한방법으로웹사이트를추가하는이유

인터넷카탈로그의특징과소매업들이인터넷카탈로그를이용해잠재고객에게다가가는방법

QVC를케이블홈쇼핑프로그램에서최고일인자가되도록만든통계수치

오프사이트패션리테일링의다양한최근동향

점포형 소매점이 아직 패션 소매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프사이트(off-site) 소

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 카탈로그, 홈쇼핑 채널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높은 판매량을 보여 주고 있다. 

오프사이트 무대에서 최고의 팡파르를 울리고 있는 전자소매(e-tailing)는 주목해 볼 만하다. 전

자소매가 매출실적에 보탬이 되어 전체적인 수익성을 올릴 것이라 기대하여 거의 모든 주요 소매

업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구축한 점포형 소매점과 카탈로그 회사들이 있는 반면 웹사이트만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도 있다. 이렇게 웹사이트만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중의 하나인 이베이(eBay)는 언뜻 보기

에 골동품, 은 식기, 가정용품 등과 같은 물건을 경매하는 곳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프

라다(Prada)나 사넬과 같은 고급 패션 브랜드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유명 디자이너의 상품을 사려면 디자이너의 부티크나 니만 마커스와 같은 상류층을 위한 상점을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베이와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매장에서 보다 훨

씬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소매업 초창기 카탈로그는 시어스(Sears)와 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의 주된 사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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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현재 시어스의 카탈로그 부서는 없어지고 몽고메리 워드 회사는 문을 닫았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가정이 매주 많게는 12개가 넘는 카탈로그를 받고 있는데 이 카탈로그는 백화점 상품

을 보여 주는 것에서부터 카탈로그만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카탈로그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이 회사들은 다양한 상품들을 카탈로그에 담아 시간이 없거나 온사이트 매장을 직접 방문

하여 상품을 사는 것을 즐기지 않는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정교하게 세공된 값비싼 보석과 그 밖의 다양한 패션 관련 상품들이 케

이블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들은 점포형 소매점을 직접 방문해서 상품을 사는 것보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쇼핑하는 것을

더 즐긴다. HSN과 QVC가 주역으로 이끌고 있는 이 홈쇼핑 프로그램은 매일 수백만 달러의 매출

을 올린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각 오프사이트 소매 채널은 더욱 그 인기를

더해갈 것으로 보이며 점포형 소매업체의 매출도 더 많이 잠식될 것이다. 

1. 전자소매

전 세계적으로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구도 전대

미문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구매수단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수익이 사상 최고인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

한다는 것을 파악한 인터넷 회사들은 더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여러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한다. 

온라인(on-line)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한 액수는 2002년 74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서 주

목해야 할 점은 이 온라인 구매자의 49%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점포형 소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에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현저히 높은 숫자다. 오프사이트 소매업자들

은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 남성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 컨설팅 회사인 컴스코어(comScore)가 조사해 본 결과, 가격을 비교하는 웹사이트를 주

로 이용하는 이들은 35~44세의 최소 연 6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남성들이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것은 소수 쇼핑객들의 인터넷 사용의 증가이다. 이들 소수 쇼핑객들은 패션 소매업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또 한 분류의 소비자 그룹이다. 

전전자자소소매매(electronic retailing) 또는 E-tailing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시장에서 패션 의류상품과 액세

서리가 중요한 상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컴스코어가 조사한 바로는 여행관련이 아닌 전자상

거래 부분에서 패션 관련 상품이 일곱 번째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 전자소매 채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사용되는 신조어들이 생겨났

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검색 엔진, 닷컴, 웹사이트, 하이 스피드 액세스와 같은 용어에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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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사이트 만들기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화면을 접하게 된다. 특히 세일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경우 여행상품에서 가정용품에 이르는 광범위한 품목을 판매한다. 지

면광고나 전파매체를 통한 광고와 마찬가지로 전자소매 웹사이트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과

형식을 사용해서 광고한다.

제품라인을 소개하기 위해 몇 개의 다른 화면을 쓸 것인가,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를 포함할

것인가 등에 따라 사이트를 만들 때 드는 비용에 차이가 나고 이것은 디자인의 차이로 이어진다. 

(1) 디자인 개발

디자인 본질은 회사의 사이즈, 취급상품의 종류,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에 따라 변하

게 된다. 비용 투자에 제약이 있는 회사의 경우 상품과 가격만을 올리는 웹웹사사이이트트 템템플플릿릿(Web site

templates) 기본형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비용만 내면 웹사이트 디자인 회사가 이러한 모델을 설

계하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타입의 사이트를 운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터

넷 서비스 회사에 내는 월 사용료와 처음 구축할 때 드는 비용이 전부다. 

다른 경쟁사와 구별짓기 위해 대부분의 전자소매업체의 웹사이트들은 전문인을 통해 차별화되

고 회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맞추어 만들어진다. 

(2) 웹사이트 설계

사용자가 검색 엔진에 접속하여 전자소매업체(e-tailor), 온라인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체 웹사이트

등의 단어를 검색 창에 입력하면 여러 가지 검색 방법에 따라 금방 엄청난 수의 업체리스트를 받

을 수 있다. 이 리스트 중에는 거의 한두 페이지에 달하는 점포형 소매점과 주소만을 담은 간단한

광고에 지나지 않는 웹사이트도 있고 좀 더 복잡하게 회사소개, 상품과 서비스 설명, 매장 위치,

온라인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등을 보여 주도록 많은 페이지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들도 있다. 

그 외에 수많은 페이지를 담고 있는 대형 웹사이트들도 있다. 이런 대형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업체로는 최대한 많은 잠재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멀티채널 소매를 하는 대형 백화점, 멀티채

널 마케팅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체인 상점, 그리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루트는 오직

인터넷인 웹사이트로만 운 하는 회사(Web site-only)들이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로만 운 하는 회사는 점포형 소매점이 매장을 자주 정리하듯이 웹사이트의 사

이즈, 범위, 외양, 판매하는 상품 등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바꾼다. 전자상거래 상점을 일정 기간마

다 다시 꾸며 소비자로 하여금 이 업체들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도록 한다. 

웹사이트의 효율성을 위해 이들 업체는 사내에 웹 디자이너를 두어 항상 웹사이트를 관리하게

하기도 하고 외부 웹 전문 디자이너가 필요한 상품 업데이트나 웹사이트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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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소매의 구분

의류상품이나 패션 액세서리, 그리고 홈 패션에 관해 운 되는 전자소매 웹사이트들 중 가장 큰

사이트는 대부분 점포형 소매업체의 웹사이트이고, 그 뒤로 웹사이트 상점을 같이 운 하는 카탈

로그 상점, 웹사이트 상점 순이다. 처음 두 가지 타입의 웹사이트는 멀티채널 형식으로 시장을 공

략하는 회사의 한 채널로서 이용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열된 웹사이트는 업체와 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인터넷으로만 되는 환경에서 단 하나의 판매루트로 이용된다. 

(1) 점포형 소매업체

상류층을 위한 노드스트롬, 니만 마커스, 삭스 핍스 애비뉴와 같은 고급 패션 상점에서 타겟과 월

마트와 같은 가치 지향적인 대형 상점들, 그리고 이둘 중간 범위에 들어가는 다른 많은 상점들의

판매는 대부분 온사이트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인터넷은 이러한 판매루트의 한 부수적인 방법으로

추가됐다.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장과는 달리 지역에 제한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닳은 업체들이 전자소매를 통해 그 판매 역을 넓혀

가고 있다. 전에는 새 지점을 열거나 카탈로그를 통해서만 새 고객들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는 전자소매를 통해 고객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비록 매장이 없는 지역은 카

탈로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그 효율성은 웹사이트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시간만 거의 3달이 걸린다. 이것은 카탈로그가 소비자에게 배달되기 전에 들

어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웹사이트상에선 새로운 세일 상품이나 판매되고 있

는 상품의 가격 변화와 같은 것을 단 몇 시간 안에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점포형 소매업체가 매장, 카탈로그, 그리고 전자소매 웹사이트를 다 구축해서 많은 소비

자들을 찾아가는 것을 두고 이들을 멀멀티티채채널널 소소매매업업체체(multichannel retailers)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써서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매업체가 고객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듀얼채널(dual channel)

유통경로가 있다. 이것은 점포형 소매점과 전자소매를 합친 것을 일컫는데 점점포포--무무점점포포 소소매매업업

(bricks-and-clicks retailers)이라고 부른다. 브브릭릭(bricks)은 회사가 운 하는 온사이트 매장을 뜻하는

것이고 클클릭릭(clicks)은 접속하여 웹사이트로 가고, 상품을 고르기 위해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는

과정을 뜻한다. 갭이나 TJX는 카탈로그보다 전자소매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 믿고 이런 점포와 웹사이트를 갖춘 소매업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2) 전자소매를 더한 카탈로그 업체

패션 관련 업체 중에는 카탈로그를 이용해 소비자와의 직접매매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업

체로 니만 마커스의 한 부서인 호초우(Horchow), 스피 (Spiegel)과 릴리언 버논(Lillian Vernon)

등이 있다. 수많은 카탈로그의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오프사

이트 소매업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시대인 오늘날엔 많은 카탈로그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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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리테일링스포트라이트

치코스

처음 치코스(CHICO’S)가 플로리다의 사니벨 섬에서 점포형 소매점으로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마빈

(Marvin)과 헬렌 그랄닉(Helene Gralnick)이 메디코(Medico) 여행에서 사온 스웨터를 파는 아주 작은 상

점에 불과했다. 이들은 처음 이룬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종류의 의류상품과 가정용품들을 구

비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를 넓혀갔다. 21년이 지난 오늘날 치코스는 100여 개의 지점을 가진 거대 소매

업체로성장했다. 

오늘날 치코스는 미국 시장에서 패션 소매업들이 유일하게 무관심했던 장년층의 여성들을 위해 패션

컬렉션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장년층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들을 위한 전문 패션 스토어는 많지 않았다. 치코스는 편안한 착용감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이즈를 보급 할 수 있었다. 치코스는 일반적으로 사이즈 8~18인 젊은 여성 층의 표준사이즈를 사용하

는 대신 사이즈를 0~3으로 해서 사이즈 0은 아주 작은 사이즈, 1은 스몰, 2는 미디엄, 3은 라지 사이즈 옷

을입는여성에게맞도록했다. 이러한사이즈를 만들수있었던것은디자인의융통성 때문이었다. 

편안한 옷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치코스의 옷은 매장이나 카탈로그,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치코스에

서 만 독점적으로 판매된다는 특징이 있다. 멀티채널 유통이라는 점에서 치코스는 온사이트와 오프사이

트 둘 다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없거나 매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 소비자들

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카탈로그나 웹사이트를 통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

다. 이러한 타입의 상품판매가 치코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편안함과 활동성을 추구하는 이 회사의

의류는 매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점이다.

오프사이트를 통해서도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의류들은 딱 맞게 입는 옷들이 아니기 때문이

다. 신축성이 있는 옷감, 고무줄을 넣은 바지와 스커트, 그리고 심이나 패드를 넣지 않은 재킷들로 이루

어진상품들로 인해그만큼반품률도 낮다.  

고객들은 온사이트 매장을 이용하든 오프사이트 매장을 이용하든‘패스포트 클럽’의 회원이면 항상 특

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회원들은 모든 구매의 5% 할인, 생일 보너스, 무료 배송, 상품권 할인, 새 회원 소

개시제공되는특별장려금, 빠른개인수표처리혜택, 그리고특별회원할인등의혜택을누릴수있다. 

치코스는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고객 상대 쇼핑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최고 상류층을 대상하는 숍 외엔 제공하는 상점이 거의 없었다. 판매사원들은 고객이 물건을 고르는 것

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옷과 액세서리를 이용해 전체적인 의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런 형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매장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이러한 특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들은 다

시매장을찾는다. 

치코스는 제품 개발을 위해 플로리다 포트 메이어(Fort Meyers)에 본사를 두고 매주 새 제품을 디자인

하고 개발하며 최근 패션 상품들로 매장을 꾸민다. 이것 또한 패션 디자인업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

다. 대부분다른회사들은빠른상품확보를위해의상컬렉션을해외에서 제작하거나조달한다. 

고객들이 온사이트 매장과 오프사이트 매장 중 어느 곳을 이용하든지에 관계없이 항상 고객들의 취향

과 요구를 잘 파악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치코스는 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유

래없는고도성장을 이뤄나가고있다. 



오프사이트 시장의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또한 이

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오프사이트의 대부분이 가가상상 카카탈탈로로그그(virtual catalog) 형식

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AOL(아메리카 온라인 : 미국 포탈 사이트 이름)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갭

닷컴(Gap.com)이나 버터플라이닷컴(Bluefly.Com)과 같은 웹사이트 파트너와 그 밖의 많은 상품

을 모아 놓은 숍앳에이오엘(Shop@AOL)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소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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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특정 카탈로그 웹사이트를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어 쇼핑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AOL에는 이용자가 어떤 특정 품목의 상품을 찾기 원하면 그 분류에 해당되는 상품의 카탈로

그를 제공한다. 패션 상품을 찾는 쇼핑객을 위해‘베이직(The Basics)’이라는 카탈로그가 있다. 이

카탈로그는 한 의상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소개해 준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전 연령대의 쇼핑객들이 이러한 오프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

한다. 카탈로그에는 익숙하지만 컴퓨터 사용에는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 노년층도 상점에 직접 가

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안함에 이끌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많은 수의 카탈로그 유통회사가 아울렛을 두어 잘 안 팔리는 재고품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이들

의 주된 사업은 오프사이트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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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ore Magazine, July 2003.

* 이 리스트는 의류상품 전체를 팔거나 일부만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표시되어 있다.

** 이 회사들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다

*** 이 회사는 주로 점포와 웹사이트를 갖춘 소매업이지만 몇몇은 멀티채널 체인점을 포함한다.

10대인터넷소매업체*표 2-1

순위 회사 판매경로

1    Wal-Mart           Bricks and Clicks
2    Sears              Multichannel
3      Target               Multichannel
4       Kmart              Bricks and Clicks
5        JCPenny              Multichannel
6        Federated Department Store** Multichannel
7         May Department Store**         Multichannel
7       Gap**           Bricks and Clicks
8          TJX**         Bricks and Clicks
10      Limited***           Multichannel

패션리테일링스포트라이트

릴리언버논

릴리언은 독일 나치당을 피해 193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망명자 다. 그녀는 결혼 선물로

받은 2,000달러를 사업에 투자하여 그녀의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우편 주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우편 주

문 사업은 가방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무료로 고객이 원하는 취향에 맞게 이름이나 문장을 새겨주었다.

릴리언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495달러를 들여 세븐틴 잡지(Seventeen Magazine)에 광고를 냈고

이것은 바로 32,000달러란 매출을 가져왔으며, 그녀는 바로 늘어난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도매상에 대량

주문을했다. 이것이 오늘날대형카탈로그 비즈니스가 된회사의첫시작이었다. 

1954년 그녀는 자신의 이름 릴리언과 사업을 시작한 도시인 마운트 버논(Mount Vernon)을 따서 회사

이름을 릴리언 버논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창고로 쓰기 위해 작은 가게를 빌리고 모노그램 비즈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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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 옆 건물도, 그리고 물건을 운송하는 센터로 쓰기 위해 길 건너편에 또 다른 건물을 빌렸다. 곧 자사 제품 라인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맥스 팩터(Max Factor), 엘리자베스 아덴(Elizabeth Arden), 에이본(Avon), 레블론(Revlon)과 같은

화장품대기업들과 계약을맺었다. 

그녀의 첫 카탈로그는 16장의 흑백 프린트 고 125,000가정에 보내졌다. 그녀는 제품라인을 확장시켜 고객의 이름이

나 문장을 새긴 빗, 재킷 단추, 칼라 핀, 커프스 단추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싣기 위

해 카탈로그도 그 사이즈가 커져갔다. 그녀는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그리고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럽에 상품

구매사무실을열어여러나라의상품들을 고객들에게선보 다. 

잘 안 팔리는 재고품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아울렛 상점을 열어 최저가에 판매했다. 몇 년에 걸쳐 그녀의 카탈로

그 산업은 릴리언 버넌, 루 데 프랑스(Rue de France), 크리스마스 메모리(Christmas Memories), 페이보리트(Favorite), 릴

리스 키즈(Lilly’s Kids), 세일앤 바겐(Sales and Bargains), 릴리언 버넌 가드닝(Lillian Vernon Gardening), 퍼스널라이즈드

기프트(Personalized Gift)로 이루어진 8개에 달하는 카탈로그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이 카탈로그들은 각 판마다 평균적

으로 96쪽이 넘었고 700개가 넘는 상품들을 소개했다. 상품의 평균 가격은 28달러 50센트 고 고객이 구입하는 평균액

수는56달러 50센트 다. 

이 회사는 카탈로그 소매업으로 아직도 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을 더확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1995년 릴리언 버넌은 그녀의 성공적인 사업에 전자소매사업을 추가했다. 이 웹사이트는 고객들로 하여금 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하고 집으로 배달된 카탈로그에 실려 있는 상품도 웹사이트로 주문

할 수 있게끔 했다. 소비자는 간단히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9자리 상품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여‘쇼핑카

트’에담고어떤상품에 이름이나문장을새길것인지표시하고주문하면 된다. 

카탈로그와 전자소매업이란 두 가지 오프사이트 사업을 완벽하게 접목하면서 릴리언 버넌의 전체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홈쇼핑 프로그램인 최초의

업체인QVC

(QVC, Inc. 허락하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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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구매자들을위한QVC의웹사이트

(QVC, Inc. 허락하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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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ore.

Today’s CDs & DVDs Star 
Wars Trilogy, The Very 
Best of the O'Franken 

Factor

• Just Added Clearance
• New Additions
• New This Week
• New This Month

Sign up for valuable 
QVC.com E-Mail Services

Receive order confirmations or E-
Newsletters in your areas of 
interest. Just click below to sign up.

Sign Me Up!

QVC Information & More...

• 
• 
• 
• 

AEIOU Pant Guide
Bulletin Board
Business Gifts
Careers

• 
• 
• 
• 

Corporate
Customer Service 
Meet the Hosts
Site Map

• Win a Trip to
Monaco

Order Anytime Online or By Phone:  1-888-345-5788. (TDD:  1-800-544-3316)

 •  • QVC Privacy Statement QV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Use Product Recall Information
Manufacturer's Product Warranty Information

©1995 - 2004 QVC, Inc. All rights reserved. All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logos are owned by or registered to QVC, Inc., QDirect Ventures, Inc., ER 
Marks, Inc. or Diamonique Corporation. All other product or brand names ar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URL: http://www.qvc.com



(3) 인터넷을 추가한 케이블 홈쇼핑 업체

인터넷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가한 또 다른 형태의 소매업체는 케케이이블블 홈홈쇼쇼핑핑 프프로로그그램램(cable

home shopping programs)이다. 이들의 주된 사업은‘텔레비전 쇼’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지만, 이 홈쇼핑 비즈니스를 주도해 가는 리더 격인 몇몇의 업체들은 이미 전자소매로 사업을 확

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텔레비전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소비자 층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 HSN과 QVC와 같은 대표 홈쇼핑 업체들은 케

이블 쇼에서 보는 다양한 상품들을 인터넷으로도 똑같이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으로는 3차원

적인 상품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 홈쇼핑 프로그램은 이 장 후반부에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4) 웹사이트 업체

대다수의 웹사이트 업체(Web site-only merchants)들이 책, CD,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무용품 등

을 판매하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업체들이 패션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의류상품과 액세서리 상품이 더 중요한 품목으로 자

리매김을 하고 있다. 판매량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소매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는 이 웹사이트는

2002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의류상품과 액세서리 상품들의 매출이 많아 이 품목들이“사이버스

페이스의 별들”이었다고 말했다. 아마존(Amazon)은 이러한 의류상품 관련 상품의 판매량이 많아

진 이유는 여성들의 온라인 쇼핑의 증가(60%)와 소수 소비자의 증가라고 보고 있다.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는“의류상품관련 상품이 2007년 온라인 소매업 부분의 판

매량의 가장 큰 부분으로 22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 시장에 뛰어든 또 다른 웹사이트 회사로 디자인아울렛닷컴(Designoutlet.Com)이 있다.

이 웹사이트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ana), 랄프 로렌, 팬디(Fendi)와 같은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디자이너 컬렉션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층에게 인기가 있

다. 여러 디자이너 컬렉션 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일반 점포형 소매점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

에 판매한다는 것이 이 웹사이트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디자인아울렛닷컴(Designoutlet.com)의 성

공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하이패션 인터넷 행렬에 다른 이들도 합류하기 시작했다. 

패션 소매업에 최근 합류한 웹사이트는 이베이닷컴(eBay.com)이다. 예전 이베이는 경매형식으

로만 물건을 판매했지만 현재는 정찰가격에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3) 인터넷 상호작용

전통적인 소매상점, 특히 점포형 소매점에선 고객들이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패션지식이 많은 판

매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패션 상품을 쇼핑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상품이 원하는 상품인지 또 몸에 잘 맞

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며 쇼핑 상담원들도 고객들이 물건을 잘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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