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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도시공간구조를 이해함에 있어 도시내 기능들 

과의 문제는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도시기능들은 도시지역 내에서 일정한 위 

치와 면적을 가지고 토지공간을 점유하여 입지 

하게 되므로 도시 내에 있어 각종 기능의 입지 

는 도시의 지역구조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단계 

가 된다(남영우， 1993, 47-48). 특히 상업기능은 

현대 산업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절대 필요한 것 

이며， 고용 및 생산액 측면에 있어서도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도시공간구조 형성에 막대한 영 

향을 끼치고 있다. 

백화점은 이러한 상업기능이 대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이며， 현대 사회로 올수록 대형화 • 

고급화되는 전반적 추세를 특히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백화점 산업 

은 거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최근 서울의 

백화점은 그 발전단계에 있어 성숙단계에 이르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숙기에 이른 서울 

시 백화점에 대한 연구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 

짐은 지방도시의 대규모 소매기구와 관련된 공 

간계획이나 경영계획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백화점의 입지와 그 특성， 

그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태와의 관련성을 살펴 

봄으로써 대규모 소매기구의 공급에 따라 소비 

자의 구매행태가 공간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 

이며 또한 도시공간구조 내에서 어떠한 모습으 

로 어우러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첫째， 서울시 백화점의 공간적 분포를 시기 

별로 살펴보고， 이들의 입지가 어떠한 측면에 초 

점을 두고 있는지를 인구의 공간적 확산과 지하 

철 교통망과의 연계를 통해 고찰한다. 둘째， 백 

화점의 입지에 따른 기능적 특성이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도시공간구조상의 계층성(도심， 

부심， 외곽)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러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에 의해 소비 

자들의 구매행태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도시공간구조 내에서 어떠한 모습으 

로 어우러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김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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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백화점은 1995년 3월 현재 서울시청 

상공과에 등록된 31 개 백화점 중 현재 휴업중인 

1개와 할인점 1개 부도상태인 1개 등 3개와 조 

사과정에서 백화점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연구 

자의 판단에 의해 2개를 제외시켰다. 한편 등록 

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구성이나 소비자 

들의 인식측면에서 백화점에 포함시킬만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에 추가한 1곳이 있었다. 이 

상 27개 서울시 백화점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업체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6개는 다시 전화조사를 하 

고， 그 이외의 자료는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였 

다. 조사 자료의 분석을 위해 백화점의 현재 분 

포상황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설정된 생활 

권 구분(서울시， 1995)과의 관련하에서 9개의 지 

역1)(그림 1)으로 나누었다. 이를 본문에서는 크 

게 도심， 강남부심， 강북부심， 그리고 외곽 등 4 

개 지역별로 입지와 기능적 특성을 m장에서 정 

리하였다. 

한편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를 위해 앞에서 구 

분한 지역별로 1개 업체씩을 선정하여 내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평균 100명씩 개별설문조사 

를 하였다 2) 그 결과 총 1103부를 분석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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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생활권 구분에 따른 분석단위 지역벌 
백화점 분포 

하였다. 이를 통하여 W장에서는 백화점 이용행 

태， 백화점 선택 이유와 백화점이 제공하는 기능 

적 특성과의 대응관계 도시공간구조내 계층성과 

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았다. 

n. 문헌연구 

1. 백화점의 개념과 성격 

1993년 3월에 개정된 도 · 소매업 진흥법에 따 

르면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 소비 

자로 하여금 일괄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로 매장면적 

3，OOOm2이상， 매장면적의 50%이상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 이를 백화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백화점은 ‘하나의 건물 속에서 주로 선매 

품을 중심으로 광범한 소비자용품을 취급하되， 

이들을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마다 부문 

별 관리 제도가 취해지고 있는(organìzed by 

departments) 대규모 단일 소매점’으로 정의가 

가능하다(Clemente， 1992, 104). 

이러한 백화점의 일반적 기능은 첫째，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기능의 대표적 역할을 수 

행하며， 단순히 상품만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 

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락한 기분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과 서비스를 추가하여 판매한다(구 

자영， 1988, 15-16). 둘째， 백화점의 2차적 내지 

간접적 기능은 새로운 생활정보와 소비문화를 

전달하는 시민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백화점의 또 한가지 중요한 부차적 기능은 새로 

운 상업중심지를 형성하여 새로운 상권의 발전 

을 촉진하고 도심재개발을 동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관련산 

업에 대한 연관효과와 대규모 고용효과를 유발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구자영， 

1988 . 2. 15-16). 

2. 소매업 입지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이론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에 관한 이론들을 Craìg 

등은 소매기구의 점포입지모댈( store-location 

models)과 소비자의 점포선택모델( store-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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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로 나누고 있으며 (Craig ， Ghosh & 

Mc1afferty, 1984, 12-26), Davies는 중심지 이론 

과 일반적 상호작용이론을 기본 이론으로 구분 

하고 있 다(Davies. 1976. 5-7). 이 들 이 론을 분 

석단위의 지리적 규모측면에서 거시적 차원 

(macro-scale)과 미 시 적 차원(micro-scale)으로 

나눌 수 있다(Brown， 1994). 

1) 거시적 측면의 연구 
소매입지이론 중 가장 발달된 규범적 이론으 

로써 소매기구와 시장중심지의 공간적 분포， 상 

권의 패턴과 범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중심지 

이론은 특히 공간상에서 소비자와 소매기구의 

행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 다(Craig ， Ghosh & Mc1afferty, 1984, 6). 

Christaller의 중심 지 이 론은 상품 도달 범 위 와 

최소 요구치의 2개념을 기본으로 출발하며 상점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품도달범위가 최소요구 

치를 능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인구， 

구매력， 지형， 자원 등이 균일한 분포를 가지며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이동성이 동일한 이른바 

‘등질적 평면’의 전제하에 특정상품에 대한 상 

권의 입지와 분포패턴은 소매기구들간의 공간적 

경쟁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제약조 

건들 하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초과이윤이 허락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유형의 재화에 대한 모든 

상권은 크기가 같게 된다(Craig ， Ghosh & 

Mclafferty, 1984, 6-8). 이 에 대 해 Lösch는 

Christaller와는 상이한 출발점에 서서， 연속적인 

인구분포 대신에 독농가가 균등한 간격으로 배 

열되어 삼각형 격자모양의 불연속 인구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김인， 1989, 68) , 상품 가격은 

거리에 따라 증가하며 수요량은 동시에 감소하 

게 된다고 설명하였다(Craig ， Ghosh & 

Mc1afferty, 1984, 7). 따라서 서로 다른 상품은 

그 도달범위와 최소요구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육각형을 만들 

어냄으로써 다양한 중심지가 형성됨을 설명하였 

다. 한편 Berry와 Garrison(Davies, 1976, 
25-27)은 미국에서의 광범위한 사례연구를 통하 

여 중심지이론에서 전제되었던 동질적인 평면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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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aller에 의해 제기되었던 계층의 구조적인 

규칙성들이 현실에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소비자의 입지 선택에 관한 기본적 이론인 공 

간적 상호작용모댈은 시장내 한 점포에서 부분 

적으로는 거리에， 직접적으로는 어떤 가게의 유 

인력 (attraction)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Reilly에 의해 제시된 

소매중력모형 원리 3)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Reilly의 법칙과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 

매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접근성보다는 유인 

력이 결정인자가 된다는 경험적 근거를 발전시 

켰다. 한편 공간상호작용 모댈을 처음으로 제안 

한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상점을 선정하는 이유 

는 그 상점에서 얻은 효용 때문이며 매장면적과 

거리를 변수로 선정하였으나 1960년대 초부터 

상점의 유인력에 대한 정의와 유인력의 정확한 

측정과 관련하여 Huff모댈의 수정이 시작되었다. 

상점의 이미지 효과를 포함하기 위해 다차원 척 

도법을 이용하거나(Stanley & Sewall) 접근성을 

포함시키기도 하고(Gautschi) 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쇼핑문제도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여 구매 

하려는 상품에 따라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이 달 

라짐을 연구하기도 하였다(Bucklin). Nakanishi 

와 Cooper에 의 해 고안된 MCI모델도 Huff의 확 

률적 인력모델의 개선형태로， 상점의 유인력 측 

정을 다각도로 하기 위해 지리적 접근성과 소매 

상점의 유용성 둘 다를 측정하였는데 (Nakanishi 

& Cooper, 1974, 303-311) 이 모댈은 공간의 수 

요결정에 유관하게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중요변 

수의 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 하에 전개되었기 때문에 요인의 수에 제한 

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다. 

2) 미시적 측면의 연구 
‘The Principle of Minimum Differentiation'을 

제 시 한 Hotelling(Brown, 1994, 545-546)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2개의 기업이 있을 경우， 이들 

소매업자가 입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자유 

롭다면 기존의 다른 가게 근처로 가서 배후지를 

극대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결 

국 시장내 중심지에 뚜렷한 집적현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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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맞지 않는 제한적인 기본 가정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 집적 경제의 이익과 

혼합하여 긍정적 외부효과와 비용절감이 공간적 

인접을 이롭게 하고 있으며， 소매업자와 소비자 

가 완벽하게 행동한다는 전통적 가정을 완화시 

키고， 불확실한 소비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목적， 비교쇼핑 행태 

에 만족한다는 등의 관점 변화를 통해 다시 부 

활되고 있다 

‘Bid Rent Theory' 는 원 래 거 시 적 차원 에 서 

시작된 이론이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상업입지의 

내부 토지이용과 개별 상권의 입지를 평가하면 

서 발달된 이론으로 중심지이론처럼 Thünen의 

토지이용모델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Scott. 1970, 19). 지대이론은 도시 

내 토지이용 형태에 있어 접근성의 엄청난 중요 

성을 강조한다. 도시내 활동은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집중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접촉을 편리하 

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활동에 있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 

는 시간 비용을 다른 실재적 교통비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r}(Hoover， 1970, 241). 

Colby(Colby, 1933, 287-298) , Hurd(오태 현， 

1982, 24) , Haig(오태 현， 1982, 13-14) 등에 의 해 

지대원리를 응용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도 접근 

성으로 인한 편의성이 경제적 지대를 상승시키 

며， 이는 지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접근성 

이 높은 도심지에 그 입지의 경쟁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기능만이 입지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심지에 상업활동이 집중되고 기능의 전 

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히 유통활동은 구매 및 소비 의 공간 

행동에서의 마찰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특정지 

역에 전문화되어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ill. 서울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 

1. 서울시 백화점의 성장 

서울시 백화점은 종업원수， 사업장면적 등에서 

전국의 50%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1991년의 경 

우 사업장면적은 거의 80%에 딸하고 있다(표 

표 1 . 서울시 백화점의 성장 
단위: 개，명， m2 ， (%) 

1986 
사업체수 종업원수 

전국(A) 
97 21069 

000.0) 000.0) 
서울(B) 42 11976 
(B/A) (43.3) (56.8) 

1991 
사업체수 종업원수 

전국(A) 
90 3때72 

000.0) (100.0) 
서울(B) 43 23529 

(B/A) (47.8) (69.1) 
자료 : 총사엽체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각 연도 

사업장면적 

645077 
(1애.0) 

3많859 

(54.9) 

사업장면적 

1736265 
(100.0) 

1359636 
(78.3) 

1). 사업체수 증가에 비해 종업원수와 사업장면 

적의 증가가 크다는 사실을 통해 대형 백화점의 

신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액도(표 2) 서울은 전국의 60%이상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나라 백화점 산 

업이 현재까지는 서울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0년 이후 서울 백화점 판매액의 

전국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분 

이 수도권으로 이전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방 

화시대를 맞아 대형백화점들이 지방진출을 가속 

화’(매일경제， 1995년 5월 31일字)하고 있는 사실 

로 미루어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는 서울에서 성숙기에 이른 백화점이 지방으 

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나 영향에서 서울의 백화 

점은 우리나라 대규모 소매점 산업에 있어 여전 

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2. 서울시 백화점 분포의 지역별 전개 과정 

1) 백화점 여명기 

1906년 일본 미스꼬시(三越) 백화점은 서울에 

출장소를 개설하여 1930년 지금의 신세계 백화 

점 자리에 현대식 건물을 짓고 백화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한국 백화점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미스꼬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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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백화점 판매액 
단위: 억원， (%) 

판매액 

1990 1991 1992 1993 

전국(A) 
36934 47825 60746 잃572 

(100.0) (100.0) (1애.0) (100.0) 
서울(B) 24712 31508 37964 49721 

(B/A) (66.9) (65.9) (62.5) (59.5) 
수도권 (C) 1617 2750 5223 10075 

(C/A) (4.4) (5.8) (8.6) (12.1) 
지방(D) 10005 13602 17559 23776 

(D/A) (28.7) (28.4) (28.9) (28.4) 

자료 : KIRA 

근대화된 백화점으로 오늘날 신세계의 전신이 

다. 1921년에는 조지야(T字屋)， 22년 미나카이 

(三中T) ， 26년 히라다(平田) 백화점 등이 서울에 

서 영업을 하게 되었다. 특히 조지야(丁字屋) 

백화점은 1954년 한국인에 의해 미도파 백화점 

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1981 , 501-502). 민족자본에 의한 

최초의 백화점은 1931년 최 남이 종로에 세운 

동아 백화점이며(신세계백화점， 1992, 202-207) 
박홍식도 같은 해 종로에 화신 백화점을 설립하 

였다(조병창， 1992, 382). 이어 해방 후 1949년 

천일， 1950년 신신， 1959년 시대 백화점 등이 설 

립되었다(신세계백화점 1992. 29이. 그러나 당 

시의 여러한 백화점들은 근대적인 상업경영형태 

로서의 백화점이 아니라 매장임대식 단일건물시 

장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서울특별시사 편 

찬위원회， 1983, 425). 

2) 도심 집중기 
1960년대까지의 백화점이 외형만 백화점이었 

을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영세상인들이 모여 

장사를 하는 재래의 상설시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 었 던 데 비 해 (조 병 찬 1992, 385-386) 1970년 

대에 들어서면서 질적， 양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 

하였다(한국유통불류정보센타， 1994, 32-51). 그 

리하여 1970년대에는 신세계와 미도파 백화점 

외에 78년 미도파가 동대문구 제기동에 청량리 

점을 개점함으로 인해 백화점 다점포화의 출발 

地理學論護 第27號(1996. 2) 

을 보였다. 이어 1979년 12월 롯데 백화점이 개 

점되면서 도심의 기존 백화점과 경쟁을 시작하 

였다. 당시까지 대형백화점은 모두 강북의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79년 9월 압 

구정동에 한양쇼핑센타(파르코 백화점 )4)가 개점 

되면서 1980년대 강남지역의 백화점 성장을 예 

고하였다. 그러나 70년대까지의 유통업은 재래 

시장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백화점은 특정 소득 

계층에 의해서만 이용되는 시설로 인식되어 일 

반인들에게는 백화점의 문턱이 높게만 보이던 

시기였다(구자영， 1988, 18). 

3) 강남지역 성장기 
사회전반에 걸쳐 소득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 

서 ’80년대초부터 일기 시작한 백화점 건립붐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되어 

백화점 대중화시대가 개막되었다. 1979년 12월 

명동에 롯데 백화점이 개점되면서， 1980년 뉴코 

아， 83년 영동5) ， 84년 신세계 영등포 지점， 84년 
신세계 동방점(동방프라자)， 85년 현대， 86년 그 

랜드 백화점 등 80년대 초반에 6개의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또한 85년에는 뉴코아 백화점이 

신관을 증축 · 개관하였다. 

70년대까지의 백화점이 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에 주로 개설되었고， 청량리와 강남에 1개 

업체씩 입지해 있었던 것에 비해， 80년대에 들어 

와서는 서초 · 강남 지역의 백화점 성장이 두드 

러지게 눈에 띈다. 이는 73년 반포의 아파트 단 

지 개발을 계기로 강북인구가 강남으로 많이 이 

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격적으로 다점포화 전략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백화점의 점포수가 늘어나면서 백 

화점들 간에는 자연스럽게 서비스 경쟁이 일어 

나게 되어， 서비스제도와 시설이 보강되고 점포 

의 시설이나 규모도 대규모화 · 현대화되었다. 

이에 맞추어 일반인들의 백화점 이용이 급증하 

고 백화점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4) 외곽지역 출현기 

1988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는 6개의 백화점 

이 문을 열었다. 신세계 미아지점， 쁘랭땅， 현대 

무역센타 지점， 롯데 잠실지점， 현대 반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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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코아 백화점 등이 그것이다.85년 이후 약 

3년간 진행된 3저(저달러(엔고)， 저유가， 저금리) 

국면은 침체 국변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경제 

에 일대 계기가 마련되고 1987년부터 국내에서 

임금인상 및 민주노조 쟁취를 핵심으로 하는 노 

동자 대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그 결과 상 

당정도의 실질임금 상승이 이루어진 것(박준근， 

1995, 23-24) 등이 백화점의 이러한 부홍을 가능 

하게 한 기초적 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도심과 부 

도심지역이 아닌 서울 외곽지역에 백화점이 등 

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성북구의 신세계 

미아지점과 노원구의 한신코아 백화점이 그것인 

데 이는 소득수준의 상승과도 관련이 있지만 특 

히 인구의 공간적 확산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원구 상계지역은 

86년부터 건설부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 

져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곳으로 계속적 

인 인구유입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 

라서 거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외곽지역 백화 

점 건설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한편 롯 

데 잠실지점이나 현대 무역센타 지점 등은 규모 

나 시설 면에서 초대형화 · 고급화를 추구하며， 

대형 위락시설과 그 외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전생활백화점 (full life store)'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문화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차적 기능들이 일차적인 

상품판매 기능과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한다 

는 특징 을 갖는다(구자영 , 1988, 19-20). 

5) 외곽지역 성장기 
1990년대는 연말에 해태 백화점 개점을 시작 

으로 91년 롯데 영등포 지점과 건영옴니 백화점， 

92년 미도파 상계 지점， 태평， 그레이스， 신세계 

천호 지점， 93년 애경， 94년 롯데 청량리 지점， 

경방 펼 백화점 등 107~ 의 백화점이 개점되었다. 

88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서울 외 

곽 지역의 백화점이 90년대에 들어와 특히 증가 

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노원구의 건영옴 

니， 미도파 상계 지점， 동작구의 태평， 강동구의 

해태， 신세계 천호 지점 등이 그것이다. 노원구 

의 경우 8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상계 아파트 

그림 2. 서울시 백화점의 분포 

단지와 뒤이어 89년부터 중계지구의 아파트 단 

지 건설， 인접한 도봉구의 창동과 번동의 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인구 유 

입이 이러한 백화점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둔촌과 고덕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 

설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강동구 지역의 백화 

점 증가를 가져오게 온 동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들 백화점은 주변 거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 

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전생활백화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후반 강남과 

잠실지역에 등장한 고급화된 백화점들과 그 맥 

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3. 서울시 백화점 기능의 지역벌 특성 

1) 입지요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백화점 입지요인에서 인 

구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먼저 유동인구는 교통요인과 맞물려 동시에 고 

려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는 도심 · 서초 · 영등 

포·청량리·사당지역의 업체들이 유동인구를 

제 1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지하철역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사당지 

역을 제외하면 전통적 부도심지역들이다. 서울 

의 지하철은 1974년 8월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1984년 5월 2호선， 1985년 3'4호선이 개통되고， 

1990년대에 3.4호선의 일부 구간이 연장되었으 

며 앞으로 8호선까지의 건설계획을 끝마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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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울시 백화점 27개 중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은 

167ß 백화점으로 약 60%의 백화점이 지하철역 

과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깅-남 · 강북의 부심지역 백화점 157ß 

중 11개가 지하철역 연계입지를 하고 있어서 부 

도심권 백화점과 지하철역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다음으로 주변 거주인구를 목표로 한 백화점 

들은 주로 서초·영등포·상계·사당지역의 업 

체들이다. 서초， 영등포지역의 경우 유동인구와 

거주인구가 함께 고려되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계 · 사당지역은 외곽 지역들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 

은 곳들이다. 상계지역은 85년 건설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86년부터 택지개 

발사업을 하여 상계， 중계지구에 약 60，000호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대한주택공사， 1992, 394-

402)되어 대규모 인구유입이 이루어진 곳이다. 

중계지구의 단지건설이 끝난 91년을 기점으로 

이 지역에 대규모 백화점 2개점이 개설된 것은 

이러한 인구증가가 백화점 입지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수 있다. 

2) 기능적 특성 

그림 3. 시기별 지하철 노선과 백화점 입지 

地理學論聽 第27號0996. 2) 

소매기구의 공급측면은 점포의 수와 총면적 

등으로， 수요측면은 총판매액으로 나타낼 수 있 

다(Ingene & Lusch, 1980, 23). 공급과 수요의 

양측면을 통해 소매기구가 나타내고 있는 기능 

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규모와 부대시설 보유 

현황， 상품별 판매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1) 지역별 규모 

서울시 백화점의 현재 매장면적은 전체 

466，273m'로 1업체당 평균 17，269m'의 면적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매장면적 3，OOOm'이상을 백 

화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기준의 약 6배 

에 달하는 규모이다. 규모가 가장 작은 백화점 

도 약 5，000m'의 매장면적을 나타내는데 이는 모 

든 백화점들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서울시 전체 백화점 매장면적의 평균 17,269m' 

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등급별 규모는(그림 4) 주로 전통적 도심과 강남 
부도심인 서초， 잠실， 영등포지역에 초대형의 백 

화점들이 몰려 있으며 강북 부도심 지역 중 신 

촌에 20，000m'-30，OOOm'규모의 백화점이 있으며， 

외곽 지역 중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지역에 초 

대형 백화점이 최근에 개점되었다1O，OOOm' 

-15，OOOm'와 1O，OOOm’미 만의 백 화점 은 도심 에 4 

개， 서초지역에 2개， 영등포지역에 1 개， 청량리지 

역에 2개， 상계지역에 3개， 천호지역에 2개 등 

그림 4. 규모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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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심과 부도심 지역이 아 

년 외곽지역 백화점들이 조금 작은 규모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대시설 보유현황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개점한 백화점을 보면 

모두 방대한 규모에 다양한 문화·휴식시설을 

갖추어 유통업계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 

용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판촉행사나 문화교양 

강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션용의 기회 

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며 또한 판매공간은 물론 미술관 · 소극장 · 문 

화행사장 · 이벤트 홀 등의 문화공간과 레저 스 

포츠 시설과 식당 등의 휴식공간， 문화센터 · 주 

부교실 등의 문화교육시설들을 제공함으로써 종 

합생활문화예술공간을 형성해가고 있다. 
도심지역 백화점은 문화 · 스포츠 혹은 기타의 

서비스시설에 있어 다른 지역의 백화점들에 비 

해 보유시설이 적은 편이다. 이는 주로 70년대 

와 80년대 초반까지 개점된 것들로， 그 이후에 

개점된 백화점들과 대조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화랑)은 다른 지역 백화점 

들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주부들을 대상 

으로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는 문화센터는 강남 

부심 지역 중 서초지역 백화점들과 외곽지역의 

백화점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 문화시설에 비 

해 더 많은 공간을 요구하는 스포츠 시설의 경 

우 도심지역과 강북의 부심지역의 백화점들은 1 

개소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강남의 부심과 외 

곽지역의 백화점들은 수영장·볼링장·헬스장 

등의 여러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외곽지 

역의 경우 도심이나 부심지역보다 낮은 지가로 

인해 더욱 넓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때 

문에 이 지역의 백화점들은 대부분 스포츠 시설 

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 · 스포츠 시설 이외의 

기타 서버스 시설 보유현황은 전문식당가와 각 

층의 한 코너에 마련되어 있는 커피숍， 병원이나 

약국， 여행사， 은행， 미용실 등의 시설들을 갖추 
고 있는 곳이 많았다. 또한 유아휴게실이나 옥 

상을 이용하여 주부가 어린이들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있는 백화점들도 많았다. 

부대시설 보유 현황 

m 
m 
m 
애
 m 
m 
m 
o 

갯
 수
 

도심 강남 강북 외팍 

지역 

_--1 

그림 5. 지역벌 부대시설 보유현황 비교 

지역별로는 강남의 부심지역에 입지해 있는 백 

화점들이 월등하게 차별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 

었다. 이는 대상고객들의 소득수준이나 학력수 

준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상품별 판매액 

@총판매액 

1989년 이후 5년간의 판매액 성장을 살펴보면 

(표 3) 1업체당 평균 판매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 

다. 특히 89년에서 90년까지 1년동안의 성장률 

이 31.6%로 가장 높고， 90년대에 들어와 약간 

주춤하던 성장률이 93년에 다시 높아졌다. 1 엽 

체당 평균판매액은 동기간동안 2배 가까운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로는 외곽지역이 

655.6%로 가장 큰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88년 이후 외곽지역에 백화점이 많이 증가한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계지역은 90-91년 사이 1 

개， 92-93년 사이에도 1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천호지역도 1992년 말 1개 업체가 증가되면서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강북 부심지역은 

신촌의 백화점이 92년까지 전무하다가 92년 말 

1개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도심지역은 

1989-1993년간의 서울시 판매액 성장률의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하는 68.2%를 기록하고 있어 도 

심지역 백화점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업체당 평균판매액을 살펴보면 강 

북부심지역이 217.8%로 가장 높고， 외곽지역이 

151.6%로 그 다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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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역별 판매액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평균인 

82.0%에 미치지 못하는 68.1%를 나타내고 있어 

1업체당 평균판매액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비 

해 성장둔화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지역전체의 판매액과 관련시켜 볼 때， 업체 

수 증가가 있었던 시기마다 1업체당 평균판매액 

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신설업체가 대형백점이 

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업체수의 증가 

자체만으로도 지역내 다른 백화점들의 판매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상품별 판매액 시장점유율 변화 

백화점의 상품구성은 크게 의류， 식품， 가정용 

품， 잡화， 기 타 등의 5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의류판매액(그림 6)에 있어 도심과 강남부심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 

심의 경우 89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 

고 있고， 강납부심지역도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 

는 경향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두 지역의 시장점 

유율이 93년 현재 92.2%를 차지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백화점 의류 판매의 대부분이 이들 지역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 

부심 중 영등포지역은 91년 이후 3개 백화점 신 

설로 의류제품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규모 또한 대형급이어서 의류제품 구매 

에 대한 소비자들의 도심 지향적 성향을 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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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강북 

부심지역은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며， 외 

곽지역은 상계지역 의류판매액이 92년에서 93년 

사이 상당히 증가하고 사당과 천호지역의 백화 

점 신설로 인해 시장점유율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품판매액(그림 7)은 강남 부 

도심지역 백화점이 단연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91년 이후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 

다. 강북부심의 경우 92-93년 사이 증가율이 

300.7%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신촌지역 백화점 

이 92년말에 개설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외곽 

의 경우 상계지역이 대규모 업체가 신설된 91년 

이후 상당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당과 천 

호지역은 94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6)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식품판매액 평균07.8%)보다 훨씬 

높은 비율(25.4%， 27.4%)을 나타내고 있다. 특 

히 상계지역은 93-94년 동안 51.6%의 높은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 가정용품(그림 8)도 도심지 

역은 89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상계지역의 성장에 힘입은 외곽지역이 상당 

한 증가를 나타내며 잡화(그림 9)는 식품과 마 

찬가지로 강남부심지역이 월등히 높은 시장점유 

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곽지역은 의류， 식품， 가 

정용품은 동기간동안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잡화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3 

표 3. 각 지역벌 판매액 증가 현황 

단위: 억원.% 

1989 1990 1991 1992 1993 

판매액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1989-1993 

도심 
7266 8053 10.8 9953 23.6 11078 11.3 12217 10.3 68.2 

(1453) (2013) (38.5) (1991) (-) (2216) (11.3) (2443) (10.2) (68.1) 
강남 7880 10745 36.4 15660 45.7 19865 26.9 23232 16.9 194.8 
부심 (985) (1343) (14.8) (1424) (6.0) (1806) (26.8) (2112) (16.9) (114.4) 
7J τ닝'ï 332 466 40.4 583 25.1 816 40.0 2109 158.5 535.2 
부심 (332) (466) (40.4) (583) (25.1) (408) (-) (1055) (158.6) (217.8) 

외곽 
971 1036 6.7 2509 142.2 3958 57.8 7337 85.4 655.6 

(486) (518) (6.6) (627) (21.0) (66이 (5.3) (1223) (85.3) (151.6) 

계 
16449 20300 23.4 28705 41.4 35717 24.4 44895 25.7 172.9 
(1028) (1353) (31.6) (1367) (1.0) (1488) (8.9) (1871) (25.7) (82.0) 

자료:설문조사 

주 ( )는 1업체당 평균판매액과 그것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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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와서야 8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전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잡화의 지역 

별 시장점유율은 지난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 상품별 판매액 구성비 변화 

89년 도심 백화점은 의류 · 가정용품， 강남 · 

강북의 부심은 식품， 외곽은 잡화가 높은 구성비 

를 나타내고 있다(표 4). 93년， 도심은 여전히 

의류와 가정용품이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어 변 

화가 없고 부심은 식품과 함께 잡화 판매액이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외곽은 의류 · 식 

품 · 가정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백화점의 상품별 판매를 통해 도시공간구조상의 

위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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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류판매액 시장점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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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식품판매액 시장점유율 변화 

N. 서울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태 

1. 지역벌 백화점 소비자의 사회 · 경제적 특성 

설문 응답자 1102명 중 여자가 80.7%(848명) 

를 차지하고 있어， 백화점 소비자의 대부분이 여 

성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30대가 

가장 많아 70%이상이었다. 강남 부심지역이 40 

대이상 고객이 많고， 강북 부심지역중 신촌지역 

의 20대 구성이 아주 높고， 강북 부심과 외곽지 

역에서 10대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학력별 구성은 크게 주 

목할만한 사실은 없으나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거주지역백화점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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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정용품판매액 시장점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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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잡화판매액 시장점유율 변화 

- 120 -

60.5 

23.2 

10.3 
6 



地理學論聽 第27號0996. 2) 

표 4. 상품별 판매액 구성비 
단위: % 1)방문목적 

의류 시-，프b 가정용품 잡화 기타 

89 93 89 93 89 93 89 93 89 93 
도 

심 
때.8 40.9 9.7 10.2 16.2 17.6 10.3 11.6 22.9 19.7 

강남 
36.8 39.4 20.0 19.4 11.5 13.7 17.5 15.1 14.1 12.4 

7님-λ n1 

강북 
34.0 35.5 20.2 26.6 13.3 14.4 18.4 16.3 14.2 7.2 

부심 

켈「 잉 7 때 9 1 12.6 1 19.51 0.0 1 18.0 영 9 때 17.81 2.0 

자료:설문조사 

데， 이는 조은영의 연구(991)에서도 같은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별로는 월평균 100만원 

-300만원의 소비자가 62.4%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으며 백화점 이용 고객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70 

년대까지만 해도 특정소득계층에 의해서만 이용 

되는 시설로 인식되었던 백화점이 현재는 전소 

득계층에 의해 고루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해주는 듯하다. 

2. 지역벌 백화점 선택 
: 백화점 기능의 지역별 특성과의 관계 

백화점 이용시 소비자들은 백화점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백화점들이 제공하 

는 기능적 특성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 

는 것이다. 

백화점별로 방문한 목적에 관한 질문에서(표 

5) 구매와 아이쇼핑을 하기 위한 고객들은 각각 
39.5%, 29.1%를 차지하였다. 아이쇼핑의 경우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잠재수요 

자층이므로 약 70%의 방문객이 구매를 목적으 

로 백화점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30% 

정도의 방문객 증 식당가를 찾아온 고객이 

18.3%로 거의 1/5을 차지하고 있었고， 문화시설 

이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들이 

7.4%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 식당가 · 스포츠시 

설 등은 모두 부대적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이 

들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이 25.7%의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통해 백화점이 단 

지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타에 속하는 5.7%의 웅답자들은 

약속장소로 백화점을 선택한 고객이 대다수였다. 

이 또한 백화점의 부수적 기능에 속하는 내용으 

로 볼 수 있다. 백화점내의 부대시설을 이용하 

기 위한 고객들은 외곽과 강남부심지역이 각각 

28.5% , 26.5%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 

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외곽지역은 m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외곽의 주거밀집 

지역에 입지하여 기존의 도심과 부도심 지역 백 

화점들보다 부대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곳 

이다. 또한 강남의 부심지역이 높은 수치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은 특히 백화점과 대형놀이시설 

이 복합적으로 입지해 있어 구매목적외의 방문 

객이 가장 많은 잠실지역 백화점의 영향때문으 

표 5. 각 백화점벌 방문목적 
단위: 건. (%) 

구매 아이쇼핑 
부대시설이용 

기타 계 
문화시설 식당가 스포츠시설 계 

도 182(39.7) 132(28.8) 24(5.2) 89(19.4) 0(0.0) 113(24.6) 31(6.8) 뼈8000.0) 

강남부섬 215(43.3) 143(28.8) 38(7.6) 7805.7) 16(3.2) 132(26.5) 7(1.4) 49깨o때.0) 

7J -li닙11 닙-λ 디l 117(42.5) 80(29.1) 15(5.5) 3803.8) 0(0.0) 53(19.3) 25(9.1) 2750때.0) 

외 고「L 221(35.1) 186(29.5) 33(5.2) 136(21.6) 110.7) 180(28.5) 43(6.8) 630000.0) 

계 735(39.5) 541(29.1) 110(5.9) 341(18.3) 27(1.5) 478(25.7) 106(5.7) 1860000.0) 
자료 섣문조사(복수응답) 

주 : 부대시설이용계 = 문화시설이용+식당가이용十스포츠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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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구매물건 (표 6) 의류부문에서는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단위: 건. (%)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외곽지역의 백화점들 

의류 식품 가정용품 잡화 계 

도 

심 
160(35.6) 83(18.5) 38(8.5) 129(28.7) 449(100.0) 

강남 
273(33.7) 229(28.3) 57(7.1) 199(24.6) 809(100.0) 

초|lλ n1 

7J--5닙F 
80(33.5) 48(20.1) 10(4.1) 82(34.3) 239(100.0) 

부심 

외 
141(27.3) 145(28.0) 36(7.0) 153(29.6) 517(100.0) 

고「↓ 

계 654(32.5) 505(25.1) 141(7.0) 563(27.9) 2014(100.0) 

자료: 설문조사(복수응답) 

로 나타났다. III장의 부대시설 보유현황에서 보 

여준 지역별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백화점 방 

문목적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구매물건 
백화점에서 의류는 가장 많은 판매액을 나타 

내고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어느 백화점에서나 

의류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구매물건 조사에서도 

이 의류 판매액에서 서울시 전체 백화점 의류 

판매액 평균에 약간 미달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 경우 기존 재래시장이나 거주지에 

서 가까운 상점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상품 

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올수록 맞벌이 부부 

가 증가하면서 1주일 분의 식품을 한꺼번에 사 

서 쓰는 경향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백화점에 

서는 아주 적은 양의 구입도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 때문에 백화점의 식품판매액은 상당한 부 

분을 차지한다. 각 지역별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는 강남지역의 부섬 특히 서초 지역과 외곽지역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 

해 백화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m장에서의 상품별 판매액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상품 구매고객 조사에서도 도심의 

경우 의류와 가정용품， 강남부심의 경우 식품， 

강북부심은 잡화， 외곽지역은 식품을 사러 온 고 

객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요의 결 

과로 나타나는 판매액의 구성을 통해 각 지역별 

백화점이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상에서 어느 정도 

의 위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의류제품의 경우 도심에서의 판매비중 

표 7. 백화점 선택 요소 

전체 도심 강남 강북 외팍 
범주 선택요소 (0=1556) (0=445) (0=510) (0=211) (0=390) 

% 순위 % % 순위 % 순위 % 순위 
상품구색과 다양 21.3 2 27.6 1 21.8 1 13.7 2 17.4 2 
품질 품질 5.5 8 8.3 5 5.1 8 4.7 8 3.3 10 
분위기 분위기 6.5 6 10.1 4 5.3 7 5.2 7 4.6 8 

친절 6.4 7 6.1 6 7.5 5 10.0 4 3.3 10 
카드 8.8 3 10.3 3 9.0 4 8.1 5 7.2 4 

서비스 
식당가 3.6 9 4.5 8 2.5 10 1.4 12 5.1 7 
문화시설 3.3 10 3.4 9 3.7 9 2.4 9 3.1 12 
스포츠시설 0.9 13 0.0 13 0.6 12 0.4 13 2.6 13 
휴식공간 2.2 12 1.1 11 1.7 11 1.9 11 4.1 9 

입지와 교통 23.7 1 19.8 2 21.2 2 31.3 1 27.4 1 
편의성 주차 6.9 5 5.2 7 6.9 6 7.6 6 8.5 3 
가격 싼물건 8.5 4 2.5 10 14.5 3 10.9 3 6.4 6 
기타 2.4 11 1.1 11 0.2 13 2.4 9 6.9 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설문조사(복수응답) 
주 o은 전체 응답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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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백화점 기능의 지역벌 특성과 소비자의 

상점선택요인 비교 

이 크고， 식품은 강남의 부심과 외곽지역 백화점 

에서， 잡화용품은 부심지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 선택요소 

상품구색과 품질， 분위기 

상품구색 

서비스 

입지편의성 

서비스 

입지편의성 

---) 

---) 

---) 

---) 

---) 

--) 

지역별 특성 

규모 

규모 

부대시설 

지하철역입지 

부대시설 

거주지인접입지 

강남부심 

7J.~l;!.~ d ""ï기- 디 

심 

과 
「외 

도
 

소비자들은 일괄구매를 하게 되고 따라서 각기 

다른 크기의 상권을 갖는 재화들이 모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어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화 

점의 상품별 상권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지 

만 백화점의 입지와 제공되는 차별적 기능에 따 

라， 또한 소비자들의 백화점 이용목적에 따라 소 

비자들의 공간적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첫번째 각 지역별 백화점 방문고객의 거주공 

간에서 도심지역 백화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의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는 광범 

위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0). 이는 

도심에 입지한 백화점들은 접근성이 가장 우월 

하며， 또한 가장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고， 고 

급스러운 분위기로 장식하여 모든 지역의 다양 

한 부류의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심지역 백화점은 백화점이 입지하고 

있는 구를 중심으로 도심보다는 좁은 범역이지 

만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비교적 다양한 지역의 

소비자들을 포섭하고 있었는데 강남부심지역 백 

화점 중 서초지역 백화점(그림 11)은 다른 부도 

심지역 백화점과는 달리 백화점이 입지하고 있 

는 구의 소비자만으로도 전체 방문객의 43%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외곽지역 백화점과 비슷 

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은 소비자들 

의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상품구매 

외의 서비스기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에 따라 강납부심지역 백화점들은 다른 지역 

에 비해 평균규모도 최대이며 문화 · 스포츠 · 휴 

식시설 등을 월등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 이 시 

설들을 이용하는 지역내 소비자들의 구성비율이 

거주지인접의 외곽지역 백화점에서와 비슷하게 

3) 백화점 선택 요소 
소비자가 소매점을 평가 · 선택하는데 사용되 

는 요인으로 상품구색과 품질， 분위기， 서비스， 

입지와 편의성， 가격의 5개 범주(Ghosh & 
Mc1afferty, 1987, 17-18)로 구분하여 소비 자들이 

각 백화점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통해 백화점 

공급자의 기능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상점 선택 요소로 분류한 5개 범주에 의하면 

(표 7) 도심은 상품구색과 품질， 분위기요소가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고， 부심은 가격요소가 많 

이 작용하고 있다. 그 중 강남의 부심은 서비스 

요소가， 강북의 부심은 입지 편의성 요소가 백화 

점 선택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곽지역은 서버스와 입지편의성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강북 부심의 입지 편의성은 지 

하철역과의 연계를 의미며， 외곽은 거주지에서 

가깝다는 의미의 편의성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심지역 백화점을 

선택하는 주 요소인 서비스와 입지 편의성 요소 

가 외곽지역에서는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 

목할 만한 사실이다. 

m장에서 살펴본 백화점 기능의 지역별 특성 

과 관련시켜 보면(표 8) 규모가 큰 도심과 강남 

부심지역의 경우 상품구색이 다양하다는 요소를 

선돼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강남부심과 외곽지역 백화점에 

대해서는 상점선택요소 중 서비스 요인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북부심의 경우 3개 백 

화점 모두가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입 

지적 특성을 소비자들역시 인식하고 있었고， 외 

곽지역 백화점의 경우 거주지 인접의 입지가 소 

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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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백화점 고객의 공간적 범위 
: 백화점 지역벌 특성과의 관계 

판매하는 재화를 다양한 백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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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도심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그림 11 . 서초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 ·‘· i 

그림 12. 잠실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_._---_._-------, 
‘ . 

그림 13. 영등포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그림 14. 신촌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_. 

-------------_.-•------

그림 15. 청량리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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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잠실지역 백화 

점(그림 12)은 다른 부심지역 백화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등포지역 백화점 

(그림 13)은 서울과 인천， 부천을 연결하는 수도 

권 서남부 지역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이는 영등포와 수도권 서남부 지역간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있는 지하철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강북부심의 경우(그림 14, 

15) 동북과 서북의 경기도 지역에까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지역 백화점들은 기능적 특 

성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징적인 것이 없 

으나 입지면에 있어 3개 백화점 모두 지하철역 

과 바로 연결되는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판매사 

원이 가장 친절한 곳으로 소비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외곽지역은 백화점이 입지하고 있는 구 

의 소비자들이 거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인접한 구의 소비자들 정도로 극히 한정적인 

공간 포섭 력을 보이고 있다(그림 16, 17, 18). 
이 지역의 백화점들은 거주지 주변에 입지하여 

소비자들이 상품구매뿐 아니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전생활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 

는 곳이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가깝고 부대기능 

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지만， 다른 지 

역에서의 접근성은 낮기 때문에 주변의 소비자 

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한정적인 공간 포섭력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방문목적별 소비자의 거주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통해 문화 · 스포츠 시 설 등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들은 공간적 범위에 있어 한 

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백화점의 부대시설을 이 

용하기 위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백화점까지 찾 

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따라서 상품 

구매고객의 공간적 범위에 있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고른 분포를 보여 준 도심과， 이보다는 

좁은 범위이지만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비교적 

다양한 지역을 포섭하고 있는 부심지역 백화점 

들도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타지역의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의 고객들로 매우 

한정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방문 

목적별로 백화점이 포섭하는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는 상품구매고객과 부대시설이용고객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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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상계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그림 17. 사당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그림 18. 천호지역 백화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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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의 지역별 특성과 소비자 구매행태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규모 소매기구의 공급에 따라 소 

비자의 구매행태가 공간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그것이 도시공간구조 내에서 어떠한 모 

습으로 어우러지고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도시 

공간구조 이해에 있어 도시내 기능 및 활동과 

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백화점 

의 지역별 특성을 연구한 m장에서， 

첫째， 지난 5년간0986-1991) 백화점의 판매액 

은 서울에서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또한 대 

형백화점의 신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서울의 비중이 조 

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형백화점들 

의 지방진출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백화점 분포의 지역별 전개과정은 1970 

년대까지 강북의 도심지에 집중하면서 특정 소 

득 계층에 의해서만 이용되던 것이 80년대로 들 

어서면서 서초 · 강남지역의 백화점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백화점 이용도 대중화되었다. 또한 

85년 3저 호황 이후 88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 

는 6개의 백화점이 개점하게 되고， 이어 80년대 

말부터 서울시 거주지의 공간적 확산과정과 함 

께 외곽지역에 백화점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 

재 서울시에는 은평구와 마포구 등 서북부 지역 

을 제외한 전 지역에 백화점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그 분포 상황은 도심과 5개 부도심(서초， 

잠실， 영등포， 신촌 청량리) , 그리고 외곽지역(상 

계， 사당， 천호) 등의 계층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능적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규모별로는 도심과 강남의 부도심지역 

에 초대형의 백화점들이 많고 외곽지역으로 갈 

수록 규모가 조금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부대 

시설은 강남부심과 외곽지역에서 월등하게 많아 

지역별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판매액은 

전체적으로 도심의 쇠퇴·강남부심지역의 안정 

· 외곽지역의 급성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품별 판매액에서는 도심지역 백화점이 의류와 

가정용품， 부심지역 백화점은 식품과 잡화용품， 

외곽지역 백화점은 의류·식품·가정용품에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서 의류제품을 구 

입할 때는 여전히 도심을 선호하지만 식품의 경 

우 그 이외 지역에서의 구매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규모와 

부대시설， 상품별 판매 등의 백화점 공급기능적 

측면에서도 도시공간구조상의 위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백화점의 입지와 기능의 지역별 특성 

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행태도 달라지게 되는데， 

첫째， 지역별 백화점의 소비자 구성은 이용자 

의 사회 · 경제적 지위에 따라 뚜렷하지는 않지 

만 약간의 차이플 보이고 있었다. 

둘째， 소비자들의 지역별 백화점 선택과정은 

소매기구의 공급과 수요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도심지역 백화점은 규모 

가 크고 의류와 가정용품의 판매구성비가 높은 

곳으로，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상품구색이 가장 

다양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 고급스러운 분위기 

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남부심 

지역 백화점은 규모와 부대시설 보유에 있어 최 

고이며 모든 상품판매에서 시장점유율 최고이며 

특히 잡화용품의 판매구성비가 높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상품의 다양함과 높은 서비스를 주 

요 선택요소로 답하고 있다. 강북부섬 백화점은 

신촌지역 백화점 신설로 인해 식품판매가 많아 

졌으며， 전동적으로 잡화용품이 높은 판매를 보 

이고 있어 강남부심과 함께 잡화용품 판매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곽지역 백 

화점은 많은 부대시설 제공을 통해 전생활백화 

점으로서의 공간제공을 하고 있는 곳으로， 소비 

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와 거주지 인접의 입지편 

의성을 선택요소로 응답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 백화점은 소비자들의 공간적 범 

위에서 계층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백화 

점의 입지와 차별적 기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도심백화점 소비자들은 서울시 전역과 경 

기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른 분포 

를 나타내고 있어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심지 

입지의 이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강남부심지역 

백화점은 그 입지에 있어 지하철역과의 연계와 

거주지인접의 요소가 같이 나타나며， 강북부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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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백화점은 100% 지하철역과 직접 연계되는 

입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로 부심지역 백화 

점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는 도심보다는 좁지만 

방향성을 나타내며 상당한 지역의 소비자들을 

포섭하고 있다. 외곽지역 백화점은 서울시 거주 

지의 공간적 확산에 힘입어 거주지 주변에 입지 

한 백화점들로써 소비자들의 공간적 범위도 백 

화점이 입지해 있는 주변의 극히 한정적인 공간 

포섭력을 보이고 있다. 

넷째， 백화점 이용목적에 따른 소비자의 공간 

적 범위에서도 상품구매고객과 부대시설 이용 

고객 사이에 계층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비 

교적 넓은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도심과 부심 

지역 백화점에서도 부대시설 이용 소비자들의 

공간적 범위는 외곽지역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으로 한정된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 백화점은 한 

마디로 도심지역의 쇠퇴와 부섬 · 외곽지역의 성 

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와 

소비자 이용측면에 있어 계층성을 나타내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판매 · 구매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 

지는 서울시 백화점을 대상으로 상업기능과 도 

시공간구조와의 관계의 일면을 보고자 하였다. 

도시공간구조는 업무 중심적인 도심과 외곽의 

거주지역， 각 거주지와 업무지를 연결하는 부심 

지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 각 지역은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뿐 아니라 활동하는 사 

람들의 통행패턴이나 구매행태에 있어 기본적으 

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며， 서울시 백화점 또한 

서울시의 도심·부심·외곽의 공간구조상의 계 

층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지역적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註 >

1) 생활권 구분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를 포함하여 동 

남2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송파구와 강동구의 백 

화점은 그 입지 · 성격에서 차별적이라는 판단 하 

에 본 연구의 분석단위 지역에서는 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설문조사기간 : 1995년 8월 10일 -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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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시간 : 평일하루(백화점측 사정으로 휴일 

의 이용객 조사는 하지 못했다.) 

3) 1927년 Reilly는 ‘2개의 소매상업도시가 그 중간지 

역으로부터 홉인할 수 있는 판매액의 비율은 두 

도시의 인구비율에 비례하고 두 도시로부터 중간 

지역에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소매중력법 

칙 (Laws of Retail Gravity)을 제 시 하 였 다(Davies， 

1976:32-33). 

4) 1990년 9월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개칭 

5) 이후 신세계 영동지점， 1995년 4월부터는 나산 백화 

점으로 주인을 달리하며 계속 영업중. 

6) 그 이전의 자료가 부족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94 

년 개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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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Department Stores 

and the Consumer' s Shopping Behavior in Seoul 

Eun Jin Chung * 

Surnmary 

This study is derived from a viewpoint that the location of urban function is a most basic 

step of urban spati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Department stores, which play a commercial 

role on a large scale, appeared in urban spati머 structure of Seoul. For this purpose,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Department stores which ar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f Seoul. 

This paper c1arified regional change of distribu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Seoul spatial structure’s hierarchy(C.B.D. , Subcenter, Outer region) and whether this regional 

hierarchy is ref1ected in the consumer' s shopping behavio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growth of the complex retail store, Department stores have grown lastingly for 

about 60 years and are given much weight in Seoul but now we can see large Department 

stores beginning to locate in the provinces through the fact that the relative weight of Seoul 

has decreased by degrees since 1990. 

2. After the 1930’ s, when the first Department store was established in Seoul, the distribution 

of Department stores in Seoul was concentrated in C.B.D. up to the 1970’s.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80' s, Department stores have increased in Suchogu . Kangnamgu, and the consumer' s 

use of Department stores has become popularized. From 1988, Department stores appeared in 

the Outer region, and have grown during the 1990’s. Now Department stores in Seoul which 
are geared with spread of residential district development are distributed hierarchially in C.B.D., 
Subcenter, Outer region. 

3. Hierarchial distribution or location influences a Department store' s function. Therefore the 

influence of the hierarchy of urban spatial structure manifests itself in supply function-size, 
subsidiary facilities , amount of selling c1assified by product, etc.-. For example, firstly , size is 

the largest in the C.B.D. and Subcenter of Kangnam, decrease in the Outer region. Secondly, 
Department stores in Subcenter of Kangnam and Outer region have an outstandingly amount of 

subsidiary facilities. Thirdly, the amount of selling c1assified by product , in C.B.D. -c1othing 

and housewares, in Subcenter-groceries and sundry goods, in Outer region-c1othing, groceries 

and housewares take possession of a relatively high component ratio. 

4.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and funct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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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in the forties in Subcenter of Kangnam, and in the twenties in Sinchon. There were 

relatively more of the higher income eamers(those who eam three million won or more a 

month) in the Subcenter. 

5. The consumer' s regional selection of Department stores is an important process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of retail organization' s supply and demand. Consumers appraise 

that C.B.D. Department stores, which are large in size and have a high sale component ratio in 

c10thing and housewares, are most diverse in the assortment of goods, are confident in product 

quality and have the most elegant surroundings. Department stores in Subcenter of Kangnam 

have been appraised to have a diverse assortment of goods and a high quality of service. 

Department stores in Outer region were appraised to offer many subsidiary facilities and 

consumers also appraised these were convenient as it was located neighboring the residential 

districts. 

6. The spatial range of consumers who use Department stores also appeared hierarchially. 

This was the composite result of Department store ’ s regional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location and function. Consumers who came from all parts of Seoul and Gyounggi use the most 

accessible c.B.D. Department stores. Department stores in Subcenter nests consumers who 

came from a narrower range than C.B.D., but came from the direction east-north, west-north, 
east-south, and west-south. Department stores in Outer region showed very limitative spatial 

nests. And the spatial range of consumers by purpose of using Department stores also 

appeared hierarchially between consumers who bought products and those who used subsidiary 

facilities. Especially consumers who use subsidiary facilities came from much a narrower range. 

From thess findings , we can see that the location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Department stores and the consumer' s shopping behavior in Seoul are strongly related to the 

hierarchy of Seoul spatial structure, and differ from region to region. 

Keywords Urban Spatial Structure, Urban Function, Department Store, 
Regional Characteristics, Consumer Shopping Behavior,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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