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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매중심지의 변화와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
이 후 빈*

Changes of Retail Centrality and Strategic Location of
Large Retail Stores in Seoul
Lee, Hoobin
요약 : 구조변화를 통하여 대형소매점이 소매업 내 주요 업태 중 하나로 부상했다. 대형소매점의 차별적인 입지행태와 파급
효과를 공간구조의 틀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매업의 공간구조에 관한 논의를 대형소매점
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론적으로 확장한 후,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에 의한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을 경험적으로 검증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소매업의 공간구조에서 HL(high-low) 유형의 새로운 소매중심지가 나타났다. 대형소매점에 의한 소매중심
지의 형성이 주변 지역과 격리된 이례 지점(HL 유형)의 형태를 뛸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HL 유형의 새로운 소매중
심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차료 절감을 추구하는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가 위치이점이 열악한 외곽지역에서 새로운 소매중심지를 형성
할 수 있다.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 대형소매점은 위치이점이 열악한 외곽지역에 전략적으로 입지하여, 그 반대급부로 임차
료 절감을 추구한다.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에 의해서 위치이점이 열악한 외곽지역이 단시간 내에 소매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소매업에서 위치 창출자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반소매점이 기존 위치이점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높
은 임차료를 지불하는 위치 수용자라면, 대형소매점은 새로운 위치이점을 창출하여 그 대가로 임차료를 절감하는 위치 창출
자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구조변화, 대형소매점, 수요외부성, 전략적 입지, 위치 창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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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large retail stores have newly arose as one of the major types of operation in retail business

through retail restructuring in Korea. There were few proper explanation for the different locational
behavior and ripple effect of large retail store in the previous literatures. For that reason, this study
accommodates the large retail stores for the expanded theoretical discussion of spatial structure of retail and
tests the formation of the new retail central places empirical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L(high-low)-typed retail central places have newly showed up in the spatial structure of retail in
2005. There is need of further concentration on HL-typed retail central places, chances are the retail central
places comprised of large retail stores appear as spatial outliers isolated from their surroundings.
Second, the strategic location of the large retail stores pursuing rent cut could make new retail central
places in the city fringes where those locational advantages are weak. The large retail stores that
internalized their demand externalities could locate strategically in the fringe with little locational
advantages and seek for rent cut in return. As a result, the city fringes with dubious locational advantages
come up as retail central plac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possibility of the location maker in the retail business;
the general retail stores might be called ‘location takers’ that take advantage of their existing locational
advantages and pay high rent, while the large retail stores might be named ‘location makers’ that create the
original locational advantages and cut their rent down.
Key Words : retail restructuring, large retail store, demand externalities, strategic location, location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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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은 행태와 효과의 차별성을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대형소매점이 일반소

1) 연구배경과 목적

매점과 다른 행태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근본적
차이점에 관해서는 성공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
했다.

1996년 유통시장개방과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
면서 국내 유통시장은‘유통혁명’이라 명명할 정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소매업의 공간구조

도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다. 구조변화의

(spatial structure)라는 큰 틀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핵은 대형소매점의 성장이었다. 대단위 자본투자

있다. 소매업은 상권(market area)이라는 공간을

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형소매점은 비용 절감

매개로 더 많은 소비자를 차지하기 위한 공간 경쟁

을 통해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

(spatial competition)이다. 공간 경쟁의 장인 공간

로 소매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소매업 내 주

구조는 개별 소매점의 입지가 펼쳐지는 배경이자

요 업태로 성장한 대형소매점은 소규모 자본의 개

결과이다. 즉 소매점은 기존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인이 영세한 형태로 운영하던 경영환경을 대규모

입지를 선택하고, 이런 소매점의 입지는 공간구조

자본의 기업경영으로 변화시켰다(오세조·세키네

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이 펼쳐지는 공간구조에서

다카시, 2002; 신기동·서충원, 2008; 구자성 외,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분석할 때, 이

2010).

둘의 근본적 차이점을 포착할 수 있다.

대형소매점의 성장은 소매업의 공간구조에 관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구조의 형성과정에 대한

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기존 논의는

논의를 대형소매점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론적으

소규모 소매점들의 집적(agglomeration)으로 소매

로 확장한 후,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에 의한

중심지와 공간구조의 형성을 설명했다. 대규모 면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

적에 다양한 상품구성을 갖춘 대형소매점은 입지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행태와 파급효과에서 소규모 소매점과는 다른 양

같다.

상을 보인다. 구조변화에 따라서 대형소매점이 소

첫째, 속성과 위치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 분석

매업 내 주요 업태 중 하나로 부상했음을 감안할

방법으로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를 탐색하고,

때, 대형소매점을 포함한 형태로 기존 논의를 보완

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새로운 소매중심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 나타났음을 밝힌다.

대형소매점의 입지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형소

둘째, 대형소매점이 수요외부성의 내부화를 통

매점을 소매업의 논의 틀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차

해 전략적 입지를 실천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새

별적인 입지행태와 파급효과 자체에 주목했다(최

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을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대식, 1998; 신지혜, 1999; 권용걸·강양석, 2002;

입지로 설명한다.

김원경, 2003; 류주현, 2004). 즉 대형소매점의 행

2) 연구범위와 자료

태와 효과를 설명(explanation)하기보다는 기술
(description)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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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구매를 위하여 직접 공급자의
점포로 이동하는 점포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다 . 기
1)

<표 Ⅰ-1> 연구자료의 구분

존의 소규모 소매점과 다른 입지행태와 파급효과
를 보이는 대규모 소매점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

구분

공간단위

산업분류

해서, 소매점을 대형소매점과 일반소매점으로 구

서비스업총조사

행정동

중분류
(소매업)

전국사업체조사

행정동

분한다. 제8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구분기준
으로 사용하였다. 소매업은 중분류 (소매업; 자동

사용자료
-사업체수
-사업장면적
-매출액

세세분류
-사업체수
(일반소매업/대형소매업)

차 제외)에서 소분류 (무점포 소매업)을 제외한 업
종들로, 대형소매점은 세분류인 대형 종합 소매업

2. 문헌연구

으로, 그리고 일반소매점은 소매업 중 대형소매점
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6년부터 2005년까

소매업의 구조변화를 주도한 대형소매점은 공

지이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설정하였고, 분석

간구조에 관한 기존 논의의 보완을 촉구한다. 고차

단위는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계열적으로

위 중심지의 번영과 공간구조의 관성(inertia in

변화하는 행정동은 2005년을 기준으로 조정했다.

spatial structure)을 주장하는 공간구조의 기존 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에

의로는 외곽지역을 선호하는 대형소매점의 입지

의한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을 규명하는 것이

행태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형소매점

다. 이를 위해서 1996년과 2005년의 공간구조를

의 파급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

대형소매점의 차별적인 입지행태와 파급효과

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공간구조의 형상화에는 서

를 소매업 전체의 틀에서 분석해야 한다. 차별적인

비스업총조사의 행정동별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

입지행태와 파급효과를 기술(description)적으로

였다.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대형소매점이 일반소매

하지만 서비스업총조사의 원자료는 행정동 단

점과 다른 행태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근본적 차

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로 자료를 제

이를 설명(explanation)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이

공하므로, 소매업의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악이

는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이 공간 경쟁하는 공

불가능하다. 특히 대형소매점의 행정동별 사업체

간구조에서 인식할 수 있다.

수를 알 수 없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전국사업

공간구조에 관한 기존 논의를 대형소매점을 포

체조사를 이용했다.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함하는 형태로 이론적으로 확장한 후, 이를 바탕으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는 행정동 단위에서 한

로 대형소매점의 입지행태와 파급효과에 대한 경

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로 자료를 제공한다.

험적 검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대형소매점

이 원자료를 통해서 행정동 단위의 세세분류별 사

이 촉구한 공간구조에 관한 기존 논의의 보완과 공

1)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매업은 점포 소매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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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조예서의 대형소매점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one-stop shopping)을 제공할 수 있다(O’Sullivan,

분석틀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2003: 78~80). 이처럼 다목적 쇼핑이 가능한 소매
집적지는 수요외부성(demand externalities)2)을 초

1) 소매업의 공간구조에 관한 논의

래하고, 이 곳에 입지한 상점은 다른 상점보다 초
과이윤을 획득한다. 이 초과이윤을 쫓아서 더 많은

(1) 공간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상점이 집적지에 모여 들면서, 다수의 상품 범주를

이 분야의 연구는 중심지이론이 소비자와 기업

갖춘 이종집적으로서의 소매중심지가 나타난다.

의 행태를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소매집적의 정도에 따라 취급상품의 범주와 중심

고려를 중심으로 중심지이론을 수정하고자 한다.

지의 계층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서 소매업의 공간

다양한 시도 중에서 소비자의 다목적 쇼핑

구조가 형성된다.

(multipurpose shopping)과 이에 대한 공급자의

다목적 쇼핑과 소매집적을 고려할 때, 소매업의

대응인 소매집적(retail agglomeration)으로 공간구

공간구조는 크리스탈러가 추론한 균등한 분산보

조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많은 주목을 받

다는 선택적 집중으로 나타난다(Craig et al., 1984;

고 있다(Craig et al., 1984; Kohsaka, 1984; Ghosh

Kohsaka, 1984). 다목적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

and McLafferty, 1986; Ghosh, 1986; Oppewal and

는 한 번의 이동으로 고차위 상품과 저차위 상품을

Holyoake, 2004). 크리스탈러의 고전적 가정인 소

구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근접상점인 저차위 중

비자의 단일 목적 쇼핑(single-purpose shopping)

심지를 지나쳐서(pass-through) 고차위 중심지를

과 소매기업의 균등한 분산을 현실화함으로써 중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상품구입을 위한 소비자의

심지이론은 공간구조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

공간 선택은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비용과 원-스톱

는 미시적 동기를 획득한다. 즉, 공간구조는 쇼핑

쇼핑에 따른 수익의 상호비교(trade-off)에 의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소비자와 초과이윤을 추구

정해진다. 교통비용이 낮아지고 원-스톱 수익이

하는 소매기업에 의해서 형성된다.

높아지면, 고차위 중심지는 번영하고 저차위 중심

소비자는 자신의 쇼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는 쇠퇴한다(Kohsaka, 1984). 이런 과정의 순환

서 한 번의 이동으로 다양한 목적을 만족시키는 다

을 통해서 공간구조에 CBD지배(Central Business

목적 쇼핑 행태를 선호한다. 다양한 업종의 소매점

District dominance)3)가 나타난다.

이 모여 있는 집적지는 소비자에게 원-스톱 쇼핑

경험적 고찰을 동반하지 않는 이론적 연구는 현

2) 집적지는 소비자의 쇼핑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잠재적 소비자들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다목적 쇼핑을 위해서 자신
의 최근접상점(the nearest store)이 아닌 집적지의 상점을 이용할 것이다. 결국 집적지의 상점은 자신의 정상적 상권 외부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Eaton and Lipsey(1982)는 수요외부성으로 명명했다. 이 수요외부성이 초과이윤의 근원
이자 소매집적을 초래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3) Kohsake(1984)는 이를 대도시지배(metropolitan dominance)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수학적 모형에서의 소매집적은 직
접적인 접촉을 상정한 엄격한 집적 개념이다. 소비자의 다목적 쇼핑에 소매기업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집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고차위 중심지는 대도시가 아닌 대도시 내의 CBD로 해석하
는 것이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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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제한적 설명만을 제시할 뿐이다. 공간구

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했다(Bochert, 1998;

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정교한 수학

Dale and Sjøholt, 2007). 설명의 핵심요소는 공간

적 모형을 통해서 중심지체계에 대한 기존의 기술

구조의 관성이다. 소매업의 주요 행위자인 소비자

을 넘어선 설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기

와 기업은 새로운 소매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역

여는 명백하다. 하지만 구축한 수학적 모형을 다양

동적으로 변하지만, 공간구조와 이를 규제하는 제

한 사례 지역에서 검증하고 보완하려는 시도는 많

도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이다. 이렇기 때문

지 않았다. 이렇기에 이론적 연구는 소매업의 새로

에 저차위 중심지의 쇠퇴, 고차위 중심지의 번영,

운 변화를 수용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경험적

공간 포섭관계의 약화와 같은 부분적인 변화는 있

연구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론적 연구의 발전은 현

었지만, 공간구조는 중심지의 기초적 공간분포로

실의 변화와 거리를 두는 수학적 시뮬레이션의 정

여전히 유효하다.

교화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 연구가 경험적

소매업의 변화를 중심지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

연구에 의해서 끊임없는 보완(또는 수정)을 받아

하고자 했던 위와 같은 시도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

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했다. 공간구조의 형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파악한 공간구조의 변화

(2) 공간구조의 현실적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

를 중심지이론의 틀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개별 사

계층적 도시체계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

실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설명의 핵심요소

Berry and Garrison(1958)의 연구 이후로 중심지이

인 공간구조의 관성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제시

론을 현실의 도시 공간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

하고 있을 뿐 어떤 구체적 언급도 하지 못했다. 새

었다(Berry, 1959; Berry, 1960; Berry, 1963). 이런

로운 사실의 연결로 이루어진 기술은 변화의 수용

연구는 주로 현실 공간에서 나타나는 중심지의 계

을 통한 중심지이론의 보완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층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론적인 틀로 설명하

공간구조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고전적 공간구조

거나 혹은 기존 이론에 없는 경우 새로운 상업중심

와 현실적 공간구조의 공통점만을 확인시켜줄 뿐

지로 유형화하고자 했다(김주일, 2005: 19~24). 특

이다.

히 시카고 시내의 상업지역을 고찰한 Berry(1963)

2) 대형소매점의 차별적인 입지행태와 파급
효과

의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중심지이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기존의 핵형 지구(nucleated
area)이외에 선형지구(ribbon area)와 특화지구
(specialized area)를 중심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유

구조변화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대

형을 풍부하게 하였다. 또한 도시 간 공간구조를

형소매점에 대해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설명하는 중심지이론을 도시 내 공간구조에 적용

특히 급속도로 성장한 대형마트에 대한 연구가 급

함으로써 중심지이론을 3차 활동의 공간구조에 사

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입지산업인 소매업의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소매점의 입지에 초점을 맞

최근의 연구는 소매업의 새로운 변화를 중심지

췄다. 입지연구는 크게 입지과정과 입지영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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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연구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이미 입지

대형소매점의 입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차별적

한 대형소매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입지요인과

인 입지행태와 파급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

입지유형을 살펴보고, 후자는 대형소매점 입지 전

했다. 즉 입지과정에 관한 연구는 대형소매점이 외

후의 비교를 통해서 대형소매점 입지가 소매업의

곽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공간구조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입지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형소매점이 막대한 파

대형소매점의 입지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급효과를 끼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살펴보지 못

대형마트의 입지를 분석하거나, 혹은 백화점과 대

했다. 이들은 대형소매점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차

형마트의 입지 차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

별적인 입지행태와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기술하

졌다. 기존 백화점은 도심이나 부도심에 입지하는

는데 주력했다. 도시화와 교외화의 확대로 외곽지

반면에, 대형마트는 주로 도시 외곽의 주거 밀집지

역은 소매업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다. 외곽지

역에 단독으로 입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형

역이 제공하는 편리한 교통, 높은 수요, 넓은 부지,

마트가 편리한 교통, 높은 수요, 넓은 부지 확보,

저렴한 지가 등은 소매점이라면 어느 업체나 탐내

저렴한 지가 등의 조건을 갖춘 도시외곽지역을 선

는 조건들이다. 하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외곽

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점포를 신설하는 대형마트

지역에 선도적으로 입지하여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 도심의 높은 지가를 감당하기는 어렵다(이만형

끼치는 상점은 주로 대형소매점이다. 특히 대형소

·전성자, 1998; 최대식, 1998; 권용걸·강양석,

매점은 높은 최소요구값에도 불구하고 계층성이

2002; 김원경, 2003).

낮은 외곽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한다4). 대형

대형소매점의 입지는 기존 소매중심지의 쇠퇴

소매점의 입지행태와 파급효과를 기술하는 것도

와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중요하지만, 일반소매점과 다르게 대형소매점이

신지혜(1999)는 청주시를 사례로 대형마트 입지에

그런 행태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근본적 차이점을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는 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형마트의 외곽입지가 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

3) 연구의 분석들

주 상권을 분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류주현(2004)
은 대전시를 사례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대형마
트의 입지에 따른 소매업 공간구조의 변화를 밝혔

소매업의 공간구조에 대한 기존 논의는 소매업

다. 대형마트가 입지한 신도심 지역은 최고차 소매

의 구조변화를 수용하는 데 적합한 틀을 제시하지

중심지로 성장한 반면에, 기존의 원도심 지역은 인

못했다. 수학적 모형에 의존한 이론적 연구는 구조

구가 감소하고 종합소매업의 폐점이 증가하면서

변화를 논의의 틀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현실의 변

패션형 전문지구로 바뀌었다.

화와 거리를 두는 수학적 시뮬레이션의 정교화만

4) 넓은 매장의 대형소매점을 개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소매업의 공간구조에서 높은
최소요구값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은 최고차위 중심지밖에 없다. 즉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확보가 가능한 지
역은 최고차위 중심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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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했다. 공간구조의 형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영하는 경험적 연구는 복잡한 공간구조를 파악할

이해가 부족한 경험적 연구는 소매업의 변화에 따

수 있게 해주지만,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기술이

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고, 이를 단순

아닌 설명을 위해서는 복잡한 공간구조에 접근할

히 기술하는 데 그쳤다. 이렇기 때문에 공간구조에

수 있는 일정한 인과경로로서의 이론적 토대가 필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 어떤 것으로도 계층성이

요하다. 반대로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

낮은 외곽지역을 선호하는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가 적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근거로서

설명하기 어렵다.

의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대형소매점의 입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소매업
(1) 이론적 논의의 확장

전체의 틀에서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해석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대형소매점은 기존 일반소매

공간구조에 대한 기존 논의는 소비자의 다목적

점과는 다른 입지행태를 보이고, 자체의 규모로 인

쇼핑 선호와 그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인 소매집적

해서 소매업의 공간구조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끼

으로 소매중심지와 공간구조의 형성을 설명한다.

친다. 입지행태와 파급효과의 차별성에 주목한 기

소비자의 다목적 쇼핑에 소매집적으로 대응하는

존 연구는 대형소매점을 소매업의 논의 틀로 끌어

일반소매점은 소매집적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요

들이기보다는 대형소매점의 행태와 효과를 기술

외부성을 추구한다. 즉, 다목적 쇼핑이 가능한 소

하는 데 주력했다. 설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기술은

매집적지는 수요외부성을 창출하고, 일반소매점

대형소매점의 행태와 효과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

은 이 수요외부성을 쫓아서 소매집적지에 입지한

만을 양산할 뿐이다. 이것은 대형소매점이 일반소

다. 수요외부성은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공간상의

매점과 다른 행태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근본적

힘으로, 일반소매점이 이것을 향유하는 유일한 방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법은 특정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다. 결국 일반소매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소매업의 공간구조라는

점이 수요외부성을 추구하는 한, 그의 입지는 기존

큰 틀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상품

소매집적이 만들어놓은 공간구조에서 크게 벗어

을 판매하는 소매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존재의의

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공간구조의 관성이다.

로 한다.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대형소매점의 성장은 공간구조에 대한 기존 논

즉 보다 넓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매점은 공

의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대형소매점은 소매집적

간을 매개로 경쟁을 한다. 경쟁이 펼쳐지는 공간구

이 아닌 초대형 매장으로 소비자의 다목적 쇼핑 행

조에서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살펴

태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을 갖

볼 때, 이 둘의 근본적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춘 대형 소매업체들은 특정 공간에 자본을 집중함

공간구조는 개별 소매점의 입지가 펼쳐지는 배경

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갖춘 대규모의 단일시설을

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건립한다. 다목적 쇼핑에 대한 일반소매점의 공간

공간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논의를 대형소매

적 대응을 자본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점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론적으로 확장한 후, 이를

통해서 대형소매점은 일반소매점이 공간을 매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을 반

로 집단적으로 향유하는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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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 대형소매점은 수요외

공간구조의 틀에서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조명하

부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존 공간구조에서 비

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간구조 탐색이

교적 자유롭게 입지할 수 있다. 즉, 자체의 규모로

다. 크리스탈러에 따르면 중심지 체계는“다수의

인해서 주변 상점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

소규모 또는 최소규모의 도시와 장터, 그리고 이와

준 이상의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대형소매점은 소

나란히 소수의 상대적으로 큰 도시들”로 이루어진

매집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입지할 수 있다.

다(Christaller, 1933: 102).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

수요외부성을 추구하는 일반소매점은 선택할

해서는 다수의 배후지에 영향을 끼치는 소수의 소

수 있는 입지의 폭이 넓지 않다. 수요외부성의 크

매중심지를 추출하여야 한다. 소매중심지는 공간

기는 기존 공간구조의 형태로 정해져 있고, 일개

적으로 조직된 공간구조에 존재하므로6), 일정수준

일반소매점의 입지로 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

이상의 중심성(centrality)을 가지면서 주변지역보

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소매점은 수요외부

다 확실한 우위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소매중심지

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매집적의 형태로 만들어

는 속성정보인 중심성과 위치정보인 주변 지역에

진 기존 소매중심지 중 한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

의해서 정의되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하는 분석방

다.

법으로 공간구조를 탐색해야한다.

5)

하지만 공간구조의 관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의 차이는 자본 집중

로운 입지가 가능해진 대형소매점은 개별 기업의

의 가능여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본 집중이

전략에 따라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요외부성

불가능한 일반소매점은 집적을 통한 공간적 대응

의 내부화가 대형소매점의 입지 선택의 폭을 넓힌

으로 다목적 쇼핑에 부응한다. 이에 비해서 대형소

것이다. 이런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에 의해서

매점은 자본 집중을 통해서 일반소매점의 공간적

기존 공간구조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매

대응을 자본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다수의 기업과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

다양한 업종의 집적지로 다목적 쇼핑에 대응하는

지가 공간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일반소매점은 수요외부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다
양한 상품을 갖춘 대규모의 단일시설로 다목적 쇼

(2) 경험적 검증틀 도출

핑에 대응하는 대형소매점은 수요외부성을 내부

5) 소비자는 자신의 쇼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목적 쇼핑 행태를 선호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매집적 또는 대형소매
점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소매집적과 대형소매점은 모두 소비자의 다목적 쇼핑 행태를 만족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르다
는 것이다. 일반소매점은 소매집적이라는 공간적 대응을 통해서, 대형소매점은 대규모의 단일시설이라는 자본적 대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다목적 쇼핑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소매집적과 대형소매점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다른 성격의, 즉 본 연구
에서 관심을 갖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의 서로 다른 입지행태를 다목적 쇼핑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매집적과 대형소매점은 다목적 쇼핑 선호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수요외부성을 추구하는 일반소매점은 공간구조의 관성에 얽매이기 때문에 집
적으로 이뤄진 기존 소매중심지 중 한 곳을 선택하고 자본집중으로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 대형소매점은 공간구조의 관성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기존 소매중심지가 아닌 곳에 전략적 입지를 실천할 수 있다.
6) 이는 소매중심지의 형성원리가 공간 활동이라는 의미이다. 소매접적과 전략적 입지는 모두 공간 선택을 가장 중요시하는 입지 활
동이다. 다만 그 대상이 소매집적은 일반소매점이고, 전략적 입지는 대형소매점으로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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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이론적 논의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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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경험적 검증틀

- 107 -

서울시 소매중심지의 변화와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

중심성지수로는 서비스업총조사의 행정동별

화한다.
수요외부성을 추구하지 않는 대형소매점은 기

매출액을 사용한다. 이는 행정동을 단위구역으로

존 공간구조에서 벗어난 전략적 입지를 선택할 수

한 입지 소매점의 합계 매출액으로 속성(매출액7))

있다. 특정 공간에 자본을 집중하여 수요외부성을

과 위치정보(행정동8))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공간

내부화한 대형소매점은 수요외부성을 바탕으로

준거 자료이다. 분석방법으로는 군집분석(cluster

만들어진 기존 공간구조의 관성을 극복할 수 있다.

analysis)과 국지 모란 I(local Moran’s I)를 이용한

관성으로부터 탈피한 대형소매점은 기업이 추구

다. 군집분석을 통해서 속성정보의 측면에서 다른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적 입지를 선택할

지역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역들을 분류한

수 있다.

다. 국지 모란 I를 이용하여 분포패턴의 측면에서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가 새로운 소매중심

주변 지역보다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지역들을 추

지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대형소매점은 수요외

출한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비교하여 두 경우에

부성의 내부화로 기존 공간구조에서 벗어난 입지

모두 해당하는 지역들만을 소매중심지로 판단한

가 가능해지므로, 기업 전략에 따라서 입지를 결정

다. 이중 확인을 통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중심성을

할 수 있다. 기존 공간구조에서 벗어난 곳에, 즉 집

지니면서 주변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소매중심지

적에 따른 위치이점이 높지 않는 곳에 전략적으로

를 찾을 수 있다.

입지한다. 입지한 대형소매점의 소비창출능력에

이와 같은 자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1996년과

의해서 위치이점이 열악한 지역은 새로운 소매중

2005년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를 탐색하고, 시

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계열적 비교를 통하여 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다. 변화 분석을 통해서 기존 논의로 설명하기 어

3.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

려운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이 발생했음을 규
명하고자 한다. 즉 소매집적이 아닌 대형소매점의

소매업의 공간구조는 소수의 중심지와 다수의

입지에 의해서 도시의 외곽지역에 새로운 소매중

배후지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지가 형성됐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이론적 논

다수의 배후지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수의 중심지

의의 확장을 통하여 도출한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를 추출해야 한다. 소매중심지는 공간적으로 조직

입지에 의한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을 경험적

된 공간구조에 존재하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중심

으로 검증하고자하는 의도이다.

성을 가지면서 주변 지역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1) 1996년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

중심성과 주변 지역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소
매중심지를 찾기 위해서는 속성과 위치정보를 모
두 고려하는 분석자료와 방법이 필요하다.

군집분석과 국지 모란 I의 결과를 이중 확인하여

7) 매출액은 소매업의 존재의의인 소비자의 선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이다.
8) 행정동은 소매업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가 집계되는 공간단위 중 가장 최소 단위이다.

- 108 -

地理學論叢 제58호 (2012. 3)

로 분류했다10).

추출한 1996년의 소매중심지는 총 27개의 행정동
들이다. 지리적 인접성9)을 기준으로 6개의 지역으

1996년 서울시 소매중심지 11)

1

2

- 서초구 잠원동

- 서초구 서초2동

- 서초구 서초2동

- 서초구 서초3동

- 서초구 반포3동

- 강남구 신사동

- 강남구 논현1동

- 강남구 논현2동

- 강남구 역삼1동

- 강남구 역삼2동

- 강남구 대치3동

- 강남구 대치4동

- 강남구 삼성1동

- 강남구 삼성2동

- 강남구 압구정2동

- 강남구 도곡1동

- 강남구 청담2동

- 종로구 종로1,2,3,4동

- 중구 회현동

- 중구 명동

- 중구 소공동

3

- 영등포구 영등포2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4

- 용산구 한강로2동

- 용산구 한강로3동

5

- 송파구 잠실3동

6

- 노원구 상계2동

<그림 Ⅲ-1> 1996년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

9) 행정동의 경계면이 붙어 있는 경우를 지리적 인접으로 간주했다.
10) 소매중심지는 개별 행정동 보다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한 지역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행정동은 자료를 구축하는 공간
단위이지 공간현상의 활동단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개념의 필요성은 누출과 확산을 전제로 하는 HH 유형의 경우 훨씬 더
명확해진다.
11) 노원구 상계2동만이 유일하게 국지 모란 I 결과 HL 유형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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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서울시 소매중심지12)

1

- 서초구 서초3동

- 서초구 서초4동

- 서초구 반포3동

- 서초구 반포4동

- 강남구 신사동

- 강남구 압구정1동

- 강남구 압구정2동

- 강남구 청담2동

- 강남구 역삼1동

- 강남구 역삼2동

- 강남구 논현1동

- 강남구 논현2동

- 종로구 종로1,2,3,4동

- 종로구 사직동

- 중구 회현동

- 중구 명동

- 중구 소공동

- 강남구 대치4동
2
3

- 강남구 삼성1동

4

- 서초구 양재2동

5

- 중구 광희동

6

- 영등포구 영등포2동

7

- 성동구 성수2가1동

8

- 송파구 잠실3동

9

- 광진구 구의3동

10

- 성북구 길음3동

11

- 은평구 응암1동

12

- 양천구 목1동

<그림 Ⅲ-2> 2005년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

12) 은평구 응암1동, 성북구 길음3동, 양천구 목1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지 모란 I의 결과 HH유형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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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

른 행정동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중심성지수를
갖췄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

군집분석과 국지 모란 I의 이중 확인 결과 총 28

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13). 2005년에 등장한 소매

개의 행정동들이 2005년 소매중심지로 판명됐다.

중심지 중 종로구 사직동, 중구 광희동, 성북구 길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12개의 지역으로 분류

음3동, 서초구 반포4동, 서초구 양재2동은 1996년

했다.

군집분석에는 포함되었지만 국지 모란 I에서는 배
제됐다. 이들 행정동들은 1996년에 이미 다른 행

3)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 변화

<표 Ⅲ-3> 1996년~2005년 공간구조의 변화
2005년에 사라진 소매중심지
한강로2동
용산구
잠원동
서초구
대치3동
강남구
삼성2동
강남구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6년과
2005년의 소매중심지를 비교하였다. 소매중심지
를 추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속성과 위치정보를 모두 고려하였
다. 소매중심지의 시기별 군집분석과 국지 모란 I

2005년에 등장한 소매중심지
응암1동
은평구
구의3동
광진구
성수2가1동
성동구
목1동
양천구
서초4동
서초구
압구정1동
강남구

결과를 이중 확인하여, 중심성과 주변 지역 모두에
서 변화를 겪은 경우만을 변화로 여겼다. 1996년

정동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중심성지수를 갖추

과 2005년 사이에 서울시 소매업의 공간구조가 겪

고 있었지만, 2005년에서야 주변 지역에 비해서 월

은 변화는 <표 Ⅲ-3>와 같다.

등하게 우위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2005년에 사라진 소매중심지 중 노원구 상계2

1996년과 2005년 사이의 공간구조 변화의 특징

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강로3동, 서초구

은 기존 공간구조 내 소매중심지의 변화와 기존 공

서초1동, 서초구 서초2동, 강남구 도곡1동은 2005

간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이다.

년 군집분석에는 포함되었지만 국지 모란 I에서는

1996년 공간구조에 포함되었던 용산구, 서초구, 강

배제됐다. 이들 행정동들은 2005년에도 여전히 다

남구14)에서 소매중심지의 소멸15)과 편입16)이 발생

13) 통계적 유의수준 0.05를 만족시킬 정도로 주변 지역보다 높지 않다는 뜻이다.
14) 1996년 공간구조의 핵심지역은 3핵 도심과 그 인근 지역이다. 이 지역은 HH 유형의 행정동 다수가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특
정 범위의 지역에 HH 유형의 행정동이 서로 붙어있다는 것은 공간적 불일치로 인한 누출 또는 공간적 의존성에 의한 확산이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누출과 확산을 고려할 때 소매중심지는 특정 행정동보다는 지리적 인접성
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기에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에 있었던 소매중심지의 변화를 새로운 변화라기
보다는 기존 공간구조 내 변화로 판단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가 행정구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용산구는 한강로2동·한강로3동을,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초동·반포동·역삼동 등의 일대를 가리킨다. 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1996년 공간구조의 지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15) 본 연구에서 탐색한 소매중심지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중심성과 주변 지역에 대한 우위
는 모두 절대적인 중심성지수의 수치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동의 중심성지수를 고려한 상대적인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소매중심지의 소멸이 곧바로 중심성지수의 절대적인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 소매중심지의 소
멸은 다른 지역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서 기인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이 기준시점(1996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중심성지수를
보였다하더라도 다른 지역들이 월등하게 높은 성장을 이루어냈다면 특정 지역은 비교시점(2005년)의 공간구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이 더 이상 소매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111 -

서울시 소매중심지의 변화와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

했고, 1996년 공간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은

일반소매점은 소비자의 다목적 쇼핑에 소매집적

평구, 광진구, 성동구, 양천구에서 새로운 소매중

으로 대응하므로, 소매집적에 의해서 공간적으로

심지가 나타났다 .

발생하는 수요외부성을 추구한다. 일반소매점은

17)

공간구조의 변화 중 HL 유형의 새로운 소매중

소비자의 다목적 쇼핑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

심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HL 유형으로 새롭게 형

양한 업종의 소매점이 모여 있는 집적지에 입지한

성된 소매중심지는 은평구 응암1동과 양천구 목1

다. 다양한 업종의 집적으로 다목적 쇼핑이 가능해

동이다 . 1996년과 2005년의 소매중심지 대부분

진 소매집적지는 수요외부성을 초래하고, 일반소

이 자신과 주변지역이 모두 높은 HH 유형이다. 이

매점은 이 수요외부성을 쫓아서 소매집적지에 입

는 공간적 불일치로 인한 누출 또는 공간적 의존성

지한다. 결국 소매집적지에 존재하는 공간상의 힘

에 의한 확산이 소매업의 주요 현상이라는 의미이

인 수요외부성이 더 많은 소매점의 집적을 부르는

다. 다수의 소매점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18)

소매집적은 누출과 확산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에

1996년 소매중심지에는 서울시 평균보다 상대

비해서 단일 경영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발

적으로 많은 수의 사업체와 다양한 업종이 입지하

생하는 대형소매점의 입지는 주변 지역과 격리되

고 있다19). 30개의 소매중심지에 입지한 사업체수

는 이례 지점(HL 유형)으로서의 소매중심지를 형

가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의 18%에 해당한다. 행정

성할 수 있다.

동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소매중심지의 평균 입지
사업체수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약 3.2배, 입지

4. 대형소매점의 입지와 공간구조의
변화

업종수는 약 1.4배 높다. <표 Ⅳ-2>에서 알 수 있듯
이 소매중심지 중에서도 일부가 입지 사업체수와
업종수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중구

1)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의 비교

회현동의 경우에는 한 개의 행정동이 전체 입지 사
업체수의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 집적을 통한 공간적 대응과 수요외부성 추구
16) 2005년 새롭게 등장한 소매중심지 중 서초구 서초4동과 강남구 압구정1동은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이라기보다는 기존 공간
구조 내 편입으로 판단했다. 이는 서초4동과 압구정1동이 기존 공간구조에서 HH 유형의 소매중심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
는 지역에 인접하여 HH 유형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17) 은평구 응암1동, 광진구 구의3동, 성동구 성수2가1동, 양천구 목1동은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들 지역
이 기존 공간구조의 핵심지역, 즉 1996년 공간구조에서의 3핵 도심과 그 인근지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
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언급한 은평구, 광진구, 성동구, 양천구가 행정구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편의를 위해서 행정구
를 언급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각 행정구의 특정 행정동을 의미한다. 즉‘은평구, 광진구, 성동구, 양천구에서 새로운 중심지
가 나타났다’는 것은‘은평구 응암1동, 광진구 구의3동, 성동구 성수2가1동, 양천구 목1동이 새로운 소매중심지로 부상했다’는
의미이다.
18) 본 연구는 1996년과 2005년 사이의 변화에 집중하므로, 1996년 공간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기에 1996년 HL 유형
의 소매중심지인 노원구 상계2동은 논의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도파백화점 상계점이 1992년에 노원구 상계2동에 입
지했다.
19) 소매집적에 의해서 형성된 소매중심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형소매점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96년 소매중심지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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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의 업체당
사업장면적 비교

<표 Ⅳ-1> 1996년 서울시 소매업의 행정동별 입지
사업체수와 업종수
(단위: 개)

구분
서울시
소매중심지

전체 사업체수
161,015
29,480

연도

평균 입지 사업체수 평균 입지 업종수
33
308
46
983

1996
2005

일반소매점의 업체당 대형소매점의 업체당
평균 사업장면적(m2) 평균 사업장면적(m2)
39.67
22.705
48.40
32.590

면적비교(개)
572
673

주: 평균 입지 사업체수와 평균 입지 업종수는 행정동별 기준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1996b)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주: 면적비교는 대형소매점의 업체당 면적을 일반소매점의 업체당 면적
으로 나눈 값
자료: 통계청(1996a, 2005a)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집중을 통한 자본적 대응과수요외부성 내부화

<표 Ⅳ-3> 2001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상품별
매출비중

대형소매점은 자본 집중을 통한 대형 소매시설

(단위: %)

의 건립으로 소비자의 다목적 쇼핑에 대응하므로,
품목
의료
음·식료품
주방용품
전기·전자제품
가구·인테리어
신변잡화·일용품
기타
계

공간상의 힘인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다.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소매업체들은 특정 공간에 자본
을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갖춘 대규모의 소
매시설을 건립한다. 이 소매시설은 원-스톱 쇼핑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소매집적과 거의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한다. 즉, 기업형 소매자본은 대단위의
자본투자를 통하여 소매집적의 원-스톱 쇼핑을 독

백화점
53.9
18.6
3.3
4.2
3.0
16.0
1.0
100

대형 할인점
19.1
19.7
7.9
9.8
3.8
7.5
2.2
100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2 유통업체연감

립적인 대형 소매시설로 달성한다. 소비자의 다목
소매집적의 84%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적 쇼핑에 단일 경영체제로 대응하는 대형소매점

대형소매점은 상품구성의 측면에서 몇 가지 분

은 초과이윤의 근원인 수요외부성을 자신의 것으

야를 제외한 소매업의 거의 모든 분야를 제공한다.

로 만들 수 있다.
업체당 평균 사업장면적을 기준으로 대형소매점

대형소매점의 상품별 매출비중과 한국표준산업분

은 약 673개의 일반소매점이 집적한 것과 동일한

류에 따른 소매업의 세세분류를 비교한 결과, 총

효과를 보인다. 면적을 기준으로 한 대형소매점의

56개20)의 세세분류 중 대형소매점이 제공하는 상

유사집적효과는 소매집적과의 비교를 통해서 명확

품구성과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는 세세분류는 의

하게 드러날 수 있다. 2005년 서울시 소매중심지의

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한

평균 입지 사업체수는 802개이다. 대형소매점이

복소매업, 기타 철물·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

입지 사업체수의 측면에서 소매중심지의 약 84%

업,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일 대형소매점 건립으로

품 소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연탄

20)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 중고품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을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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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2005년 소매업의 자본구조 구성비
(단위: %)

구분
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백화점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통신판매업

유동자산
당좌자산
13.77
9.58
20.40
65.49

재고자산
6.34
5.99
13.14
2.62

투자자산
16.54
19.04
30.47
21.55

고정자산
유형자산
52.1
64.85
35.66
8.74

무형자산
11.24
0.54
0.33
1.61

자료: 한국은행 2005년 기업경영분석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

점은 유형자산의 구성비21)가 높은 자본구조를 보

연료 소매업으로 10가지에 불과했다.

인다(최선호·송승훈, 2010). 백화점의 유형자산
구성비는 64.85%로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3) 자본 집중과 자본구조

의 35.66%보다 1.8배 정도 높다22). 백화점과 일반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의 차이는 자본 집중의

소매업의 자본구조 차이는‘재고자산23) 대 유형자

가능 여부에서 비롯된다. 대단위 자본투자가 불가

산의 비율’로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백화점

능한 소규모 자본의 일반소매점은 다목적 쇼핑에

의 비율은 10.83으로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

대응하기 위해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소매집적

외)의 2.71보다 약 4배 정도 높다. 이는 백화점의

지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형소매점은 소

유형자산 구성비가 재고자산 구성비에 비해서 월

매집적과 동일한 효과를 자본 집중을 통해서 달성

등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형소매점이 자신

할 수 있다. 특정 공간에 자본을 집중함으로써 초대

의 자본 중 많은 부분을 초대형 매장 확보에 사용

형 매장을 확보한 대형소매점은 일반소매점이 추구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는 공간적 힘인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2) 공간구조에서 살펴본 대형소매점의 입지

자본 집중 여부에 따른 차이는 자본구조를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초대형 매장 확보를 위해서 토

(1) 관성으로부터의 탈피

지, 건물, 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형소매

21) 자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이용했다. 자본구조
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산의 절대금액이 아니라 자산의 구성비를 사용했다. 일반소매점과 대형소매점은 자산 규모 면에
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절대금액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자산구조의 차이를 드러낼 수 없다.
22) 기업경영분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백화점,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제외), 통신판매업으로 구분한다. 이중에서 대형소매점과 일반소매점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각각 백화점과 일반소
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이다. 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은 대형마트를 포함하고 있고 통신판매업은 점포소매업이 아니므로 논의
에서 제외했다.
23) 소매업은 직접 상품을 확보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다. 이렇기 때문에 소매업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찾아오는 점포
와 점포를 채우는 상품이다. 소매업자는 자본의 많은 부분을 점포와 상품에 투자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은 금융적 성격이 강하므로, 소매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투자의 대상으
로 보기 어렵다. 당좌자산의 매출채권은 소매활동과 연관이 크지만, 자본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판매와 관련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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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대형소매점이 신규 개점한 행정동의 유형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 대형소매점은 관성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입지를 선택할 수

(inertia)으로 작용하는 기존 공간구조로부터 비교

있다. 이는 대형소매점이 그 자체의 규모로 인해서

적 자유롭게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변 상점의 도움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를

말하면, 대형소매점은 소매집적이 존재하지 않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기존 공간구조에서 벗어난 곳에 입지할 수 있

1996년과 2005년 사이에 대형소매점이 신규 개

다. 수요외부성을 추구하는 일반소매점은 수요외

점한 행정동 중 소매중심지는 17%이고, 위치이점

부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존 공간구조에서 벗

이 열악한 지역은 77%이다. 총 60개의 대형소매점

어난 입지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소매집적에 의해

이 48개의 행정동에 새롭게 개점25)했는데, 이중

서 발생하는 수요외부성은 공간적인 힘이기에, 이

1996년 기준으로 소매중심지는 8개이고, 위치이점

를 추구하는 한 일반소매점은 소매집적이 존재하

이 열악한 지역26)이 37개이다. 이는 대형소매점의

는 특정 공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24). 하지만 다목

83%가 기존 공간구조에서 벗어난 입지를 선택했

적 쇼핑에 공간적 대응인 아닌 자본적 대응을 취하

고, 이중에서 77%는 소매집적의 정도가 상대적으

는 대형소매점은 수요외부성을 추구하지 않기에,

로 낮은, 즉 집적에 따른 위치이점이 열악한 행정

수요외부성을 바탕으로 공간적으로 조직된 기존

동에서 영업을 개시했다는 의미이다.

24) 물론 일반소매점도 기존 공간구조에서 벗어난 곳에 입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요외부성을 누릴 수가 없다. 다목
적 쇼핑을 추구하는 원거리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없으므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자신의 정상권 상권 범위 내에 있는 소
비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25) 전국사업체조사는 대형소매점의 행정동별 입지 사업체수를 제공하지만, 신규 개점과 폐점을 구분하여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지 사업체수의 순증감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1996년과 2005년의 대형소매점이 입지한
행정동과 입지 사업체수를 비교하여 양(+)적인 변화를 신규 개점으로, 음(-)적인 변화를 폐업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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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대형소매점이 신규 개점한 행정동 (1996년 ~ 2005년)
행정구

행정동

구분

행정구

행정동

구분

중구

소공동

중심지

강서구

공항동

열악지

중구

회현동

중심지

강서구

방화3동

열악지

용산구

한강로3동

중심지

구로구

구로3동

열악지

성동구

행당1동

열악지

구로구

구로5동

열악지

성동구

성수2가1동

열악지

구로구

구로본동

열악지

광진구

구의3동

열악지

금천구

독산1동

열악지

동대문구

용두1동

금천구

시흥1동

열악지

중랑구

면목5동

영등포구

영등포3동

열악지

중랑구

상봉2동

영등포구

당산2동

열악지

중랑구

망우2동

열악지

영등포구

문래2동

열악지

성북구

길음3동

열악지

동작구

사당2동

열악지

도봉구

방화1동

열악지

관악구

봉천1동

열악지

도봉구

창4동

열악지

서초구

반포4동

노원구

월계3동

열악지

서초구

양재2동

열악지

노원구

중계1동

열악지

강남구

신사동

중심지

노원구

중계3동

열악지

강남구

압구정1동

열악지

은평구

응암1동

열악지

강남구

압구정2동

중심지

마포구

성산2동

열악지

강남구

삼성1동

중심지

양천구

목1동

열악지

강남구

대치4동

중심지

양천구

신월5동

열악지

강남구

역삼2동

중심지

강서구

등촌1동

열악지

강남구

도곡2동

열악지

강서구

등촌3동

열악지

강남구

수서동

열악지

강서구

가양2동

열악지

송파구

문정2동

열악지

강서구

가양3동

열악지

송파구

잠실6동

열악지

열악지

주: 중심지는 1996년 소매중심지, 열악지는 1996년 계급구간 하위 10%

26) 입지 사업체수가 계급구간(0~4,813)의 하위 10%(0~481)의 값을 갖는 행정동들을 위치이점이 열악한 지역으로 판단했다. 1996년
서울시 행정동별 입지 사업체수의 히스토그램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늘어져 있는 형태(right skewed)이다. 이는 집적에 따른 높
은 위치이점을 누리는 소매집적지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행정동들이 낮은 위치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의
소매집적지와 다수의 집적열악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계급구간의 하위 10%라는 기준을 사용했다. 일반적 기술통계량인 대표값
은 다수를 차지하는 낮은 수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다. 즉 평균값,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소매집적지와 집적열악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부득이하
게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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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 - 외곽센터전략

만 한다. 하지만 대형소매점은 소매집적이 아닌 곳

공간구조의 관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지

에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비를 창출할 수 있으

가 가능해진 대형소매점은 개별 기업의 전략에 따

므로 위치이점이 열악한 곳에 전략적으로 입지할

라서 입지를 결정한다. 기존 공간구조에 영향을 받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형 소매시설은 높은 위치이

지 않기에 대형소매점이 선택할 수 있는 입지 전략

점의 대가인 높은 임차료를 회피할 수 있다.

은 일반소매점보다 다양하다. 일반소매점은 추구

<그림 Ⅳ-2>은 1996년 서울시 소매업의 임차료

하는 수요외부성의 크기를 정하고, 이에 맞는 공간

를 보여준다28). 강동구 천호2동, 강동구 둔촌1동,

을 선택한다27). 하지만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 대

노원구 하계1동과 같이 도시 외곽에서 이례적으로

형소매점은 수요외부성이 아닌 다른 목표를 추구

높은 임차료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지만, 대체적으

하고, 이를 위한 입지 전략을 실천한다. 다양한 전

로 외곽으로 갈수록 임차료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략 중에서 수요외부성의 내부화로 인한 소비창출

인다. 공간구조의 소매중심지에서는 대체적으로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외곽센터(outlying center)

높은 임차료가 나타났다29). 특히 소매중심지가 모

전략이다.

여 있는 종로구·중구, 영등포구, 서초구·강남구
의 서울시 중앙 지역은 임차료가 높게 나타났다.

대형소매점은 위치이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입지하여 임차료 절감을 추구할 수 있다. 기

1996년과 2005년 사이에 신규 개점한 대형소매

존 공간구조의 소매중심지는 집적에 따른 높은 위

점 중 60% 이상이 위치 이점이 열악한 외곽지역에

치이점을 보유하는 동시에, 위치이점의 대가로 높

입지하여 임차료 절감30)을 추구했다. <표 Ⅳ-6>에

은 임차료를 보인다. 수요외부성을 추구하는 일반

서 알 수 있듯이, 37개의 대형소매점이 위치이점이

소매점은 높은 위치이점과 높은 임차료를 모두 받

열악한 대신에 임차료가 저렴한 외곽지역에 해당

아들이든 또는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26개 행정동32)에 입지했다. 특히 강서구, 양

27) 수요외부성은 기존 공간구조 내에 존재하는 공간적 힘이다. 이렇기에 수요외부성을 추구하는 한, 일반소매점이 선택할 수 있는
입지 전략은 기존 공간구조 내에서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로 좁혀진다. 즉, 다양한 수준의 수요외부성으로 이뤄진 기존 공간구조
내에서 수요외부성의 크기에 따라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28) 1996년 서비스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1996년 서비스업총조사는 160,929개의 case를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먼저 임차료가 0인 case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임차면적인 0인 case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서 소유면적과 무상면적이 있는 case를 제외하였다. 임차료 분포 작성에 최종적으로 이용한 case는 139,393개이다. 그리고 행정
동 단위로 임차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행정동의 임차료의 합을 사업장면적의 합으로 나누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앞으로
임차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면적당 임차료(만원/㎡)를 가리킨다.
29) 1996년 소매중심지 27개 중 15개가 임차료 상위 10%안에 들었다. 서울시 평균 이하의 임차료를 보인 소매중심지는 서초구 서초
2동, 서초구 서초3동, 강남구 역삼1동, 강남구 역삼2동으로 모두 서초구와 강남구에 입지한 행정동들이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소매중심지에 해당하는 행정동이 각각 5개, 12개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소매중심지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
동들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남쪽 경계에 있는 지역들로, 핵심상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30) 1996년 서울시 행정동별 임차료의 히스토그램도 입지 사업체수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늘어져 있는 형태(right
skewed)를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계급구간(0~186)의 하위 10%(0~19)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보인 행정동에서는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1) 위치이점이 열악한 지역(입지 사업체수의 계급구간 하위 10%), 임차료 절감이 가능한 지역(임차료의 계급구간 하위 10%) 그리
고 외곽지역(연구자 판단)을 모두 만족시키는 행정동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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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1996년 서울시 소매업의 임차료 분포

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등으로 이루어진 강

로 모두 집적에 따른 위치이점이 열악했고, 다른

서 지역에 외곽센터전략을 실현한 대형소매점의

지역에 비해서 임차료가 저렴했고 그리고 상대적

신규 개점이 집중되어 있다.

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3) 대형소매점의 입지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

이런 지역에 임차료 절감을 추구하는 대형소매
점의 전략적 입지가 있었다. 이마트 은평점은 2001

임차료 절감을 추구하는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년에 은평구 응암1동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리

입지가 위치이점이 열악한 외곽지역에서 새로운

고 양천구 목1동에는 1999년 이후로 3개의 대형소

소매중심지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대형소매점

매점이 개점했다. 1999년 행복한세상 판매장이 개

은 소비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위치이점이 열악한

점한 것을 시작으로, 까르푸 목동점이 2001년, 현

외곽지역에 입지하여, 그 반대급부로 임차료 절감

대백화점 목동점이 2002년에 영업을 시작했다.

을 추구한다. 대형소매점이 전략적으로 입지한 외

대형소매점의 개설 이외에는 소매업의 공급측면

곽지역은 주변 지역의 소매 수요를 빨아들이면서

에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매중심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 소매집적이 아닌

HL 유형의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형성은 대형소매

대형소매점의 입지로 형성된 소매중심지는 주변

점의 전략적 입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은평

지역과 격리된 이례 지점(HL 유형)으로 나타날 것

구 응암1동은 입지 사업체수가 363개에서 323개로

이다.

소폭 감소했다. 양천구 목1동은 상당한 수준의 사

1996년과 2005년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소매중

업체수 증가가 있었지만, 대형소매점의 행정동내

심지 중 HL 유형으로는 은평구 응암1동, 양천구

비중을 고려할 때 사업체수 증가를 대형소매점 개

목1동이 있다. 이들 행정동들은 1996년을 기준으

설보다 큰 변화로 판단하기 어렵다. 양천구 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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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대형소매점이 신규 개점한 행정동 (1996년 ~ 2005년)
구분

신규 개점

구분

신규 개점

행정구

행정동

업체수(개)

행정구

행정동

업체수(개)

중랑구

면목5동

1

강서구

방화3동

1

중랑구

망우2동

1

구로구

구로3동

1

도봉구

방학1동

2

구로구

구로5동

1

도봉구

창4동

1

구로구

구로본동

2

노원구

중계1동

1

금천구

독산1동

2

노원구

중계3동

2

금천구

시흥1동

1

은평구

응암1동

1

영등포구

당산2동

1

마포구

성산2동

1

영등포구

문래1동

1

양천구

목1동

3

관악구

봉천1동

2

양천구

신월5동

1

서초구

양재2동

3

강서구

등촌1동

1

강남구

도곡2동

1

강서구

등촌3동

2

강남구

수서동

1

강서구

가양3동

1

송파구

잠실6동

2

<그림 Ⅳ-3> 외곽센터전략

5. 요약 및 결론

에 입지한 3개의 대형소매점은 사업장면적 측면에
서 행정동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
동 전체의 사업장면적이 279,055㎡이고, 대형소매

대형소매점은 구조변화를 통하여 소매업 내 주

점 3개의 사업장면적 합계가 258,169㎡이다.

요 업태 중 하나로 부상했다. 소매업의 공간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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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새로운 소매중심지와 대형소매점의 입지
구분

대형소매점의 입지 사업체수(개)

행정구

행정동

은평구

응암1동

1996년
0

1

비고
2005년
이마트 은평점
2001년 11월 28일 개점
행복한세상 판매장
1999년 12월 3일 개점

양천구

목1동

0

3

까르푸 목동점
2001년 3월 22일 개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2002년 8월 30일 개점

자료: 대형소매점의 입지 사업체수는 통계청(1996b, 2005b), 비고는 2005 유통체인연감

<표 Ⅳ-8> 새로운 소매중심지의 입지 사업체수 변화
구분

입지 사업체수

증감

행정구

행정동

1996년

2005년

은평구

응암1동

363

323

- 40

양천구

목1동

122

368

+ 246

관한 기존 논의는 소매업의 구조변화를 수용하는

다. 공간구조 변화의 특징은 기존 공간구조 내 소

데 성공적이지 못했고, 대형소매점의 입지에 관한

매중심지 변화와 기존 공간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기존 연구는 대형소매점의 입지를 소매업 전체의

소매중심지의 형성이다. 특히 HL 유형의 새로운

틀에서 분석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점으로 대형소

소매중심지가 외곽지역에 등장하였다. 대형소매

매점의 차별적인 입지행태와 파급효과는 기술될

점에 의한 소매중심지의 형성이 주변 지역과 격리

뿐 설명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비판

된 이례 지점(HL 유형)의 형태를 나타날 확률이 높

적 관점으로 공간구조의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를

다는 점에서 HL 유형의 새로운 소매중심지에 주목

대형소매점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론적으로 확장

할 필요가 있다.

한 후, 대형소매점의 전략적 입지에 의한 새로운

둘째, 임차료 절감을 추구하는 대형소매점의 전

소매중심지의 형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

략적 입지가 위치이점이 열악한 외곽지역에 새로

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 소매중심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자본 집중이 가

첫째, 2005년 공간구조에서 HL 유형의 새로운

능한 대형소매점은 일반소매점이 추구하는 공간

소매중심지가 나타났다. 속성과 위치정보를 모두

상의 힘인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다. 수요외부성

고려하여 소매업의 공간구조를 탐색하고, 이를 바

을 내부화한 대형소매점은 소비창출능력을 앞세

탕으로 1996년과 2005년의 공간구조를 비교하였

워서 집적에 따른 위치이점이 열악한 외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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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입지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대료 절감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형소매점 자체에

을 추구한다. 대형소매점이 입지한 외곽지역은 주

만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에 비해서 본 연구는 공

변의 소매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소매중심지로 급

간구조에서 살펴본 대형소매점의 입지와 대형소

부상할 수 있다.

매점의 입지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포괄적인

이러한 결과는 소매업에서 위치 창출자

하나의 틀에서 접근하였다. 이런 접근은 대형소매

(location maker)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매

점과 소매업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업의 공간구조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부분 위치 수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용자(location taker)로서의 소매점을 가정하고 있
다. 소매점이 수요외부성을 추구하는 한, 소매점의
입지는 수요외부성을 바탕으로 공간적으로 조직
된 기존 공간구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
만 대형소매점은 특정 공간에 자본을 집중하여 수
요외부성을 내부화함으로써 기존 공간구조를 극
복할 수 있다. 대형소매점은 임차료 절감을 위해서
집적에 따른 위치이점이 열악한 외곽지역에 전략
적으로 입지하고, 이 외곽지역은 대형소매점의 소
비창출능력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새로운 소매중
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일반소매점이 기존 위치이
점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는
위치 수용자라면, 대형소매점은 새로운 위치이점
을 창출하여 그 대가로 임차료를 절감하는 위치 창
출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적 시
간 범위, 협소한 전략 분석으로 한계를 갖는다.
1996년과 2005년 사이의 변화만을 다루었기 때문
에 1996년의 공간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다.
수요외부성을 내부화한 대형소매점은 일반소매점
에 비해서 다양한 입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곽센터전략에 한정해서 다루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매업의 구조변
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대형소매점의 성장
을 공간 경쟁의 장인 공간구조에서 다루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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