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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for Demand Response Function  

based on POS data 

 

IK. JE. SUNG 

 

Department of Logistic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We knew many approaches to maximize the sales in the prior books and research. But 

realistic research to analyze retail market systematically is rare. Because of difficulty of 

obtaining sales data and figure the elements realistic. So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different factors in the Grocery retail market that influences manufacturer. Grocery POS 

data was collected and then we developed an effect assessment model to analyze demand 

response in the different channels. Further more, we propose the demand response 

function and alternative management method for different goods including the revealed 

factors to improve efficiency in real retail market.   

 



 

1 

제제제제 1 장장장장 서론서론서론서론 

    

 오늘날 기업은 시장에서의 생존·성장을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끝없

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 의사결정1의 핵심은 개별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각 유통 경로상에서 제조업체들은 수많은 시장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매를 증진시키고,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구사

한다. 통제를 할 수 있는 요인, 그렇지 못한 요인들로 뒤범벅 된 시장에서 

그들은 다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과학적인 예측 및 여러 가지 상황에 따

른 기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기업

이 주체가 되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마케팅 및 유통에 관한 연구

들에 근거하여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매 현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POS data(판매 

시점 자료, 이하 POS) 에서 실제 판매량을 바탕으로 제조업체가 설정한 특

정 상품군(商品群), 일배 식품(日配 食品)에서의 고객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고객 반응 함수(demand 

Response function)의 이론적인 근거와 실제 시장에서의 활용에 대한 방안

을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식품부분, 그 중에서도 신선식품 제조업체인 

A사의 서울 지역에서 각 경로별, 2003년 13주~39주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

며, 3가지의 용도로 구분된 6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분석 방

                                            

1
 Ackoff & Emery(1971, 1972)는 의사결정이란 ‘의도적’  체계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의사결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체계는 

의사결정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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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세미 로그 회귀(semilog regression model) 방정식을 이용하였으

며, 통계 패키지로는 SPSS Ver 10.0을 사용하였다. 

 

1.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배경배경배경배경 

    

1.1.1 1.1.1 1.1.1 1.1.1 유통유통유통유통    경로의경로의경로의경로의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유통 경로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 또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일체의 상호 의존적인 조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

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마케팅, 채서일, 1999).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은 하나의 세분 시장에 두 개 

이상의 유통 경로를 채택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를 복수유통경로(multiple marketing channel)라고 한다. 복수유통경로는 두 

개 이상의 유통 경로를 사용하여 판매량을 증대 시킬 수 있지만 각 유통 경

로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유통 경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경

로 구성원과의 관계에만 주된 관심을 가진다. 이 때 경로 구성원들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질수록 특정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의 목표와 활동에 관여할 가

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경로 구성원들간의 갈등도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제조업체가 유통 경로에서의 성공 여부는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경로 구성원들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유통 경로 관리자는 수익과 비용 사이의 관계를 철저히 분석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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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유통 경로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경로

를 설계 및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곧 각 경로를 차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1.1.2 1.1.2 1.1.2 1.1.2 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데이터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의사결정의사결정의사결정의사결정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 급

수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의 무제한적인 증가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을 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

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지식(knowledge)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하여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데이터만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데이터 마이닝, 강현철, 한상태, 최종후, 김은석, 김미경, 1999). 

또한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수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과 경

영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에 관

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웬만한 규모의 중견기업이라

면 대부분 경영 합리화의 여러 가지 방법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다운 사이징(Down Sizing), 전사적 자

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등으로 대표되는 경영혁

신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의사결정분석 및 응용, 김성희, 

정병호, 김재경, 2002). 

아울러, 경영혁신 중의 한 방법으로 시장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에 관

한 시각, 즉, 시장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사고 방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시

장을 폭 넓게 정의하는 것도 사업의 영역을 확장 시키고 매출을 증대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Jack : Straight From the Cut, Jack Wel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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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영혁신 기법을 조직의 내·외부적 환경에 대한 정보와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유행을 따라 도입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

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은 당면한 현재의 상

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며,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고객을 마음을 잡을 수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야 한다. 

    

1.1.3 1.1.3 1.1.3 1.1.3 소매시장소매시장소매시장소매시장((((유통유통유통유통    경로경로경로경로))))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Scanner DataScanner DataScanner DataScanner Data    

 

POS 데이터는 POS 시스템이 설치된 소매기관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 판

매와 함께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정보이다. POS 데이터는 여러 마케팅 주기 

중 판매시점에서 일어나는 정보이며, 이 정보에 의해 다른 마케팅 주기의 속

도와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POS 데이터는 고객과 직접 접하는 접점(接點)의 

정보이며, 기업의 모든 활동을 직접 소비자와 구매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는 

성과 정보이다. POS 시스템은 처음 도입될 때는 직접적인 효익(效益)을 얻기 

위해 설치하였다. 하지만 POS 시스템의 설치 후, 판매관련 데이터의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사용할 수 있었다. 소매 기업에 있어

서 POS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매 기업의 정보

화의 중심이 되는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마케팅, 채서일, 1999).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선진적인 경영기법이 도입이 되고 또한 

국제적인 개방추세와 함께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의 유수 소매기관들이 

한국시장에 일부 진입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소매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쟁

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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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시장은 유통 구조상 최첨단(最尖端)에 위치하며, 고객과 직접 접하는 

시장이므로 유통부분의 의사결정에서 POS 시스템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POS 

자료를 바탕으로 소매시장을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2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목표목표목표목표 

    

1.2.1 1.2.1 1.2.1 1.2.1 예측예측예측예측    모델모델모델모델    

   

아주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물론 범인

(凡人)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예측 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곧,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자세히 예측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돈, 화차의 화물량, 철강 생산량 등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선도 척도 목록(index of leading indicator)”이라는 개념을 정립시키기도 했

는데 이를 테면, 철강의 생산이 저하 된다는 것은 소비 활동이 저하되고, 이

는 곧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Economics, Paul A. 

Samuelson, William D. Nordhaus, 1998). 

다시 말하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몇 개의 요인들을 예측하여 전체의 모습

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몇 개의 중요한 요인들을 조절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몇 개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상황

을 연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진다’ 라고 할 수 있다. 

    

1.2.2 1.2.2 1.2.2 1.2.2 CM(Category Management)CM(Category Management)CM(Category Management)CM(Categ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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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명료하게 말하자면 상품군(商品群) 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 대체할 수 있다고 뚜렷이 확인되는 상품 및 서

비스를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는 소비자 수요 창출과 판매, 

마케팅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중의 하나이다(한경닷컴, 경

제 용어 사전, 2004). 

좀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소비자가치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카테고리를 하나의 전략적 사업단위로서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카테고리(category)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체 가능한 상품군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상황과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즉, 

소비자에서의 관점과 제조업자 측면과 유통업에서의 개념이 조금씩 상이한 

데서 기인한다. 

카테고리 관리의 처음 출발점은 카테고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즉, 카테고리 관리는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각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하부 카테고리 

별로 담당 역할을 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데이터를 기초로 

각종 분석을 실시하여 전 단계에서 정한 카테고리별 역할과 기대수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역할 및 

목표치를 재정의 하여야 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카테고리 별 전략입안 및 전술결정이 가능하다. 전략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전술은 가격결정, 판촉계획, 진열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행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해당 단계로 

피드백(feedback)하게 되는 것이다(<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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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테고리관리의 주요 개선과제는 인프라 구축, 신상품 도입 최적화, 

상품구색 최적화 그리고 판촉활동 최적화가 포함된다(한국유통정보센터, 

1999). 제조업자 측면에서의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물론 판매를 극대

화하고 이윤을 최대화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시장의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업에서 전문

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기업이 통제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고객의 

반응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요인들을 바탕

으로 각 상품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을 분류 정리하고, 요인에 따른 고객의 

반응을 해석하여 보다 나은 경영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드러난 유형에 의한 제품의 구별이 아닌, 실제 시장에서 드러

난 반응을 연구·분석하여 시장에서의 변수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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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M의 flow 

외부외부외부외부  환경환경환경환경  

• 소비자의 욕구 

• 상품의 트랜드 

• 신상품 정보 

• 경쟁사 정보 

 내부내부내부내부  환경환경환경환경  

• 이익 구조 

• 공간 생산성, 이익률 

• 시장 점유율 

• 입지, 규모 

• 상품 조달 • 개발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분류분류분류분류    

• Category 

• Sub Category 

 - 용도, 용량, 가격 등 

• 낱개의 단품 

 차별화차별화차별화차별화 전전전전략략략략  

• Floor Layout 

• 상품 구색 

• 가격 

• Promotion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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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구성구성구성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POS 데이터를 획득한 제

조업체의 소매업에 대한 개요와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이를 통해서 현재 당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매업의 환

경,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한 이윤을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통제 가능한 요인들을 살펴 볼 것이며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

서 나타난 개념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당 기업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

본 원리와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실제 획득한 POS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인과 관계의 대표적인 모델인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수요 반응을 살펴 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용도가 구분된 품목류에 대한 

특성과 도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각 경로별 특성을 살펴볼 것이며, 본 연구

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살펴보고 차후의 과

제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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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흐름도흐름도흐름도흐름도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서서서서        론론론론    

문헌문헌문헌문헌    고찰고찰고찰고찰    및및및및    소매업소매업소매업소매업    현황분석현황분석현황분석현황분석    

- 기존 문헌·선행 연구 고찰 

- 소매업 현황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분석분석분석분석    

- POS 데이터 

- 전문가 면접 조사 

- 연구 모델 정립 

- 결과 

결결결결            론론론론    

- 결론 

- 특성 정리 

- Demand Response function 

----    대안대안대안대안    제시제시제시제시    

----    향후향후향후향후    연구연구연구연구    방향방향방향방향    제시제시제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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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장장장장 선행선행선행선행 연구연구연구연구 고찰고찰고찰고찰 

    

2.1 기존기존기존기존 문헌문헌문헌문헌 고찰고찰고찰고찰 

 

‘POS 시스템이란 광학식 자동 판독 방식의 레지스터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컴퓨터로 보내 각 부문이 각기 목적에 따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처리, 가공,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일본의 통산성(일본 유통 

정보 시스템 개발 센터 편, 1992)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임종원(1992)

은 점포 자동화의 가장 중추적인 도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

품의 판매시점에서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판매되었으며, 남은 

재고는 얼마이며, 새로운 주문은 언제,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립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하였다. 

POS의 정보 활용적인 측면에서, 안세원 & 김향란(2001)은 POS 시스템의 

질적 특성, 정보 활용도가 높을 수록 POS 정보활용, 마케팅 효과에 정(正)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POS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의 내용이 시스템의 소개나 사례 연구, 

실태 조사 및 이론적 접근 방법에 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실증적으로 제품에 관한 분석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POS 데이터의 용용 분야는 <표 2-1>과 같

다. 

    

2.2 선행선행선행선행 연구연구연구연구 고찰고찰고찰고찰  

 

선행 연구들 중 카테고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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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과정 즉 비즈니스 단위와 고객화를 통해서 생산제품을 경영하는 것

이며 이것은 각 점포별로 이루어져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2라

고 A. C. Nielsen(1992)은 정의하고 있다. 

 

<표 2-1> POS 데이터의 활용 방안 

점포 

사양상품의 일람, 매출 총이익의 분석, 교차비율 ABC 분석, 재고 

손실 관리, 지정 단품별 일람, 특매품의 관리, 특매품 분석, 

시간대별 판매상황 비교분석, 곤돌라별 단품 매출실적 

타사·타점·메이커 등 인기 상품 비교 
단품 

관리 

데이터 

본부 

생산 가격대 분석, 거래처별 단품 ABC 분석 

타사 거래처 단품실적 비교분석, 수수료 일람 

직접상품 이익분석(Direct Product probit) 

매출 

관리 

레지스터 정산표, 부문별 매출 실적표, 매출 타점 비교 분석, 시계열 

비교분석, 부문별 예산 대비 분석, 특별품 등 중점 매출 분석 

부문별  

상품 

부문별 총 이익 분석, 부문별 로스 분석 

상품 분류별 매출·총이익 리스트, 부문별 손익 관리 

상품 구성 거래처별 중점 품목 리스트, 계절 상품 분석 

진열 상품 병매 상품 분석 진열, 상품 수량 분석 

발주 관리 EOS 발주 상품 분석, 결품 지납 리스트, 자동 발주 리스트 

재고 관리 데이터 필요 재고 리스트 

상품 

예측 

데이터 

판촉 계획, 예산과의 차이 분석 리스트 

메이커별·지역별·각 점포별 차이 분석 리스트 

기후 예상 정보 입력의 의한 판매 예측  

판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계량 데이터와 결합하여 사용 

 

복합 데이터 

스토어 컨트롤러에서 직접 사무처리, 배송센터 단말기와 스토어 

컨트롤러 접속, 종업원의 관리, 정보의 네트워크화, 

음성·무선·무인화 포스, 인공 지능들의 기술 활용 

출처 : 키스크 유통정보 기술 연구소 역, 포스의 전략적 활용법, 한나래, 秋山哲男 원저, 1994 

 

일찍이 미국 식품 소매업에 관한 연구에서 Kurt Salmon (1993)은 전자적

으로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물류, 비용에 근거한 행동(Activity Based 

Costing) 그리고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매장 진열, 주문 충족, 판촉, 

                                            

2
 “a process for managing product categories as business units and customizing 

them store-by-store, so as to meet consumer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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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연구를 하였다. 

Mitchell(1998)은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를 개선함으로써 SKU(stock 

keeping unit)가 25%가 감소, 소매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1% 증가, 마진이 

9%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SKU의 감소는 많은 부분에서 효율

성을 가져다 주는데 실제로 주문과 하역의 감소는 재고 관련 비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울러 카테고리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상품군들의 집합을 소비자의 구매 패

턴에 의해서 재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비용의 절감 및 이익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scanner data를 이용하여 James, Gary & 

Roger(1998)는 선행 모델들을 이용하여 마케팅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에 쓰여진 모델은 Curry, Divaker, Mathew 

& Whiteman(1995)이 제안한 BVAR(Bayesian Vector Auto Regression)을 

사용하여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 수요의 

예측만을 목적으로 다루고 있어 시장환경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은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다. 

Ozalp Ozer(2003)는 사전 수요 정보(advance demand information)의 중

요성을 Lower Bound Model을 정립하여 미리 입수된 정보를 비용으로 나타

내었으며, 신속한 정보는 비용의 절감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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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Advance Demand Information VS Postponement 

 (0)ty
 

Cost of LB  

L = 0 L  = 1 L  = 2 L  = 0 L = 1 L = 2   

0 1 2 3( , , , )λ λ λ λ
 

l  = 3 l  =  2 l = 1 l  = 3 l  = 2 l = 1 % 

(2,0,0,0) 26262626    25 24 100100100100
†

    99.2399.2399.2399.23    98.3698.3698.3698.36    1.67 

(0,2,0,0) 20202020    20 19 92.71 96.76 95.63 2.18 

(0,0,2,0) 16161616    14 13 95.20 93.87 92.23 3.22 

(0,0,0,2) 10101010    8 8 92.03 89.86 89.13 3.25 

†100.00=5500.58 

출처 : Ozalp Ozer, Replenishment Strategic for Distribution Systems Under 

Advance Demand information, Management Science Vol. 49, No 3, March 2003 

pp. 255~272 

 

김인호 & 김영일(1992)은 상품수요에 관한 수요 예측을 계절 변동을 고려

하여 연구하였는데, 시계열 패턴 중 단기 예측을 위하여 5가지 예측 기법을 

사용하였다. 지수 평활법, 최소 자승법, 축소된 지수 평활법, 경향 비율법, 이

동평균법은 모두 최소 편차를 갖는 추세선에 기초하여 차기 예측치를 구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특정 시점에서의 예측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

난다고 연구 하였다. 그러나 아주 다양한 계절 패턴을 갖는 수많은 제품들 

중 특정 제품의 특정 품목만을 적용하였고 계절 변동만이 판매에 영향을 미

친다고 가정한 점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요 예측은 

기업의 생산계획, 재무계획, 인원계획, 시설계획, 마케팅계획, 구매계획들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Kuo & Xue(1998)의 연구에서는 편의점(CVS)에서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

로 판매를 예측함에 있어 내·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수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ARMA(Auto Regression and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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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ANN(Artificial Neural networks)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

선된 FNN(Fuzzy Neural Networks)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편의점

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편의점에서의 임직원들

로 한정했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Walter(1991), Mulhern & Leone(1991)은 market basket information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사용, 제품에 대한 가격의 충격과 카테고리 선택에 대하

여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Rao & Miler(1975)는 여러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광고 캠페인에 대한 반응

의 함수로서 나타내었는데, 각 시장의 규모는 해당되는 지역의 인구로서 구

분을 하고 각 시장에서의 공통의 5개의 브랜드의 판매량을 바탕으로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Lambin(1969), Carroll, Green & DeSarbo(1979), Wildt(1977), 

Simon(1982)는 시장에서의 판매량에 대해서 세미로그(semilog)모델을 정립

하여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세미로그(semilog) 모델을 간략히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ln

, :

Q a b x

a b

= +

상수

x:변수

 

 

Wildt(1977)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광고와 가격할인의 요인으로서 판매로 나타나는 고객의 반응

을 연구 하였다3. 

                                            

3
 3장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과 더불어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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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실제 소비자들의 접점에서 획득된 POS 데이터를 바탕으

로 실제 특정 제조업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카테고리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의 정도를 지역별, 유통 경로별로 파악하고 시계열 모델을 정립하

여 소비자들의 구매 반응을 연구하는데 있다. 

 

2.3 소매업의소매업의소매업의소매업의 구조구조구조구조 및및및및 현황현황현황현황 

 

유통 경로는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소비자

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품의 생산만

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기업이 요구하는 시장의 소비자에게 적

절한 시간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적절한 수량으로 제공 되어야 하며, 이 같

은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유통 경로이다(시장 지향적 유통

관리, 오세조, 박진용, 2004). 

그러나 유통 경로는 다른 마케팅적인 요인과 달라서 한번 결정된 유통 경

로는 다른 경로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유통경로의 선정과 결정은 제

조업체의 성공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가격의 수정, 

광고나 촉진 전략 등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쉽게 수정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단 결정된 경로의 구조를 변환 

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통 구조의 결정은 기

업의 생존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마케팅, 채서일. 1999). 

그러므로 유통 경로를 바꾸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보다는 그 경로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경로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정

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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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3.1 2.3.1 2.3.1 국내국내국내국내    소매업소매업소매업소매업    현황현황현황현황    

 

최근 국내 소매 업태별 현황을 보면 백화점, 슈퍼마켓 등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신 판매업의 경우에는 29.7%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2001년 소매 업태별 점포당 매출액 

(단위 : 억원, %) 

소매업태 2000 년 2001 년 증감률 

백화점 1,693.0 1,955.0 15.5 

할인점 849.0 830.1 -2.2 

슈퍼마켓 21.6 24.6 14.0 

편의점 5.4 4.9 -7.9 

통신판매업 1,004.7 1,303.4 29.7 

주 : 방문판매업과 통신판매업은 업체당 기준임. 
출처 : ‘2001 년 국내 소매업 경영동태 조사’,대한 상의 보도 자료(2002.06) 

 

지난 해 각 소매 업태별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의 

경우 2000 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슈퍼 마켓은 약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태의 순서로는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통신 판매업의 순으로 파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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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소매 업태별 매출 총 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매출 총 이익률(%) 영업 이익률(%) 
업    태 

2000 년 2001 년 2000 년 2001 년 

백 화 점 22.0 23.0 5.2 6.2 

할 인 점 14.8 15.9 0.3 3.7 

슈퍼마켓 15.1 13.5 6.7 7.2 

편 의 점 29.2 29.5 8.3 10.0 

출처 : ‘2001 년 국내 소매업 경영동태 조사’, 대한 상의 보도 자료(2002.06) 

 

주요 업태별로 상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식품류가 주요 매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대별 고객 이용시간을 살펴 보면 주로 오후 또는 야간 시간대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점의 경우에는 야간 쇼핑 인구수가 늘어 났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2-5> 소매 업태별 주요 매출 비중 

구 분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주요 

품목 

비중 

의류의류의류의류 

(53.9%)(53.9%)(53.9%)(53.9%) 

음․식료품 

(18.6%) 

신변잡화․일용품 

(16.0%) 

기타 

(11.5%) 

1111 차차차차    식품식품식품식품 

(24.3%(24.3%(24.3%(24.3%)))) 

  가공식품 

(23.4%) 

  의류 

(14.4%) 

기타 

(37.9%) 

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 

(37.5%)(37.5%)(37.5%)(37.5%) 

생 식 품 

(33.5%) 

비 식품류 

(20.7%) 

기타 

(8.3) 

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 

(27.7%)(27.7%)(27.7%)(27.7%) 

음료 

(12.1%) 

주류 

(8.4%) 

기타 

(51.8%) 

출처 : ‘2001 년 국내 소매업 경영동태 조사’, 대한 상의 보도 자료(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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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소매 업태별 고객 주요 구매시간 

구 분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주요 

구매 

시간 

15시-18시 

(39.2%) 

12시-15시 

(27.5%) 

18시 이후 

(24.0%) 

기타 

( 9.3%) 

18시-21시 

(28.5%) 

15시-18시 

(28.1%) 

12시-15시 

(19,7%) 

기타 

(23.7%) 

15시-18시 

(32.0%) 

18시-21시 

(29.8%) 

12시-15시 

(16.9%) 

기타 

(21.3%) 

16-24 

(38.4%) 

24-08 

(24.4%) 

08-12 

(18.9%) 

기타 

(18.3%) 

출처 : ‘2001 년 국내 소매업 경영동태 조사’, 대한 상의 보도 자료(2002.06) 

 

대형 유통업의 경우를 살펴 보면 2002년 11월 이후에는 성장세가 부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제 6차 유통 실무 회의’ , 산업자원부 2004 

<그림 2-1> 대형 유통업의 성장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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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국내 소비자의 소매 시설 이용 실태(2000년 기준) 

의 류 식품류 피혁류 보석류 가구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구 분 

98 00 98 00 98 00 98 00 98 00 98 00 98 00 

백화점 47.9 68.1 29.9 15.8 52 60.4 37 49.2 20.8 19.3 25.2 18.7 37.4 25.3 

할인점 16.8 8.1 37.3 51.1 16.4 10.1 10.8 4 18.3 9.5 19.4 11.5 31.2 46.7 

전문점 24.6 17.3 7.6 5.9 26 27 48.4 42.4 55.5 62.6 36.5 26.1 18 10.3 

재래시장 6.4 5.3 20.1 20.8 5.1 1.7 3.4 0.7 4.3 2.1   12.7 11.2 

전자상가           17 40.9   

출처 : 백화점 협회, 유통저널, 2000.9월호 

 

국내 소비자들의 소매업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식품 부분에 있어 일반 재

래시장보다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고객들이 선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경로마다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서는 각 특징마다 구분화 된 전략으로 소매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국내 소매 유통업태 별 경기 전망 지수 

소매업태 ’’’’03030303 년년년년 4/4 4/4 4/4 4/4 분기분기분기분기    전망전망전망전망 ’’’’03030303 년년년년 4/4 4/4 4/4 4/4 분기분기분기분기    실적실적실적실적 ’’’’04040404 년년년년 1/4 1/4 1/4 1/4 분기분기분기분기    전망전망전망전망 

백화점 121 93 91 

할인점 79 63 112 

편의점 61 31 64 

방문판매 82 53 93 

전자상거래 125 104 131 

통신판매 164 150 134 

수퍼마켓 53 24 80 

 출처 : ‘2004년 1/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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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2-8>과 같이 대형 소매업에 대한 전망과 실적은 그리 밝지 

못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제일 큰 요인은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같

은 추세는 2004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자들의 구매 심

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소매 시장에 그대로 반

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9> 국내 소매 유통업 경영 애로 요인 

경영애로요인경영애로요인경영애로요인경영애로요인 비율비율비율비율(%)(%)(%)(%) 

소비심리 위축 41.5 

동일 소매업태간 경쟁심화 18.3 

타 소매유통업태와의 경쟁심화 12.9 

자금부족 4.0 

유통마진 하락 5.8 

인건비 비용 상승 6.6 

기타 10.9 

합계 100.0 

출처 : ‘2004년 1/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3년 

    

2.3.2 A2.3.2 A2.3.2 A2.3.2 A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    유통구조유통구조유통구조유통구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A 기업은 다음과 같은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POS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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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A 기업의 유통 구조 

특판특판특판특판    매장매장매장매장    직접직접직접직접    납품납품납품납품    매장매장매장매장    간접간접간접간접    납품납품납품납품    매장매장매장매장    

- 주로 고속도로나 매출

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불규칙적으로 운영

되는 매장. 

- 주로 그 자리에서 빠르

게 조리할 수 있는 품목위

주의 영업. 

- A 기업의 영업 인력들

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

는 매장. 따라서 물류(회

수)까지 제조업체의 책임

임. 

- 슈퍼 체인, 백화점, 할

인점이 해당됨 

- 판매에는 직접 관여하

지 않고 물류센터에서 물

량을 인도까지만 제조업체

의 관할. 배송 책임 없음. 

- 독립 소매점의 경우에 

해당 

    

그리고 POS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데, 모든 매장

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2-2> POS 습득 과정 

매장 

매장 

매장 

매장 

매장 

POS data providerPOS data providerPOS data providerPOS data provider    

AAAA    

기업기업기업기업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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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장장장장 본론본론본론본론 

    

3.1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3.1.1 3.1.1 3.1.1 3.1.1 자료자료자료자료의의의의    수집수집수집수집    및및및및    범위범위범위범위    

 

본 연구에서 사용된 POS 자료는 A기업의 판매 시점 정보이며 자세한 세

부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아울러 실제 분석에 사용된 품목은 C 품목류에 속해 있고 3개의 용도로 

구분된 카테고리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결측치를 줄이고 수요가 

활발히 발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표 3-1> 데이터의 범위 

(1) 지역 

(2) 경로 

(3) 품목 

 

(4) 시간 

(5) 세부 내용 

- 서울 : 강남, 강북 

- 독립소매, 백화점, 슈퍼, 할인점 (강북 백화점 제외) 

- 총 6개 품목 3개로 구분된 카테고리
****를 사용하였으며 

A1, A2, A3로 구분하였음 

- 주(week) : 2003. 13주 ~ 2003. 39주  

- 가격, 수량  

* : 카테고리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였으며 가격은 주당 평균 가격임 

 

<표 3-2>는 실제 획득한 자료에 대한 지역 및 점포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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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역 업태별 점포 정보(2003년 9월 기준) 

단위 : 개 

 백화점 슈퍼체인 할인점 독립소매점 

서울 강북 22 66 25 82 

서울 강남 33 82 24 139 

                                                           

3.1.2 3.1.2 3.1.2 3.1.2 자료의자료의자료의자료의    탐색탐색탐색탐색    

 

경로별로 판매량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은데, <그림 3-1>,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 지역에서는 백화점, 할인점, 독립소매, 슈퍼체인의 순으

로 비중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북 지역에서는 할인점, 백화점, 독립소매, 슈퍼

체인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1순위에서의 변동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서 경로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구분을 하여 분석을 하였다.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개수개수개수개수

소매점소매점소매점소매점

서울강남전체서울강남전체서울강남전체서울강남전체

독립소매

백화점

슈퍼

할인점

 

<그림 3-1> 경로별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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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소매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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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경로별 비교-2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개수개수개수개수

강남전체 강북전체

지역지역지역지역

서울지역서울지역서울지역서울지역

 

<그림 3-3> 지역별 비교 

    

3.2 연구연구연구연구 모델모델모델모델 정립정립정립정립 

 

회귀분석은 인과관계 분석 4  기법 중의 하나로서 자료들간의 어떤 특별한 

                                            

4
 Lehmann, D.R., Market Research and Analysis, 1989, 3

rd
 ed., pp 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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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가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즉, 하나의 변수(종속 변수)가 다수의 변수

(독립 변수)에 특별한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 변수가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하는 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마케

팅 조사 이렇게 3rd, 임종원, 1999). 

  실제로 회귀 분석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parameter

를 측정하는데 적합하고 좀 더 복잡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변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MARKETING MODELS, Gary L. Lilen, Philip 

Kotler & K. Sridhar Moorthy, 1992). 

    

3.2.1 3.2.1 3.2.1 3.2.1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면접면접면접면접    조사조사조사조사    

 

실제로 소매업 현장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

여 A기업에서 근무 3년차, 정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 하

였는데 A기업은 유통경로에 있어 간접납품·직접납품 형태의 복수 유통 경로

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시장에서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한 분석에는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영업 관련자들 사이에 통념처럼 인지되어 있는 가설은 판매에 있어

서 가격할인과 날씨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신선 식품류와 관련하여 비가 오면 가족들의 귀가 시간이 앞당겨지고 

실제 식품류의 구매 의사결정자인 주부와 식사 재료 구입자들이 식품을 구매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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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전문가 면접 결과 

경로 
복수 경로 : 간접 납품(독립소매점), 직접 납품(백화점,할인점,슈

퍼체인)
5
. 

판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가격, 날씨
6
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친다고 업계의 통설로 알려져 

있음. 

 

 

 

데이터  

활용 여부 

- 각 매장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예측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나 현재(2003.10월 기준)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실제 POS 자료는 단품 관리, 단순한 시계열의 나열. 

- 매장 내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의식을 분석, 계량하여 매장 내 

진열, 판촉, 통로 폭, 조명, 구입제안 등에 관한 개선 작업 진행

(정량적인 조사가 아니라 심리 등에 대한 정성적인 요인만 고

려). 

 

3.2.2 3.2.2 3.2.2 3.2.2 연구연구연구연구    모델모델모델모델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이들 

변수들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나아가 미래

의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처럼 변수들간의 상호 관계분석을 

위하여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적 기법이 이용되어 왔다. 회귀 분석

(regression analysis)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함으

로써 어떤 특정한 변수(종속 변수)의 값을 다른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변수

(독립변수)들로부터 설명되고,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이다(마케팅 조사 이렇게, 

                                            

5
 간접과 직접의 차이는 매장내에서 자사의 제품을 관리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음. 

즉 직접 매장은 자사의 관련 사원이 상주·관리를 하지만 간접 매장은 그렇지 않음. 
6
 날씨는 비가 오는 정도 따라 판매량이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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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원, 1999). 

통계에는 많은 형태의 분석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독립 변수로부터 값을 받아서 모델을 만들어 예측을 할 때 가장 작은 

오류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CRM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알렉스 버슨 외 

지음, 홍성완 외 옮김, 2001). 

따라서 독립변수의 값과 종속변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되는 직선 형태의 

예측 모델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Wildt(1977)는 회귀식을 사용하여, 고객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델을 추정함에 

있어서 당위성으로 고객의 반응을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계절적인 변수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수요를 

가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가능한데 그 모델은 아

래와 같다. 

(식 3-1) 세미로그 회귀모형 

0 1 2 3 1ln ln

;

 

 disturbance

t t t t t

t

t

t

t

S A P S

where

S unit sales

A advertsing

P promotion

random

β β β β ε

ε

−= + + + +

=
=
=
=

 

 

실제로 aggregate market response model의 여러 가지 기법들은 여러 가

지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각 제한 요인에 따라서 응용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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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response models 

MODEL SHAPE 

1. simple linear: 

, 0Q a bX b= + >  
Linear 

2. power series: 

2 ...Q a bX cX= + + +  
Various 

3. semilog: 

lnQ a b X= +  

/a bX e−>  

 

Concave 

4. multiplicative 

, 0bQ aX b= >  
Various 

5. expotential 

, 0bxQ ae b= >  
Convex 

6. log reciprocal 

/ , 0a b xQ e b−= >  
S-shaped 

출처 : MARKETING MODELS, Gary L. Lilien, Philip Kotler, K. Sridhar Moorthy, 1992 

 

<표 3-4>의 모델을 본 연구에서 사용할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 semilog 모델에서 제일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조사에서의 나타난 의견을 바탕으로 <그림 3-4>와 같은 모델을 

정립 하였다7.  

  

 

                                            

7
 날씨 변수는 각 주(week)의 강수량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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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구 모형 

 

아울러 <표 3-4>, <그림 3-4>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식 3-2)을 정립

하였다. 

그리고 독립 변수를 두 개로 한 모형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 모형과 독립 

변수를 한 개로 한 단순 회귀 모형을 같은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품목별, 경로별, 그리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처음의 의문을 가졌던 동일한 품목에 대

해서 경로별로,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성은 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 

결과를 현실에 적용시켜 보았다. 

분석결과 x1변수, 즉, 가격 변수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과 경로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되었다.  

 

 

Y(tY(tY(tY(t----1)1)1)1)    

WWWWeathereathereathereather(t)(t)(t)(t)    PPPPricericericerice(t)(t)(t)(t)    

Y(t)Y(t)Y(t)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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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 적용 모델 

1 1 2 2 3 1

1

2

1 2 3

ln ln 1

;

:  

:  

:  

, , , :

:

p p p
it it it t it

t

t

t

t

Y a x x Y

where

Y t

x t

x t

a

i

β β β ε

β β β
ε

−= + + + + +

=

기의판매량

기의가격

기의날씨

상수

오차항

채널

p=제품

 

    

3.3 분석분석분석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연구 모형에서 모델을 실제 데이터의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5> 연구 결과 요약 – A1 

 

분석 결과 
A1 

반응 

함수식 R sq F Sig 

독립 

소매점 

구매 = 72041*lnX1 + 35.401*lnX2 

+ 0.713*Yt-1-104796  
0.568 9.192 0.000 

백화점 
구매 = 287.258*lnX1 + 138.034*lnX2 

+ 0.133*Yt-1 + 1987.512 
0.106 0.831 0.492 

슈퍼체인 

구매 = 43121.037*lnX1 + 

28.312*lnX2 

+ 0.281*Yt-1 – 61626.5 

0.254 2.381 0.098 

강 

남 

할인점 
구매 = -579.886*lnX1 + 6.242*lnX2 

+ 0.682*Yt-1 + 989.907 
0.503 7.09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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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연구 결과 요약 – A1 

분석 결과 
A1 

반응 

함수식 R sq F Sig 

독립 

소매점 

구매 = -953.979*lnX1 + 18.237*lnX2 

+ 0.749*Yt-1 + 1418.977 

0.566 9.144 0.000 

백화점 - - - - 

슈퍼 

체인 

구매 = -2192.280*lnX1 + 26.927*lnX2 

+ 0.631*Yt-1 + 3337.355 

0.549 8.103 0.001 

강 

북 

할인점 

구매 = 68673.876*lnX1 + 2.947*lnX2 

+ 0.387*Yt-1 – 99767.8 

0.162 1.226 0.328 

 

<표 3-6> 연구 결과 요약 – A2 

분석 결과 
A2 

반응 

함수식 R sq F Sig 

독립 

소매점 

구매 = 33474.795*lnX1 + 28.343*lnX2 

+ 0.652*Yt-1 – 46164.9 

0.485 6.604 0.003 

백화점 

구매 = -6154351*lnX1 + 90.819*lnX2 

- 0.175*Yt-1 + 8516374 

0.315 3.217 0.044 

슈퍼 

체인 

구매 = -3754.146*lnX1 + 20.793*lnX2 

+ 0.717*Yt-1 + 5391.856 

0.632 12.036 0.000 

강 

남 

할인점 

구매 = -170220*lnX1 + 12.013*lnX2 

+ 0.768*Yt-1 + 235561 

0.740 19.95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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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연구 결과 요약 – A2 

분석 결과 
A2 

반응 

함수식 R sq F Sig 

독립 

소매점 

구매 = 11618*lnX1 + 25.751*lnX2 

+ 0.758*Yt-1 – 16053 

0.563 9.026 0.000 

백화점 - - - - 

슈퍼 

체인 

구매 = -1994.235*lnX1 + 24.830*lnX2 

+ 0.740*Yt-1 + 2848.391 

0.677 13.960 0.000 

강 

북 

할인점 

구매 = 26968.72lnX1 + 1.29*lnX2 

+ 0.545*Yt-1 – 37180.6 

0.345 3.334 0.041 

 

<표 3-7> 연구 결과 요약 – A3 

분석 결과 
A3 

반응 

함수식 R sq F Sig 

독립 

소매점 

구매 = -140938*lnX1 + 47.546*lnX2 

+ 0.746*Yt-1 + 207637.3 

0.502 7.069 0.002 

백화점 

구매 = -46.047*lnX2 

– 0.237*Yt-1 + 4278.386 

0.074 0.877 0.430 

슈퍼 

체인 

구매 = 10493.43*lnX1 + 25.298*lnX2 

+ 0.702*Yt-1 – 15174.2 

0.555 8.714 0.001 

강 

남 

할인점 

구매 = 88834.23*lnX1 + 40.272*lnX2 

+ 0.909*Yt-1 – 130888 

0.899 62.64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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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연구 결과 요약 – A3 

분석 결과 
A3 

반응 

함수식 R sq F Sig. 

독립 

소매점 

구매 = 62387.346*lnX1 + 33.881*lnX2 

+ 0.585*Yt-1 – 91758.6 

0.442 5.540 0.006 

백화점 - - - - 

슈퍼 

체인 

구매 = 263718.9*lnX1 + 31.570*lnX2 

+ 0.888*Yt-1 - 388543 

0.829 32.400 0.000 

강 

북 

할인점 

구매 = -534238*lnX1 + 42.425*lnX2 

+ 0.873*Yt-1 + 787147.9 

0.795 24.529 0.000 

 

<표 3-5~7>은 (식 3-2)를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 모델의 유의성

만으로는 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독립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 보았다.  

전체 모델의 유의성 결과 중에서 가격은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은 제외하였다. 

<표 3-8> 연구 결과 요약 – A1 

분석 결과 

강남 강북 
A1 

(420g, 부침용) 
T Sig. T Sig. 

독립소매점 
X2 

Yt-1 

2.708 

4.853 

0.013 

0.000 

1.878 

5.078 

0.074 

0.000 

백화점 
X2 

Yt-1 

1.201 

0.629 

0.243 

0.536 
- - 

슈퍼체인 
X2 

Yt-1 

0.700 

1.454 

0.492 

0.161 

1.601 

4.118 

0.125 

0.001 

할인점 
X2 

Yt-1 

0.525 

4.335 

0.605 

0.000 

0.265 

1.847 

0.794 

0.080 

 



 

35 

<표 3-9> 연구 결과 요약 – A2 

분석 결과 

강남 강북 
A2 

(420g, 찌개용) 
T Sig. T Sig. 

독립소매점 
X2 

Yt-1 

1.998 

3.502 

0.062 

0.002 

2.197 

5.097 

0.039 

0.000 

백화점 
X2 

Yt-1 

1.614 

-0.957 

0.122 

0.350 
- - 

슈퍼체인 
X2 

Yt-1 

1.782 

5.179 

0.089 

0.000 

2.301 

5.679 

0.032 

0.000 

할인점 
X2 

Yt-1 

2.241 

7.012 

0.065 

0.000 

0.261 

2.658 

0.797 

0.016 

 

<표 3-10> 연구 결과 요약 – A3 

분석 결과 

강남 강북 
A3 

(275g, 찌개용) 
T Sig. T Sig. 

독립소매점 
X2 

Yt-1 

2.173 

4.404 

0.041 

0.000 

1.874 

3.289 

0.075 

0.003 

백화점 
X2 

Yt-1 

-0.595 

-1.311 

0.558 

0.203 
- - 

슈퍼체인 
X2 

Yt-1 

1.809 

4.619 

0.085 

0.000 

2.764 

9.132 

0.012 

0.000 

할인점 
X2 

Yt-1 

1.566 

11.797 

0.132 

0.000 

1.085 

7.881 

0.29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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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장장장장 결론결론결론결론 

    

4.1 결론결론결론결론 

 

독립변수 및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본 결과는 <표 3-11>과 같다. 

 

<표 4-1> 유의한 인과관계가 형성된 경로* 

날씨날씨날씨날씨    강남 강북 

A1 독립소매점 독립소매점 

A2 독립소매점, 슈퍼체인, 할인점 독립소매점, 슈퍼체인,  

A3 독립소매점, 슈퍼체인 독립소매점,슈퍼체인 

**** 유의 확률 < 0.1 수준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경로에서 타당한 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이한 점은 가격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데이터가 일주일별로 합해져 있는 데이터이며 가격의 변

화를 일별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과 구매에 있어서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에는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백화점의 경우에는 수요에 있어서 식품류의 수요는 종속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백화점에는 식품만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화점

에서의 구매 후 식품류의 구매로 이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독립소매점의 경우에는 날씨라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슈퍼마켓의 순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독립소매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고객의 접근이 다른 경로보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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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이 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빠르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할인점은 Yt-1기의 계수 값이 대부분의 경로에서 0.8이상으로 1에 근접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할인점에서 구매의 반응은 날씨라는 변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할인점에서의 구매를 하는 소

비자들은 요인에 반응하는 구매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설정한 계획 구매를 한

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기업의 경우, 전체 경로와 대비해서 독립 소매점과 슈퍼체인의 물량이 상

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 특정 경로에서 판매를 증진시키는 것이 

전체 경로에서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적

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소비자들이 할인점에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분석의 결과, 가격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 것은 소비자들이 할인

점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다른 경로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미리 인지하고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날씨라는 변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

제 A 기업에서는 영업사원이 주문을 할 때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는 인력에 의존하여 정량적으로 측정 할 수 없는 주문체계 이지만 본 연구에

서 도출된 날씨(강수량)의 예보와 예측을 적절히 할 수 있다면, 경로 및 제

품별로 차별화된 주문, 수요예측, 물류, 제조 등 모든 기업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과학적인 경영 기법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등한 경로에 따라 지역의 차이를 보면,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과 비교하

여 날씨라는 변수에 민감하게 구매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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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수 추정치 요약* 

강남 강북 
날씨 

독립소매점 슈퍼체인 할인점 독립소매점 슈퍼체인 

A1 35.401   18.327  

A2 28.843 20.793 12.013 25.751 24.830 

A3 47.546 25.208  33.881 31.570 

**** 유의확률 < 0.1 수준 

   

<표 4-2>에서 A1의 품목은 지역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독립 소매점에 대

해서 날씨에 대한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계수 추정치로 본 날씨에 

대한 민감성은 강남의 경우가 강북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A2 품목은 강남의 경우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인과 관계

를 보이고 있는데, A2 품목의 특성인 찌개에 첨가하는 품목임을 감안하면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강도는 독립 소매점, 슈퍼체인, 할인점

의 순으로 나타난다. 

A3 품목의 경우 모든 품목을 통합하여 독립 소매점에서 제일 큰 추정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구매량이 적은 소비자들이 가까운 독립 소매점에서 A2 

보다 상대적으로 량(quantity)이 적은 A3 품목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같은 변수에 대해서 각 경로별로 고객들은 달리 반응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경로가 가진 특성이며 또한 고객들의 구매 

행동에 인지된 특징들이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매 반응 함수를 통

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매장에서 느끼는 판촉, 광고의 충격을 차제하고 날씨라는 변수도 소

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초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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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하여 날씨의 중요성을 알아 내

었으며,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서 고객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알려져 있는 접근 방법이 아

닌, 실제로 나타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성격이 다른 

시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으며, 나아가 연구의 결과를 해당 기업 

또는 여러 식품 제조업체에서 활용한다면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보다 차

별적인 판촉, 광고, 가격할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판매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2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한계와한계와한계와한계와 향후향후향후향후 방향방향방향방향 

 

본 연구에서는 식품시장에서의 특정 품목에 대하여 직접 판매된 자료인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반응을 분석 하였다. 그러나 시간

의 단위가 일주일 단위로 합해져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판매량

의 추이를 일 단위로는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판매 자료를 증빙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판매되지 않고 반품 

또는 폐기된 자료는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 반품 자료는 실제 판매 자료를 

증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신선식품은 회수의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신

선식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제품의 생명이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

서 제조업체로 회수되지 아니하고 즉시 폐기 처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제품의 ‘소비자 가격’ 속에 판매가 되지 않고 폐기 또는 반품된 물량에 대한 

비용이 숨어 있다는 뜻이며, 현실에서 얼마나 폐기 또는 반품이 일어났는지

에 대해서 측정되어 있는 자료를 획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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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에 쓰일 품목의 선택에 있어서 ‘잘 팔리는’ 품목을 선택하였다. 

이는 결측치를 줄이기 위함이었지만 전체 식품 시장 특히, 신선 식품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모형 선택에 있어서 수많은 방법들을 반복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때에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식품시장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선행된 외국 문헌과 연구에서 많은 기법들을 적용시켜 

보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매시장에서 활용하기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

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장에서의 판매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 반응 함수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이는 가정하에 오는 예측이 아니라 실제의 판매량을 바

탕으로 분석한 것에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향후, 위에서 제기된 

한계점들을 극복하여 판매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부가적인 데이터를 보충하

고, 본 연구의 모델의 설정에서 정립된 모델을 좀 더 수정 보완하여 식품 시

장에서뿐만 아니라 소매 시장에서 넓게 응용 될 수 있는 모델의 정립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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