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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의 입지 유형과 소비자 구매 행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원경 

본 연구는 한국 유통산업의 구조재편 과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과 입지유형， 그리고 소비자 구매 행태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유통산업 구조재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더불어 최적 입지지점을 찾으려는 공급자 

중심의 연구나 소비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입지 전략 및 경영전략과 소비자 구매행태 연구라는 통합 

적 관점에서 분석틀을 만들었다. 분석틀은 대형할인점의 성장배경으로 세계 경제의 변 

화와 생산 체계의 변화， 국가의 제도적 개입， 소비양식의 변화， 도시화와 교외화 그리 

고 유통업의 기술발전과 다양화·전문화라는 유통업 내부의 변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의 자본계열과 입지유형에 따른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의 차별성， 또 

한 소비자 구매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토대로 다음 4가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주제 1: 한국 유통산업과 대형할인점의 구조적 특정 

연구주제 2: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과 입지 유형 

연구주제 3: 대형할인점의 입지 전략과 경영 전략 

연구주제 4: 대형할인점의 소비자 구매 행태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 중에서 규모 및 제반 사회·경제적 지표가 

유사한 대구시와 인천시의 대형할인점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대형할인점은 한국체인스 

토어협회의 2277R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사 

례지역에서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할인점 업체 중 국내자본 할인점 3곳과 외국 

자본 할인점 3곳을 각각 선정하여， 점포개발 사업부 관계자들과 심층면담을 하고， 각 

점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소비자 대상 설문은 대구시와 인천 

시 각각 321부씩이 분석에 이용되었고，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형할인점의 입 



지유형과 소비자 구매행태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증대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국내산업에서 유통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와 효율적 경영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소매업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 상품의 저렴화， 상품구색의 다양화，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형할인점이 급 

속히 성장하게 되었는데， 대형할인점은 다점포화가 특정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 

의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통자본이 대형화， 집중화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대형할인점의 성장은 재래시장 쇠퇴 및 영세 유통업의 도산으로 연결되고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어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자본규모나 지역적 측면 모두에서 양극 

화되 는 현상이 나타난다. 

2) 대형할인점은 업체들이 높은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입지하였기 때문에， 수도권과 영 

남권 대도시에 편중된 입지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본계열별로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자본 대형할인점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가장 많이 입지해 있긴 하지만，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보다는 다른 권역에도 비교적 골고루 입지한 편이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 

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대형할인점은 또한 주거밀집지 지 

향형， 상업지역 입지형， 공장부지 입지형，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복합형으로 입지유형 

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확산유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전염 

확산이， 후기에는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3) 사례지역 대형할인점의 성장 과정을 세가지 범주， 즉 @유통경쟁환경，@상품공급 

네트워크 관계，@소비자 특성으로 구분한 뒤 비교·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의 대형할인점 

들은 업체들마다 그 지역 상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고 있는데，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집중화， 체인화 현상에 따라 중앙 집권화된 의사결 

정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들은 상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영 

전략을 내세워， 외국계 업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현지화Oocalization)하는 전략을 추 

구하고， 국내 자본 업체는 외국자본과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보다는 업체별 특성화 

전략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입지전략에 있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은 1차 상권을 중요 

시 여겨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로 입지하고， 지방자본 대형할인 



점은 지역토착이란 강점을 내세워 교통이 편리하고 지가가 저렴하면서 1차 상권이 좋 

은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주로 외국에서의 입지전략과 

유사하게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4)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전업주부가 두 지역 모두 

가장 많았다. 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식료품과 공산품을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가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에서 단순히 식품이나 공산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할인점 등장 이후 의 

류 이외에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은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매 

우 높아 기존 업태들의 시장을 잠식하여 소매업계의 구조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입지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형 

할인점들은 업태별로 상품구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할인점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지만， 입지유형별로 구매행태는 다르다. 인천시보다는 대 

구시의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공간적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난다. 즉， 인근 

경상북도의 중·소 도시에서도 대구시의 대형할인점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것은 대형할인점의 입지로 인해 대구시의 중·소 유통업체뿐 아니라 인근 중소 

시·군의 유통업체가 상부상조하기도 하지만，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거시적인 유통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대형할인점의 지역별， 자본계 

열별， 입지유형별 성장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지역기반 유통업과 신업태가 공존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그리고 정책 대안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어: 유통 구조재펀， 유통 채널， 상품공급 네트워크， 대형할인점， 입지 유형， 입지 

전략， 경영 전략， 소비자 구매행태 

학 번: 9220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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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료르 
L-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소비행태는 과거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 

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콩나물 한 웅큼 더 얻으려 

고 실랑이 벌였고 텀으로 얹어주는 률 하나에 흐뭇해 하던 정겨운 시장의 모습이 있 

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적 감각의 인테리어와 창고 같은 건물 안에서 바코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비가 말하는 시·공간 

압축현상l(Harvey ， 1989)이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소비부문에도 나타나 지구 한쪽 끝 

의 쇼핑행태가 ‘지금 여기’-한국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소비 

행태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소득증대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경제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유통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이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 

이다. 

과거 한국의 유통 시장은 외국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점포 면적， 점포 

수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국업체의 국내 유통시장 진입을 제한해 왔다. 그 

러나 개방압력이 거세지면서 점진적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되었고， 1996년부터는 완전 

개방 단계로 접어들게 되어 국내업체와 외국 유통업체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본격적으 

로 경쟁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통 공간은 그 어떤 이론도 적용하기 

힘든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영세한 재래시장， 백화점과 슈퍼마켓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던 국내 유통업계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노력， 대형할인점의 급성장， 전자상 

거래의 발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급속한 기술 변화， 세계적 경 

쟁 등 세계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구조재편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성장과 국내 대기업의 

할인점 진출이다. 

지난 1993년 신세계 백화점의 E-마트 창동점 개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한 유형의 대형할인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월마트의 한국 마크로 

다양 

인수，코 

1 지구의 한쪽 끝에서 온 상품들이 ‘지금 여기’에 있으며， 다른 시간대에 생산된 상품들이 현재 
의 모습을 이루는 것 등. 



스트코의 프라이스 클럽 지분 인수， 프로모데스의 부지 매입， 영국 테스코의 진출 등 

국내 유통시장에 외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계 대형할인점 

이 대형화와 최첨단 유통기술 및 경영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시설이나 자금 

면에서 영세한 중·소 유통업체나 지방 업체들은 이미 상당수가 도산하였거나 또는 도 

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외국업체나 국내 대기업에게 점포를 매각하 

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형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은 필연 

적으로 국내 유통업계는 물론 생산자，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는 물론이고， 기존 유통채널에 의존해 오던 제조업체의 유통 채널 전 

략에까지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변화는 학문적 연구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최 

근 유통지리학에서는 최적 입지지점을 중시하던 기존의 연구에서 ‘유통구조의 재편， 

소비양식의 변화’ 등을 중시하고 있다(Wrigley ， 2000). 특히 ‘유통자본의 범지구화로 

인한 유통 구조재편에 관한 이론’ (Wrigley, 1996; Crewe and Lowe , 1996) , ‘유통공간 

과 소비양식 변화로 인한 소비자 행태에 관한 연구’， 그리고 ‘유통업체 입지연구’ 등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유통구조재편에 관한 주제는 유통자본의 집중화와 거대화， 유 

통부문 내에서의 생산의 강화， 유통자본의 공간적 표출， 그리고 유통산업에서의 물류 

시스템의 기술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유통공간과 소비자 행태에 대한 논의는 최근 유통공간에서 행해지는 소비의 역할이 

나 기능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 유통공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 

에서 소비의 역할이 생산의 역할만큼 중요해지자， 오히려 생산보다 소비에 강조점을 

두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상품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협상되는 맥락으로서 

의 공간’에 관심을 갖고 그 유통공간에서 행해지는 소비자 행태와 소비양식의 변화와 

요인에 관해 연구한다. 그러나 소비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주제 

로 행해지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례분석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소비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Fine and Leopold , 1993). 

한편 유통업체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지역의 입지요인， 소비자 구매행태 등과 관련 

된 상권분석과 소매점 선정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유통공 

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인 힘을 확인하려는 연구와 소비자 구매행태 

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 

자 중심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통업계의 구조재편이 유통공간 및 

소비자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유통업체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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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상호 관련성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통업의 구조재편 과정 중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이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형할인점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유형과 소비자 구매행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통산업과 관련된 기존 

의 이론들을 재검토하고， 한국 유통산업의 구조적 변화 원인과 특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형할인점의 발달 과정이 지역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입지적 특정과 입지유형，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사례연 

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대형할인점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게 된 사회

경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 

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신유통업태가 국내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이 

해하기 위해 혁신 소매업태 중 하나인 대형할인점의 등장 배경과 그 유통기능 수행방 

식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분포가 우리나라의 도시 계층구조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분포 특성 및 입지유형， 그리고 확산과 

정 등을 분석 하여 입 지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대형할인점의 입지는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 및 지역경제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업체별 입지전략 

의 효과나 영향， 유통자본의 특성 또한 지역마다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이 

지역별로는 어떻게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장하는지 사례지역 할인점들의 경영전략 

과 입지전략을 살펴보고， 실제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대형할인점 등장 전후의 소비행태는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대형할인점이 입지를 결정할 때 어떠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 

점을 얻기 위하여 입지유형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태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국내 유통산업의 안정적 발달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및 

정부가 모색하여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유통산업 부문에 대한 공급자와 소비자 통합 

연구라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대형할인점 입지의 전반적인 

변화와 입지 유형별 대형할인점의 특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대형 

할인점이 입지 선정시 어떠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과 지역내 다른 

중·소 유통업과 더불어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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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연구 주제로 대형할인점의 입지 유형과 소비자 

구매 행태의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주제 1 : 한국 유통산업과 대형할인점의 구조적 특징 

한국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유통업태의 변화와 대형할인점의 성장 

과정을 분석한다. 이것은 거시적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대형할인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대형할인점 성장의 구조적， 공간적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 한국 도소매업의 구 

조와 유통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제조업 중심의 

유통과정， 중·소 유통업체의 영세성 등이 한국 유통업의 현실이었다면， 도시화로 인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연결하는 여러 종류의 유통기관이 필요해지면서 1993년 이후 

신유통업태인 대형할인점이 출현하여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시·도별 분포 정도를 살펴보고， 유통업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유통업 중 본 연구의 주제인 대형할인점의 등장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 후， 대 

형할인점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주거 중심의 도시개발전략 때문에 억제되던 유통시설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주제 2: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과 유형 

한국 유통산업과 대형할인점의 구조적 특정을 바탕으로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유형을 분석한다. 대형할인점이 기존의 도시계층과 어떻게 맞물려 입지하는지 알 

아보고， 도시 내에서는 어떤 입지유형을 보이며 발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세 

부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대형할인점의 시·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도시 계층별로 분석한다. 또한 

자본계열별로 국내 중앙자본， 국내 지방자본， 외국 자본 대형할인점으로 구분한 뒤 그 

4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을 통해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이 입지를 선정할 때 고려 

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대형할인점이 지역의 상권 특성과 점포 주변의 접 

근성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하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대형할인점 분포에 차이가 있 

고 입지 전략도 다르다는 것을 밝혀，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고자 한다. 

셋째，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의 기존 공간체계와 어떤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자본계열별 및 입지유형별 확산 경로를 분석하여 확산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주제 3: 대형할인점의 입지전략과 경영전략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성과 유형을 토대로 기존의 제조업체 지배하의 유통업체와는 

달리 거대자본으로 유통채널과 유통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입지전략을 파악함으로써 도시의 상업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중 한 도시인 인천광역시와 지방 도시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다음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대구시와 인천시 두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두 지역의 유통구 

조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사례지역 대형할인점의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유통자 

본의 특성(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은 글로벌 자본이 어 

떻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토착화 전략을 추구하는지， 또한 국내 자본 업체는 어 

떻게 글로별 자본과 대응하는지를 파악한다. 

연구주제 4: 대형할인점의 소비자 구매행태 

대형할인점의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에 따라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파악 

한다. 어떤 사람들이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며， 그들의 구매행태는 지역별， 자본별， 입지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피고，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별 성장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첫째，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대형할인점의 성장으 

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사례지역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한다. 

둘째， 사례지역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입지유형별로 소비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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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셋째，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별로 소비자 거주지의 공간적 범위를 비교하고， 대구시 

와 인천시의 소비자 구매행태가 지역간에는， 또한 입지유형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고려해야 하는 

사실을 밝히고， 

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형할인점의 입지 선정시 어떠한 요인을 

지에 대한 시사점과， 대형할인점의 발달이 상권 자체를 재편성한다는 

다른 지역 유통업태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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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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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분포 특정과 입지유형， 그리고 지역간 대형할인점의 

입지전략 및 경영전략을 고찰한다. 또한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할인점 이용행태는 어떻 

게 다른지 파악한다.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된 2차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J ， 11"도 

소매업 통계조사보고서 J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소매업 경영 통계조사 보고서』 

등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정의 2에 따른 한국체인스토어협 

회 자료 중 2277TI(2002년 10월 31 일 기준) 업체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와 한국도시 

연감(2001년)의 자료를 토대로 인자분석 (factor analysis)을 통해 대형할인점이 분포한 

지역의 입지요인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분 

포 특성을 Arcview GIS 3.2로 지도화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간， 자본계열별， 입지유 

형별로 구매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 사례지역에 공통적으로 영업하는 대형할인점 업체 중 국내자본 

할인점 3곳과 외국자본 할인점 3곳을 각각 선정하여 6개 업체의 점포개발 사업부 관 

계자들과 섬층면담(2001년 12월 27일부터 2002년 2월 19일까지)을 하였으며， 또한 

사례지역인 대구시와 인천시의 할인점 점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조 

사(2002년 1월 4일부터 2002년 2월 19까지)를 실시하였다. 

셋째，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 구매행태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특성， 쇼핑지역 

의 경쟁구조와 같은 환경변수와 지역변수， 또한 심리적 변수， 구매관행적 변수， 인구통 

계적 변수 등과 같은 소비자 속성 변수 등의 점포선택요인을 설문조사(2001년 1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하였다. 각 대형할인점마다 5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인천지역 321 명， 대구지역 321 명， 총 64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1> 소비자 절문 조사의 결과 

2 1998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타점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는 매장면적 3,000 
m2 이상의 소매점을 대형할인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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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태별 할인점 유형 

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소매업계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품을 

다른 점포보다 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디스카운트 스토어 (Discount Store) 

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할인’에 초점을 맞춘 판매방식을 채택한 점 

포가 있었다. 하지만 대량구매， 현금 지불 및 직접 운반， 셀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채택하여 가격인하의 폭이 확대된 것은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출현하면서 부터이다. 

이 업태의 기원은 1948년 미국 뉴욕에 개점한 코뱃(Korvette)이었으며， 주로 대도 

시 주변에 위치하여 가정용품， 전기용품， 여행용품과 가구 등을 다른 점포들의 가격보 

다 20-50% 정도 싸게 판매하여， 미국 소매업계에 소위 ‘할인혁명’을 일으켰다(김대곤 

· 김 인호， 1992: 19). 

일반인들의 대형할인점에 대한 인식은 ‘규모가 크고 싸게 파는 곳’이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의 정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기별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그 정의에 따른 유 

형 또한 다양하다(표 1- 1). 대형할인점을 다른 소매점포와 구분하는 첫번째 요소는 취 

급상품의 수이다. 소매점포들은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다양성 (variety: width)과 구 

색 (assortment: depth)에 따라 분류되는데， 상품의 다양성이란 상품 계열의 수를 의미 

하고， 구색이란 같은 계열 내에서 상품의 가지수를 말한다. 할인점의 경우 상품의 다 

양성은 매우 높지만 상품마다의 구색은 그다지 높지 않다. 

두 번째 요소는 소매점포의 전략이다. 이것은 소매점포의 전략 추구를 이윤과 회전 

율로 구분하여 어떠한 유형의 소매점포로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윤이란 소매점포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회전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평균재고가 판매되는 횟수를 의미한다. 할인점의 경우 회전율은 매우 

높고 이윤율은 낮은 경우가 많다(Mason ， Mayer and Ezell , 1994:17). 

세 번째 요소는 소매점의 운영상의 특정이다.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많이 접하는 소 

매점포를 중심으로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전문점， 양판점 등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서 할인점은 다른 업태보다 항상 염가에 상품을 판매하는 특정을 갖고 있다3 

3 그 외에도 소유권에 의하여 소매점포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독립소매점포， 체인이 
있다. 독립소매점포란 유통경로상의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가 없이 독립적인 소유자에 의해 운영 
되는 소매점포이며，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소매점포들이 이에 해당한다. 체인 또 
는 다단위조직 (multi -unit organization)은 대체적으로 중앙집중구매를 하는 소매점포이다(이성 
근·배수현， 1996:120-121). 따라서 대형할인점은 거대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인점의 형 
태를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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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소매점포 분류의 기준 

주: 음영부분이 할인점에 해당됨. 

즉， 할인점이란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의 소매업태로(Laulajainen ， 

1987:142) 정가 이하의 가격으로 주로 내구 소비재 상품을 소비자에게 항시 판매하는 

소매점을 지칭하며， 특정기간， 특정상품에 한정되는 바겐세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상품의 다양성이나 구색은 백화점과 유사하지만 적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지가가 낮 

은 지역에 위치하고， 건물이나 인건비， 일반 관리비 등을 낮게 운영하며， 상품 회전율 

을 높이고， 광범위한 셀프서비스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다르다. 미국에서 할 

인점은 첫째， 가정용품， 의류 등 식품 이외의 상품을 포함， 항시 저가격으로 판매하며， 

둘째， 주로 유명상표 상품을 취급하는 업태이다. 타 업태와의 차이점은 첫째， 현금지불 

및 직접운반(Cash and Carry) , 둘째， 적은 이윤과 상품의 고회전율 실현， 셋째， 셀프 

서비스 판매방식을 통한 대량 판매， 넷째， 적은 비용 경영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 

고 이밖에도 산지개발， 채널개발， 상품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상품공급과 유통주도 

권의 확보에 도전하고 있는 업태라는 것이다(전원재， 1996: 47-48). 

우리나라에서는 대형할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4 ’， ‘건축법’ 등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에서 ‘대규모 점포’에 대해， ‘통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 5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대규모 점포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의해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될 수 있고， 해당 

점포는 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인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된 법규는 1996년 8월부터 시행된 건축 

법 시행령 제 65조 제 1항 제 13호의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 

한 고시’이다. 이 고시에서는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은 매장，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10 ，000m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장면적은 2,000m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4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법률 제 5327호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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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7월 개정 고시된 내용에서는 종전의 2 ，000m2 이던 기준을 

3 ， 0001112으로 높여 유통산업발전법과 통일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형할인점이 

란 ‘합리적 유통전략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율을 낮추어 타점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는 매장면적 3,000m2 이상의 소매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 

다. 

한편 대형할인점은 상품구색이나 경영전략에 따라 할인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슈퍼센터， 하이퍼마켓， 전문할인점， 팩토리 아울렛 등으로 나누는데， 이들 업태별 특정 

은 표 I-3과 같다. 외국에서는 각 업태마다 특정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 

지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업을 제외하고는 할인점 6이나 하이퍼마켓 7 아울렛 마저도 상 

품의 구색이나 업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채 발전하고 있다. 

그 외에도 파워센터 (Power Center)8 , 홈센터 (Home Center)9 등의 할인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6 할인점은 표준적인 상품을 철저한 셀프서비스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상점으로，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데， 할인점 효시는 1948년에 개점한 코뱃이며， 1957년 K마트에서 
1년에 1백개 이상의 점포를 개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7 유럽에서 발달된 하이퍼마켓은 영국의 세인즈베리 (Sainsbery)와 테스코(Tesco) ， 프랑스의 까 
르푸(Carrefour)등을 들 수 있는데 하이퍼마켓은 대형화된 슈퍼마켓에 할인점을 접목시켜서 저 
가로 판매하는 소매업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국제 셀프 서비스 정의에 따르면 식품， 비식품을 
풍부하게 취급하며， 대규모의 주차장을 보유한 매장면적 2,500m2 이상의 소매점포이다. 
8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쇼핑센터인 파워센터가 미국에서 발전 
하고 있다. 기존 쇼핑센터의 포화와 매장효율의 저하， 쇼핑센터간 비슷한 구성으로 차별화가 어 
려워져 1990년대에 성장한 새로운 타입의 쇼핑센터가 파워샌터이다. 파워센터는 1 1，000평 이상 
에서 20 ，000평까지의 초대형 규모를 갖는다. 파워센터의 핵점포로써 카테고리 킬러가 4-5개점 
들어서 쇼핑센터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파워센터는 할인점들을 한곳에 종합해 
놓은 초대형 소매센터를 의미한다. 
9 주택，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장식품 위주의 종합 소매점으로 미국에서는 매장 
면적이 1 ，000평 -2 ，000평 내외， 일본에서는 500-800평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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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대형할인점의 유형 

업태명 트-를1 Z 〈그| 점포면적 점포입지 
대표기업 

사려| 

할인점 
의류， 일용잡화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1천-2천 5백 
주거밀집지 

(O iscount 
한 중저가 브랜드 중 유통회전이 빠른 

펴。 
역， 융 :익「 τ o: -님「 E-마트， 

상품을 취급하며， 철저한 셀효 서비스 도심에 독립 롯데마E 
Store) 

하에 저가격으로 대량판매하는 업태 
(5만여품목) 

점포 

회원제창고형 
거대한 창고형태의 매장에 묶음단위로 할인점 10 
진열， 판매하는 업태로 회원제로 운영 3천평 규모 

교통이 좋은 킴스클럽， 

(Membership 
됨. 상품회전이 빠른 제품만을 취급하여 (3-4천품목) 

고속도로 입 코스E 코， 

Wholesale 
타업태보다 30-40% 저렴한 가격 

구등 델타클럽 
Club) 

슈퍼센터 11 기존의 디스카운E 업태에 식품， 의류부 3천 5백 -6천 시외곽 흑은 

(Super 문을 첨가하여 운영되며， 원스톱 쇼핑을 평 규모(약 7 부도섬에 독 월마E 

Center) 강조함. 하이퍼마켓의 축소판 만여 품목) 립점포 

대형화된 슈퍼마켓에 할인점을 접목시 
하이퍼마켓 켜 저가로 판매하는 소매업태. 일반적으 5천-8천평 시외곽 흑은 

(Hyper 로 대도시 근교에 설립되며， 취급품목은 (4만 5천여 부도심에 독 까르푸 

Market) 수퍼에서 주로 취급하는 식품과 생활필 품목) 립점포 
수품이며， 셀효 서비 λ 방식으로 운영 

완구， 가전제품， 의류 등 특정분야의 상 
전문할인접 품에 한정하여 상품구색을 갖추고， 대량 

하이마트 
(Category 구입과 철저한 전문특화로 저가격을 실 1천 -2천평 다양 
Ki 11 er) 현하는 전문소매점. 메이커， 브랜드 상 

토이랜드 

1IFE늘 o 주 ~ 츠 11급 

팩토리아울렛 12 백화점이나 제조업체의 재고품을 초염 
비교적 교통 2001 (Factory 가로 판매하는 소매업태임. 주로 의류분 다양 

Outlet) 야에서 발달함 
이 좋은 곳 아울렛 

자료: 한국백화점협회， 1997, 한국 유통기업의 미래환경 대응전략， p.75를 재구성. 

10 회원제창고형 할인점은 일정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고， 이 회원들에게 거대한 창고형식의 점포에서 30-50% 할인된 가격으로 정상적인 제품 
들을 판매하는 업태이다(대한상공회의소， 1996:35). 
11 슈퍼센터 (super center)는 할인점에 슈퍼마켓을 도입한 점포로써， 기존의 할인점보다 더 다양 
한 상품구색을 갖추고 있으며， 1차 상품(식품)을 슈퍼마켓처럼 갖추고 있는 업태이다. 월마트는 
1993년부터 매년 약 707~ 의 슈퍼센터를 출점하여 미국 최대의 식품유통업태로 카우고 있다. 
12 팩토리 아울렛은 브랜드 메이커의 공장 직영점을 의미한다. 당초에 메이커의 직영점으로 출 
발해 공장근처에서 과잉생산품을 염가에 판매하는 소매점이었으나， 최근에는 타 메이커의 상품 
이나 타 소매점에서 팔고 남은 물건도 할인 판매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국내에선 1994년 이랜 
드가 ‘ 2001 아울렛’을 개점하였으며， 금강제화도 토탈패션 아울렛을 개점하여 자사의 재고상품 
(구두， 의류， 핸드백 등) 및 수입잡화 상품을 시중가보다 30-40% 할인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뉴코아 백화점도 킴스 아울렛을 1997년 개점하여 영업하고 있다. 

11 



11. 선행 연구의 검토와 연구틀 

대형할인점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외국의 선진 유통경제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는 기 

제이다. 본 장에서는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배경과 유통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유통 구조재편에 

관한 개념들과 유통 공간의 성격， 유통 공간에서 행해지는 소비행위에 관한 연구를 정 

리하고， 유통업의 입지에 관한 연구들을 논의한다. 2절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와 문 

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와 입지 요인에 대한 분석틀을 

구성한다. 

1. 문헌연구 

1) 유통업의 구조 재편 

(1) 경제구조 재편과 범지구화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학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지리학을 중심으로 경제구조 재편 

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1970년대 지리학자들에 의해 경제이론과 공간적 차별화를 연결하려는 시도속에서 산 

업구조재편(Lovering ， 1989) 13 논제가 시작되었다. 산업구조재편은 오늘날의 세계경제 

변화를 자본의 구조재편으로 보고， 그 내적 동인을 고찰함과 동시에 그것이 갖는 공간 

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지역과 특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려는 이론적 접근14이다(박삼옥， 1999:86-87). 

13 구조재편은 일반적으로 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과 
학계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간의 관계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구조 
재편접근은 이러한 변화를 바로 사회가 조직화되는 방법의 변화로 파악한다. 
11 역사적으로 구조재편 논의는 정치적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1960-1970년대에 걸쳐 대도시 지 
역에서 전통적인 산업 부문의 고용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 다른 국가들， 지역 그리고 로칼리티 Oocality)에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동시에 정치적인 경관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구조재편 과정은 
전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포괄적인 구조적 변동이지만， 개별지역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결과하는 양상은 서로 다르다(Massey and Meegan , 1979). 이는 한 지역이 갖는 특이성이 전체 
구조재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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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구조변화와 도시구조재편， 그리고 유통업의 구조재편을 주도하는 핵심은 

경제활동의 범지구화에 따른 구조재편 전략15 이다. 경제활동의 범지구화는 국제거래의 

규모와 복잡성을 증대시켰다. 이는 최상위 수준의 다국적 기업과 이들 기업을 위한 서 

비스업의 성장을 야기했다(Sassen ， 1995: 53) , Castells(1 989)은 자본주의의 구조재편 

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도시구조 재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보고， 신기술과 공간패턴 및 공간과정의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범지 

구적 경제가 시작되었으며， 자본유통， 노동시장， 상품시장， 정보·원료 관리， 그리고 조 

직이 범지구화되어 전세계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인 경제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세계경제는 구조적인 전환기 16 를 맞이하고 있다. 종전에는 국경 장벽 완화를 통한 

실물상품의 교역증대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국경 장벽 및 국내 제도의 

조화를 통해 실물상품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 요소의 국제이동이 국 

가간 경제통합을 심화시키면서 구조를 바꾸어 가고 있다. 또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정된 물리적 기반의 구축으로 지리적 경관마저 바뀌고 있다 

(Harvey , 1995) , 오늘날 세계 각 지역의 유통업태들이 다양화되기 보다는 비슷한 경 

관과 조직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범지구화 논의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범지구화의 논의 이외에도 유연성의 추구가 지리학에서 각광받았는데， 1970년 

대 이후 포드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후 여러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축적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축적체제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 

는 저마다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대개가 유연성을 공통적인 특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강현수， 1995) , 그것은 생산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순환과 소비 영역을 다루는 유 

통부문에 서 도 마찬가지 이 다. 

15 이러한 산업 구조재편에 관한 분석을 지리학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시도한 이는 Massey와 
l\1eegan Cl 979)이다. 그들은 영국의 산업구조화 과정을 세 가지 유형-과잉 생산능력과 높은 비 

용에 직면한 구조재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구조재편， 시장확보를 위한 구조재편-으로 나누 
고 이들 각각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개별기업의 입지행태와 변화하는 국가적-국제 

적인 거시경제적 상황에서 구조재편 과정에 나타나는 개별기업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HarrisonCl 992)은 전후 미국경제의 변화를 구조재편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경향 

을 집중화， 합리화， 자동화， 그리고 지리적 구조재편으로 요약한다. 이와 함께 지역구조재편 과 
정에 병행하여 나타나는 노동관계의 재편과 노동운동이 지니는 함의， 그리고 도시 및 지역발전 
에 대한 영향력을 논의하였다， Soja (1 987)는 LA지역의 국제화와 경제적 구조재편에 대한 연구 
에서 LA지역의 탈산업화와 재산업화， 지리적 분산과 재집중， 국제적인 자본과 노동의 분업을 
논의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을 분석하는 틀을 모색코자 하였다. 

Hì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의 전지구적 이동이 중심이었던 시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 
적 기업의 전지구적 이동이 중심이었던 시대를 거쳐 이제는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전지 
구적 이동 시대의 한 가운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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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체제에서 유연적 생산체제를 잉태할 수 밖에 없는 조건 중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시장 여건의 변화’라는 내부적인 한계였다. 시장 여건의 변화 특히 대량생산의 

필연적 결과인 내구소비재 시장의 포화는 수요 부족을 가져와 급격한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였다. 시장의 여건 변화는 생산체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통활동의 현대화와 사 

회·경제적 비중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부문내 네트워크 체계 강화뿐 

만 아니라 생산-유통부문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부각되고 있다(Gertler ， 1988) , 현 

실적으로 유통업에서 유연적 전문화 논의가 각광받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시장을 관리， 

통제할 수 없는 새롭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 규모의 생산 조직들을 통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시장여건의 변화를 전제로 한 유연적 생산체계의 변화는 생산체제와 유통기능의 상호 

연관성을 깊게 하고 있고， 새로운 축적의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유연성 논의를 둘러싼 일련의 작업들은 지리학， 지역학이나 계획분야와 같은 

공간 연구에서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Gertler ， 1992: 259) , 유통산업도 소비시장에 대 

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생산업체 위주의 유통활동으로 인 

한 재고 부담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자본축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즉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는 생산업체가 대량 생산된 상품을 유통업체에게 떠맡겨， 유통업체의 재고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였었다. 이는 유통업체가 생산업체와 대등한 위치로 역할한다기 

보다는 종속적 성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통기술의 발전이 저조하고 소비시장에 

대한 유통산업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아 유통업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유통활동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 

려 유통업체가 생산업체를 대선하여 소비의 규모와 변화， 그리고 시장 여건을 판단하 

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생산방식 및 작업조직의 변화， 생산기술 뿐 아니라 생산-유통 

을 연계하는 기술 이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활동은 최종소 

비의 변화 및 시장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생산업체들과 공유하면서 생산업체의 안정적 

인 생산여건을 창출한다(Murray ， 1989: 42) , Murray는 영국에서 새로운 생산체제(유 

연적 축적， 포스트 포디즘)와 관련된 기초작업은 제조업 부문에서가 아니라 유통부문 

에서 훨씬 더 풍부한 근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향 모델은 한계를 가진다 

는데 주목한다. 이 새로운 생산체제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한정되었 

으나， 기술적·조직적 혁신으로 유통업의 위상이 많이 달라지게 되자 점차 유통업에서 

의 변화도 연구하게 되 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효율적인 자본관리 시스템， 창고와 유통업체 간의 빠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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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배송시스템 등은 배달 시간을 예측하고， 물류비용을 감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 

였다. 또한 E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Electronic Point of Sale) , EDI(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등의 개발은 운송， 배송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 

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급체인을 컴퓨터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영국 식품 유통업자들은 예측 가능한 비용 

통제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교외 지역에 대형 유통업 입지를 가능케 하였 

으며， 복잡한 공급/배송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게 된 요인이 되었다. 또한 기술발달로 

인해 유통업체들은 그들 스스로 혁신적인 조직체가 되었다. 거대화， 중심화되고， 효율 

적이고 통제 가능한 물류와 배송시스템은 많은 진보를 이루게끔 하였고， 제조업자들/ 

공급업자들로부터 협상 능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협상 능력의 증대로 인한 권력 관계 

의 성장은 유통업자들이 제품 혁신， 제품 디자인， 제조 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하게끔 

하였고， 고객의 수요와 선호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연성 논쟁에 대한 다른 관심은 노동관행과 생산의 사회적 관계 변형의 선도산업 

Oeading-edge)으로서 유통의 위상에 대한 강조이다. 이러한 변형은 상대적으로 기술 

화되고 남성 우월의 노동력 해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저기술의 낮은 임금， 여성 노동 

력， 시간제 근무자 증가와 젊은 층의 노동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 

통산업의 변화는 기술혁신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동자， 노동시간， 노동관행을 정확하게 배치시킬 수 있는 EPOS 기반의 IT 

시스템을 이용하고 유동적인 노동력도 통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Wrigley ， 1988). 

(2) 유통구조재편과 유통자본 

유통산업 부문에서도 구조재편 현상은 분명히 관찰된다(McGrath-Champ ， 1999). 

도시 유통체계는 수요와 공급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모벨을 이 

용한 유통공간 분석에 대한 것이 많았으며， 그 연구들은 주로 예측적이면서도 최적의 

점포선정 입지이론에 기반하고 있다(Doel ， 1996).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유통지 

리 문헌에서는 유통구조재편， 유통채널구조의 변화， 유통활동에 미치는 규제국가의 역 

할 등의 새로운 관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유통구조재편 현상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소매지리학 연구자 

들이다. 영국은 미국에 비해 협소한 국토면적을 가졌다는 사실 외에도 일찍부터 도시 

계획이 도시 공간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설천적 관심에서 비롯된 현실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탐구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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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매업 패턴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제가 자유 시장력과 함께 계획의 영향이라고 보 

고 있다. 자유 시장력의 작동에 의한 결과는 소매업 입지의 교외분산으로 나타나고， 

계획의 영향은 도시 내부의 재개발과 쇼핑센터 건립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소매업 패턴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으로 소비자의 공간적 구 

성 변화， 구매 습관과 소비자 기호 변화， 규모의 경제 변화， 유통업체간 상호작용과 배 

송경로의 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Wrigley ， 1998). 

물론 이러한 유통업의 구조재편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범지구화이다. 

유통산업에서의 범지구화에 관한 논의는 최근 금융 부문에서만 다소 관심이 있을 뿐 

생산， 제조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 즉 ‘생산의 범지구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Crewe and Lowe , 1996:271). 그러나 유통부문에서의 자본집중으로 인한 구조 

재편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는데， 다국적 기업들의 인수와 합병 등을 통한 양적인 성장， 

국제적 경쟁 능력이 탁월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국내 유통시장 잠식 등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Wrigley ， 2000) 이다. 따라서 다국적·초국적 대형 유통체인 업체들 

이 소규모 점포들을 잠식하고， 유통업자와 소비자들 간의 경제적 문화적 함의가 변화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Hankins ， 2002). 따라서 유통업의 구조재편에 관한 논의를 

하는 학자들은 거대 유통자본의 협상력 증가， 유통축적 과정을 끌어내는 자본의 논리， 

공간과 유통활동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이해， 또한 유통자본의 범주를 확인하려는 

시도와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유통자본의 지위와 기능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Wrigley and Lowe , 1996). 

유통업의 구조재편과 관련하여 유통자본을 가장 명확히 정의한 학자는 Ducatel과 

Blomley( 1990)이다. 유통자본은 생산자본과 최종소비자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전체사회 

자본의 일부분이다. 자본 순환에서 유통자본의 독특한 기능은 상품의 최종 교환이다. 

유통자본은 생산과정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재생산의 개인적 영역인 소비행위에도 참 

여한다. 따라서 유통자본의 사용가치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품가치는 시장을 통해 만 

족된다는 것이다. 또한 Fine & Leopold (1 993)는 유통자본은 획일적인 범주로 분석되 

어져서는 안되며 상호수직적으로 연계된 상품공급 시스템에서 취급되어져야 한다고 말 

한다. 즉 유통자본은 수직적인 ‘공급체인’ 틀(frame)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매업 구조변화의 공통된 경향은 소매자본의 집중강화， 생산-상업 자본간의 역학관 

계에서 소매자본의 힘 증대， 소매자본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 등이다. 그리고 소매 자 

본의 집중화 양상은 주요 거대 소매상들의 시장 점유율 증가， 이에 수반된 소매점들의 

공간적 집중으로 나타난다(Clarke ， 1996). 이러한 유통구조재편과 자본집중은 시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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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과 함께 유통에 참여한 자본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데， Wrigley0991: 

1540)는 이런 상황을 ‘약탈게임 (predatory game)’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또한 유통자 

본의 지리적 집중을 통해 순환비용을 감소시켜 나가며， 순환비용절감을 위해 유통자본 

은 더욱 대규모화된다(Marston and Modarres , 2002). 유통업에서 자본 집중화에 수반 

된 현상은 전통적인 중심도시의 쇼핑지역 밖으로 자본이 옮겨가는 현상이다. 이런 이 

심화 현상은 대규모 도시일수록 더욱 심하며， 이것은 도심의 인구이동과 밀접한 현상 

으로， 차별적인 인구이동과 고용 손실은 도시 핵심지역으로부터의 유통 수요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외지역， 외곽지역에서의 수요 창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러한 현상은 도시외곽지역 주민의 기동성 증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Wrigley ， 

1988). 

따라서 유통지라는 소매점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보다는 소매자본 

이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유통 기업들의 전략적 행태와 이러한 행태의 공간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mith ， 1989). 즉 새로운 슈퍼마켓을 

위한 최적지점을 찾는 노력보다는， 유통구조재편으로 인해 전체 경관이 만들어지고 재 

형성되는 광범위한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유통채 널 구조의 변화 

유통구조재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제조업과 유통업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통채덜의 권력구조 변화(Hughes ， 1999; Reimers , 1998)에 관한 것이다. 1980년대 

초 많은 유통업체들은 몇몇 생산업체들보다 더 큰 규모와 수익이 있는 조직체가 되었 

다. 주도권 변화는 ‘차별적인 할인정책을 가진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쥐게 된 협상능력 

과 관련된 논쟁’(Wrigley ， 1988)으로 번지게 되었다. 

유통부문에서의 생산과 자본강화로 노동생산성 또한 증가하게 되었는데， 재정 통제 

시스템에서 컴퓨터 도입 등과 같은 엄청난 투자로 수년동안 생산성 뿐만 아니라 소득 

또한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EPOS 등과 같은 첨단기술들은 노동력의 탈숙련화 

를 가져왔고， 그 결과 노동력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화된 기술자와 시간제 근무자라는 

양극화된 노동력을 동시에 가져와 노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Foord ， Bowlby and 

Tillsley , 1996). 의류 유통시스템에서도 채널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Crewe and 

Davenport , 1992) , 제품의 생산목표와 생산품의 질， 가격 등에 관한 결정에 주요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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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7 또한 이러한 채널관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운 소비패턴과 시장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유통업자와 제조 

업체간에 새롭게 형성되는 유통채널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협상을 둘러싼 

제조업체(식품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협상에 관한 연구(Marsden and Wrigley , 

1996)를 통해 1990년대 초 주요 유통업자들이 경제적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주요 책임이나 식료품 시스템의 정책이나 소비의 사회적 구조화 등을 국가에 

의해 위임받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국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 

다. 

(4) 유통과 규제 

범지구화 되어가고 있는 복잡한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 

고 있다 18 소매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네 가지 측면， 즉 소매업 구조， 도시의 물리 

적 공간구조，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호 등에서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루어 

져 왔다(Gibbs ， 1987) , 그러나 소매업 부문에의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급 

의 질보다는 매장 면적과 매출액 등 양적 지표 흑은 물리적 공간， 즉 소매업의 입지와 

건축규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소매업 활동에 대한 개입영역의 한계는 소 

매업 자체의 역동적 변화 과정보다는 이러한 변화 결과의 공간적 표현에 한정되었으며， 

나아가서 소매업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유통구조에 적합한 상 

업공간 체계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적 틀로써 변화의 흐름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Blomley ， 1986) ,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소매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소매엽의 구조 변화와 

공간적 특성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정부의 공간정책이 소매업 입지와 분포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Evers ， 2002) , 영국 

에서는 교외화를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계획적 개입이 이루어져 도심지와 내부 도시의 

쇼핑센터 개발 위주로 상업공간이 형성되어 왔는데 19 이에 대해 도심지의 투자자들과 

정부가 부당한 독점력을 누린다는 비판이 증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규제완화와 시장 

17 의류업의 특성상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해서 소규모 생산체계를 지향하게 되며， 따라서 대규 
모 유통업자에 비해 작은 파워 (power)를 갖게 된다. 
18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체계에 대해서는 Dicken(1 994)이 잘 설명하고 있다. 
1 ~l 도시중심부 하부구조의 재생을 고무시키고， 도시 중심부의 교통약자(transport poor)등의 쇼 

핑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1960년대와 1970년대 도시계획 정책은 도시중심부의 소매업 보호정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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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창고형 대형할인점， 슈퍼스토아， 하이퍼마켓 등 

대형 소매점들이 대도시 교외로 확산되어 감과 동시에 유통자본에 거대한 파워와 책임 

감이 부여되었다(Crewe ， 2000). 그러나 규제완화처럼 보이는 이런 양상들이 실제로는 

규제의 다른 형 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Flynn ， 1992; Christopherson , 1993). 

독일에서도 소매업 구조 변화와 그에 수반된 부정적 영향들을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중심지 계층에 입각한 균형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슈퍼스토 

어 등의 대형 소매업태에 대한 입지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이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대도시 배후지에 대형소매점이 과다하게 밀집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Kulke ， 

1992). 

따라서 유통시장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력은 유통부문의 협력 전략과 시장 구조의 변 

화에 작용하는 힘을 파악하고， 유통업자와 제도적 규제 관계의 특성에 관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rjgley ， 1993). Christopherson(1 993)은 유통공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제도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만 이해하는 

것은 편협적이며 시장의 자율적 규제 문제는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20 그러나 규 

제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규제 사이의 구분인데， 이러한 구분은 

국가， 생산， 소비의 역할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부문의 규제는 

최소한 명목상으로라도 공공의 이해를 꾀하고， 사적부문의 토지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적부문의 규제는 국가가 유통시스템 내에서 각 행위자(actor)-들의 활동을 

제어하도록 특정 사적 부문에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규제 

는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규제의 주체와 객체， 규제의 정보가 문제이다. 따라서 사 

적 부문의 규제는 국가가 언제 특정 사적 부문에 권한을 부여하는가와 시장체계내에서 

행위자들의 활동을 규제하는가에 달려 있다. Marsden and Wrigley(1996)도 국가에 의 

한 소비규제， 사적 유통자본에 의한 소비규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통업자 

의 중재 역할에 미치는 영향과 방식들에 관해 연구했다.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형 소매자본을 유치하려는 각 자치단 

체간의 경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매업 입지에 대한 규제와 달리 세원 확보를 목적으 

20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금융， 유통업 판련 서비스 부문에 자본 집중현상이 생겼는데， 도산， 
합병， 인수가 대부분이다. 몇 개의 대규모 업체가 미국의 유통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또 입지전 
략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데， 이것은 1980년대의 ‘규제완화 효과’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 중심도시와 농촌사회에서의 유통업은 정체되고 교외도시지역에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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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자치단체의 소매자본 유치경쟁은 공급체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전국 또는 지역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공간구조를 낳게 되어 효율적인 

유통구조형성을 지향하는 산업정책과는 모순된다. 물론 서울시 동대문구청처럼 교통문 

제와 주민반대를 내세워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이렇게 개입의 범 

위와 수준은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도시 

상업 공간구조의 변화는 이론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여러 경험적인 사례를 고찰하는 

것 이 중요하다(Marsden ,T. , Harrison , M. and Flynn , A. , 1998). 

또한 기술진보와 더불어 최근 유통에서 가장 관섬을 끄는 부분은 ‘지구화되는 유통 

자본으로 가상 글로별 업체의 급성장， 무점포 전자유통업의 발전이 전세계적으로 유통 

압의 공간적 분포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인가?’ 이며，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논의이다(Wrigley ， 2002) 

2) 유통업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이제까지 유통지리 부분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유통업의 입지와 관 

련된 것들이다. 유통시설의 입지는 일단 결정하고 나면 쉽사리 변경하기 어렵고， 부적 

합한 입지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공간적 제 

약을 강하게 받는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 하므로 선정되는 입 

지는 최대한의 투자수익율과 이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유통기구를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가?’ 라는 입지적 측면의 이론들은 현실적 

으로 유통업계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 유통산업 입지 관련 이론들은 크게 세 부분으 

로 나뀐다.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의 점포 선택을 유형화한 수요 측면의 이론과 유통 

업체에 적합한 입지선택모델을 제시한 공급 측면 이론， 그리고 신업태의 동태적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혁신의 확산 이론들이다(최장호， 1994:42-62). 

(1) 입지수요 측면 

입지수요 측면에서 소비자의 공간 행동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근거로 가장 먼저 상 

권한계를 개념화한 이론은 Reilly의 소매인력이론(小賣引力理論)이다. 이후 Reilly의 법 

칙을 실증적 연구로 수정한 수정소매인력모형， Reilly의 도시간 수요이동에 관한 이론 

과는 달리 소비자의 도시내 수요이동을 고려하여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확률적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해 낸 확률적 인력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모델들은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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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소매점의 유인변수플 매장면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을 제 

한하는 저항변수로 소매점까지의 거리 또는 교통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소매점 선택에 있어 여러 가지 주요 변수를 제외시켰다는 근본적인 단점이 

지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kanishi and Cooper(1 974)는 소비자 유인변수로서 매장면적 

이외에 상품의 구색， 가격， 분위기， 점포장식 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하고 소매점 접근 

저항변수로서 교통시간 이외에 교통비용， 교통안전도， 이동시 안락감， 교통편리도와 같 

은 질적 특성을 포함시킨 승수경쟁적 상호작용모형 (Multiplicative Competitive 

Interaction ModeD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는 변수들간의 공선성을 제거하고 그에 

의해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하에 전개되는 이론체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시율레이션 자료를 획득하여 로짓 기법(logit technique) 등으로 소비자의 효용함 

수를 직접 평가하려는 효용함수 직접 추정모형이 Arnold and Roth and Tigert( 1982)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회적·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개성과 보유 정보 수준， 동기부여 

수준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점포선택 행동을 몇 개의 주요 속성 

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정한 모수로만 설명， 예측하려는 시도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 

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인지적 행위모델이다. 이 이론은 소비자 

의 지각구조， 학습상태， 이미지 형성， 태도 등과 같은 정성적 요인을 고찰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2) 공급 측면 

공급측면에서의 점포 입지 선택에 대한 이론은 중심지 이론， 토지 이용 입지이론， 

단일 점포 입지이론， 다점포 입지모형， 소매성장 잠재력 모형 등이 있다. 

중심지 이론은 소매입지 및 소매기구의 공간구즈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입지에 대한 제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 

로는 Christaller의 연구와 이의 이론적 경직성을 보강한 Berry와 Garrison의 연구가 

있다. Christaller는 소비자들의 구매이동행위가 점포까지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이동하는 최대거리를 범위로 간주하였다. 

Berry와 Garrison의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중심지 이론이 도시간 관계의 계 

층체계만을 다루던 것에서 개별도시 내에서의 계층구조까지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섬지 이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의 형성과 중섬지 체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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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실제로 개별소매점포의 관점에서 상권 확대， 공간 

수요 창조를 위해 수행하는 제반 마케팅 활동의 효과나 영향은 무시하고 있다. 

도시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 

라 입지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이용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제반여건을 비롯하여 

경제발전 수준， 사회적 변화， 기술의 진보 등 한 시대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의 혁신， 생활패턴의 변천에 

따라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다. 도시의 토지이용 유형은 현재의 공간수요를 반영한 

다기 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공간수요를 반영한다. 따라서 도시전체를 통해 

서는 일총의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능만이 특정 지역에 입 

지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기능은 주변부에 입지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이용론의 지 

대이론에 입각하여 Colby와 Hoover는 소매점의 최적입지는 그 소매점포가 수행하는 

기능이 도시의 공간적 환경특성인 지대와 접근성 등에 얼마나 합치하느냐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본다. 

단일점포의 최적 입지결정을 위해 많은 이론적， 경험적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은 특정입지의 매출규모와 입지비용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고 이 요인을 중심으로 각 입지 대안의 유효성을 파악하는 

제크 리스트(check list)방법이다(이수동， 1987). 또한 현존의 점포나 유사 점포들과 비 

교하여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유추법， 그리고 상권을 몇 개의 세부상권으로 분리하고 

각 세부 상권별로 소득수준， 가구수， 경쟁패턴을 파악하고 경쟁이 예상되는 다른 소매 

기구의 시설규모 교통체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점포가 그 입지에 개설되면 

소비자의 지출패턴과 공간이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순서로 분석을 하 

는 미시분석기법 등이 개발되어 있다. 그 외에도 복수점 경영체계를 갖춘 거대한 소매 

체인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모형이 다점포 입지모형으로 정적 MULTILOC 모형과 동 

적 MULTILOC모형 이 있다. 

(3) 소매 업 의 변화와 공칸적 확산 

소매업의 변화에 대한 제도적 접근， 즉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활동양식 

을 취하면서 공식화된 소매기구(retail institution)를 주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접 

근이 주로 경영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Brown ， 1987). 경영학적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이런 연구는 추상수준이 다소 높은 소매자본의 개념에 입각한 이론적 접근이 

지니는 결함을 보완하여， 소매기구들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체계화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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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소매업 구조 변화의 경향들을 해석하고 그 전망을 도출하여 이론적 수준의 분석으 

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소매기구의 변화가 소매업의 혁신과정과 거의 동 

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는 혁신적 소매기구의 등장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소매업 구조 변화의 중요한 계기들을 포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성과는 소매업의 공간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 

한 관점과 분석 수단을 제시해 주었으며， 일부 지리학자들은 제도적 접근과 공간적 접 

근을 종합하여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소매기구의 변화형식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보통 세 가지 흐름， 즉 환경이론， 주기 

이론， 갈등이론 등으로 나누어진다. 환경이론에 의하면 소매활동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발전의 함수이다. 시장의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조건들의 변화 

가 소매체계의 구조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주기이론은 소매기구의 변화가 이전의 경향 

을 포함하여 반복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으로서 환경이론보다 소매조직 자체에 

더 주안점을 두며， 소매 아코디언 21 소매업 차륜22 소매생애주기 23 등으로 나누어진다. 

갈등이론은 기구 형태보다는 변화의 추진력인 소매기구간 갈등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적 기구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존의 기구들이 반응하는 방식도 변화의 중요 

한 작용인자로서 상호적응의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기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세 가지의 소매 기구변화 형식에 관한 이론들은 나픔대로의 장단 

점을 갖고 있다. 환경이론과 갈등이론은 소매기구 변화의 발생， 성장， 쇠퇴， 소멸을 인 

과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되며， 주기 이론은 변화과정의 단계들슬 보다 구체적 

으로 유형화하는데 적절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론들은 모두 이론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경험의 사후 정리와 유형화 작업의 결과로 도출된 모델이기에 보다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조건 및 현실의 역동성을 포함하여 설명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의 공간적 동태성에 관한 연구는 Friedman과 Wulff( 1976)에 

21 소매업태들이 다양한 제품계열을 취급하는 소매업태로부터 전문적이고 한정된 제품 계열을 
추구하는 소매업태로 변모해 간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정된 
계열을 추구하는 전문점들은 다시 다양한 제품 계열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이 아코디언 
모양처럼 반복되어 간다는 것이다. 
22 소매기관은 ‘다소 제한된 원’ 안에서 변화하며， 그 원이라는 것은 매우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 
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쇠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차세대 소매기관에 의해 끝 
나게 된다. 즉 소매기관들이 처음에는 혁신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성장하다가 새로운 개념을 
가진 신업태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23 소매업의 수명주기란 한 소매기관이 출현하여 사라지기까지의 전 과정이다. 대부분 초기성장 
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 그리고 쇠퇴단계를 겪으며， 최근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경쟁이 
심화되어 수명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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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종합적으로 서술되었다. 그들은 공간 움직임의 종류를 인구의 이동， 혁신의 확산 

Cinnovation diffusion) , 자본의 움직임， 협상력의 공간분포로 나누어 공간에서의 움직 

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틀을 소매업의 공간적 움직임， 특히 

최근의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움직임에 적용할 때 유의미한 것은 혁신의 확산과 자본의 

움직임에 대한 것이다. 혁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연구는 몇몇 지리학자들에 의해 경 

험적 사례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서 비롯되었다24 

많은 학자들이 위와 같은 입지이론을 토대로 유통업의 입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였는 

데， 이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연구도 있고， 나름대로 입지요인과 입지패턴 등을 확인， 

또한 확산과정을 확인한 사례연구도 있는데， Kulke (1 997)는 동독에서의 유통구조와 

입지패턴을 확인하고 이런 변화의 근본적 요인을 서독으로부터의 체인 확장， 새로운 

유형의 업태 등장， 불안정한 토지소유권 문제， 공간계획의 부재 등과 같은 경제적 변 

화 과정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최근 소매업의 입지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대도시권에 입지한 소매업이 교외 

로 분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매업 입지의 교외화는 주택의 교외화와 자동차 보급 

에 의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소매업과 

다점포 소매업이 소매업의 교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및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한주성， 1998:22). Hartshorne과 Muller(1 992)도 유통업의 

구조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활동의 교외화이며， 이것이 곧 메트로폴리 

스 공간구조 재편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매업의 입지 및 상권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백화점과 쇼핑센터， 편의점 등의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한 상권과 입지에 관한 실 

증적 분석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수동， 1987; 공중표， 1994). 소비자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소비자의 공간선호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추론하거나 소 

비자 설문을 기초로 하여 소매기구의 입지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강병수， 1984; 최 

선엽 , 1998). 

소매업의 변화와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매업의 판매기술 조직 등에 새로운 기 

술이 개발되어 소매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소매업의 대규모화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초 

24 확산에는 맹창확산과 이전확산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팽창확산은 정보， 물질 등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며， 이전확산은 확산대상체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함 

에 따라 발생지역에는 확산대상체가 남지 않는 공간적 확산이다. 따라서 소매업에서의 혁신확산 

은 팽창확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4 



점을 맞춘다(Wrigley， 1993). 그런데 대규모 소매업일수록 새로 개발된 소매기술을 채 

택하는 데 비해， 소규모 소매업은 전통적인 소매기술을 고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Dawson , 1983:100-122). 

미국의 소매업 확산에 관한 연구로는 Graff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998년과 1994 

년 Wal-Mart와 Kmart 슈퍼센터의 입지 확장 전략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소매업 환경 

은 매우 동태적이고 지역의 거대 소매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다수의 슈퍼센터 

(supercenter)가 소매업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매업에 있어서 새로 

운 형태의 소매기구의 중요성 못지 않게 점포의 확산전략이 중요하다. 즉， 지역기반의 

전염확산과 혹은 대도시 시장에서 경쟁을 위한 계층확산 등의 점포 입지전략이 국내 

경쟁환경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대형할인점의 확산 전략에 관해서는 Sparks (1 996)가 연구했는데， Tesco의 중 

심화， 집중화 전략 분석을 통해 주요 유통업자들이 물리적 공간 분포를 조직하는 방식 

과 유통업체의 합리화， 자본집중화 현상을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 

형유통업체들은 공급자들보다 더 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는 창고， 

재고 보관 등의 비용 때문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재고관리， 다 

량구매로 큰 폭의 할인율， 판매공간과 저장창고 공간 비율의 대형화 등을 통하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또한 소매업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정보통신발달과 

유통전략， 소비자 행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마케팅이나 지리학 분야에서 크게 늘 

고 있다(Guy ， 1998b). 유통전략과 소비자 행태간 관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은 시장분석과 점포입지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그 외에도 유통시설 입지나 점포위치 선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Jones와 

Simmons( 1994)가 분석했는데， 유통업체와 소비자간 유통관계는 상호독립적이지 않으 

며， 사회체계의 혁신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Humby(1 988)는 오늘날의 유통분석의 한계와 예측기법의 부족에 대해 비판하 

고 있다. 이제까지 유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점포와 그들 고객간의 상호작용에 관 

한 연구들이라고 말하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요인들， 즉 소득， 인구학적 요소， 시장， 

체~ Cc hain)의 확장여부， 생활양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생활양식을 강 

조한 사람은 Green(1 988) 이다. 그에 따르면 유통업 입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활양 

식을 파악하고 소비자 구매행태를 고려하여야 되는데， 생활양식은 소득， 사회적 지위， 

거주지 위치(시골/대도시， 아파트/단독주택)， 직업 유형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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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인적 기호， 활동， 개인적 욕구에 기반한다. 한 고객이 많은 다양한 삶의 양 

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동시에 시간 제약적 (time - constrained) 생활 상품을 구입하 

기도 하고， 동시에 시간 소비 (time-consuming) 여가활동에 대한 상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통업의 입지선택은 소비자들의 변화무쌍한 태도를 수용하기 위해 상품 

이나 시설면에서 치열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통업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소매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소매 유통업의 조직적， 기술적 변화에 관한 편의점의 

공간적 확산에 관한 연구(신기동， 1993; 황성원， 1993) , 프랜차이즈의 분포 특성에 관 

한 연구(이경희， 1991) 등이 있다. 또 최근 소득 향상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전국적 

증가와 더불어， 1968-1991년 동안 도매업 판매 활동에 의한 한국의 도시유형 변화 

요인 파악(한주성， 1993) , 수도권과 대구권 지역의 소매업 경영의 공간적 비교(한주성， 

1998) 등이 있다. 또한 박상익(199 1)은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달과정 이수동(1987)은 

한국 소매기관의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에 관해 연구하였다. 

3) 유통공간과 소비자 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최근이지만 유통공간에서 행해지는 소비의 역할이 

나 기능에 대해서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간형성과정에서 생산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비의 역할이고， 사회발전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의 역할관 

계가 변화하게 되자， 오히려 생산보다는 소비에 강조점을 두고， 소비의 경제적 논리 

뿐만 아니라 문화적 논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의 문제를 

접근할 때 소비의 심리학적 효과에만 집중한다거나 소비가 생산을 대체하는(혹은 생산 

을 제쳐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식의 주장은 편협하거나 왜곡된 논의가 되기 십 

상이다. 따라서 소비는 총체성 (totality)속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경제적 요인 

들에는 문화적 요인들이 기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Dowling ， 1993)25 , 

(1) 유통 공간 

유통구조재편에서의 공간은 보다 역동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 때의 유 

통공간은 사회 활동의 산물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유통활동의 창출과 시장의 재창출， 

25 강내회 (995)는 소비공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표 등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은 소비공간이 그 안에 
‘독해’라는 숙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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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질서와 통제，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의 문제와 유통업자와 소 

비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유통 공간은 ‘공간과 유통활동 

사이의 상호 속성을 정교하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 공간으로 간주되기보 

다는 활동적으로 생산되고 표현되고 경쟁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Clarke ， 

1994). 

유통공간26의 성격에 관한 문헌들은 대체로 경제적 공간， 사회적 공간， 문화적 공간 

의 의미를 담고 있다(표 II-1)27. 

경제적 공간 

사회적 공간 

문화적 공간 

〈표 11-1> 유통공간의 성격 

Lefevbre(l99 1), Glennie & Thrift(l996) , 
Crewe & Lowe(l995) , Goss(l993) , 

Fine & Leopold(l993) 

Shield(1992) , Jackson & Thrift(l995) 

Sack(l992) , Martin(l999) , Goss(1996) , Blomley(1996) , Fine 
& Leopold(l993) , Crewe(2001) 

유통공간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Lefevbre 28 (1 99 1)는 공간이 상품의 소비뜰 촉 

진시커는 수준에서 벗어나 상품의 공급체계가 형성되는 공간이 직접 소비된다고 주장 

한다. Fine and Leopold (1 993) 또한 소비의 원인과 특성， 소비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서 수평적 접근법이 아니라 공급체계인 수직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는데， 여기에서 생산， 분배， 마케팅， 그라고 소비와 연관있는 상품고유의 체인과 

이 요소들을 둘러싼 물적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고 그 

들은 식품， 의복， 주택 등의 소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각 상품의 

공급체계마다 이윤창출의 노하우(know-how)가 다르며， 상품을 둘러싼 제도적 관행들 

이 다른 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과정이 다르게 발전하고， 포장기술이 다르 

26 많은 학자들이 유통공간의 성격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지만I GossCl 993)는 
유통건조환경의 특정을 5가지로 요약하는데， 공공 공간(public space) , 통제된 한계공간， 업무를 
보는 공간， 기계적·도구적으로 통제되는 공간， 전체 공간시스템의 하나로 기능하며 제도적 권력 
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전략적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27 본 연구에서 편의상 유통공간의 성격을 분류하였으나， 공간의 성격이 중첩되는 학자가 많다 
28 공간의 소비는 필요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적인 기능적 소비공간과 다른 원칙을 가지 
고 있는데， 소비공간의 미학적 차별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의 불균등한 공간이 갖 
는 모순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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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전하며， 광고 전략의 강조점이 다르게 변화하고， 상품저장이나 관리기법이 상이 

하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소비의 공급체계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상이한 공 

급체계를 가진 상품은 상이한 공간을 요구하므로， 소비공간을 언급할 때 각 상품들이 

소비되기까지의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공급체계를 고려하게 되면 소비 

공간이 상품에 따라 매우 차별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이 소비되는 경험은 쇼핑몰이나 레저공간의 소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Shield ， 

1992) , 쇼핑몰의 기능은 처음에는 구매행위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슬렁거림， 눈요기， 레져가 주도적인 기능(Shield ， 1992: 7)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엔 

터테인먼트형 쇼핑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즉 쇼핑몰 기능의 변화는 소비의 공간에서 

공간이 소비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유통공간과 소비문화， 소비관행 변화의 관계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대규모 쇼핑몰에서부터 소규모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유통공간의 성 

격을 밝히려 하지만， 이러한 유통환경은 유통자본 통제자에 의해 조율되고 있다고 말 

한다(Blomley ， 1996) , Glennie and Thrift(1 993)는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도 역사적， 

공간적 배경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공간은 역사적 변천을 함축하는 경제 공간이 

라고 말한다. 

또한 범지구화 논쟁과 관련된 유통공간에 관한 연구로는 Wrigley(2000)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범지구화로 인해 소비패턴이 세계적 경향을 띠게 되어 국가와 문화 

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보편적 요구에 기반을 둔 지구적 시 

장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야 하는 동시에 지역 조건에 조응하는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Crewe and Lowe(1 995)는 최근의 유통， 소비， 정 

체성(identity) 연구들이 유통 공간의 복합성이나 차별화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유통 

공간의 대형화로 인해 세계적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며， 

유통서비스의 범지구화가 유통업체들 간의 차이는 감소시커지만 사실상 세계적인 유통 

업체 입지로 인해 지역의 모습은 더욱 민감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차별화된 소비공간이 어떻게 장소의 특정 정체성Cidentity)을 창출， 재 

창출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통공간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Shields(1 992)를 들 수 있는데， 

유통공간은 단지 구매와 경제적 교환을 포함하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소 

비주체를 위한 공간이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상정적， 사회적 가치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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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공간， 커뮤니티에 의해 공공 영역으로 기능하게 되는 곳으로 간주한다. 즉 쇼 

핑은 단순한 기능적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공간은 공동체적 활동을 하는 공간， 사 

회적 연대의 형성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간주된다. 

유통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SackCl 988) 29 , 

MartinCl 999)30 , Fine and LeopoldCl 993)31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근 들어 유통 

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업태간 영역이 파괴되고，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유통 

공간이 단순히 소비행위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즐거움， 가치， 개성 등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가 추구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또 

한 최근 들어 유통공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유연성에 따라 소 

비양식도 새로운 특정을 보이며， 그에 따라 소비공간의 성격도 변화하게 된다. 즉， 소 

비패턴이 이질화， 다양화되고 소비의 회전시간이 가속화되며， 재화의 소비에서 건축물， 

오락， 여가 등의 소비로 변화하고 포스트모더니즘과 여피문화가 대두하는 것 등이 유 

연성의 확대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한 HarveyCl 995) 

는 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들이 근본적인 변형을 거듭하면서 소비의 공간적 분업내에서 

경쟁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장소’ 자체를 소비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장소판촉이 광 

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 및 각종 오락기능과 부대서비스를 고객 

에게 제공하는 메가 컨셉 삼(mega concept shop) , 또는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정연승·서영구， 2001). 

29 Sack(1 988)은 유통공간 자체가 상품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는데， 유통공간은 소비를 고무 
시키는 맥락(context)을 창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장소 창출과 장소를 변경시키는 소비의 
힘은 상품생산을 포함하여 상품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으로 확대된다고 말한다. 즉 소비는 
생산을 이끄는 것이므로 환경， 테마파크， 리조트， 공원 등의 장소를 소비하기도 하며， 이런 장소 
들은 그들 스스로 대중적으로 소비된다. 
30 Martin(1 999)은 유통공간의 서비스 혁신 확산 연구를 통해 상점이 단지 신상품을 진열해 놓 
은 곳이 아니라， 서비스의 발달과 같은 투입요소 개선을 통해 장소판촉의 형태를 띨 수 있다고 
주장한다. 
:31 Fine and Leopold(1993)도 소비공간을 문화공간으로 간주하면서， 모든 문화는 그것과 동일 
시되는 ‘주체 형태들(subject-forms)’을 지니고 있는데， 문화적 과정은 주체가 되는 과정이며， 
소비공간에서의 주체적 과정은 결국 문화적 과정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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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행태 

유통공간에서 행해지는 소비자 행태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구매행위와 관련하여 경 

제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등에서 소비자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지리학에서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 

의 구매활동 중 공간선택 및 공간이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척되었다(김 

송미 , 1991:182). 

소비규범이 사회적으로 일정집단에서 공유되면 하나의 새로운 생활양식 또는 문화로 

자리잡게 되며， 이것은 집단의 동질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매개가 된다. 즉 사회집단은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경제적 유형들에 의해 여러 사회계층으로 구분되며， 각 계 

층은 나름대로 특정한 소비양식을 가지게 된다32 중산층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 

로 인해 생산이 아닌 소비와 관련된 쟁점들이 보다 적실성이 있고， 소비자의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을 규정하는데 ‘생활양식’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소비자 행태 연구는 비록 그 역사는 짧지만 여러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 

다. 그들을 분류하는 한가지 방법은 무엇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1) 의사결정론적 접근법 2) 경험론적 접근법 3) 섬리학적 접근법 등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c}(Jones and Simmons , 1993). 

1970년대 -1980년대 초까지 소비자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그들을 하나의 의사결 

정자로 보는 의사결정론적 접근법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구매행위는 우선 문제를 지 

각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은 구매결정을 할 때는 ‘문제의 인식， 탐색， 대안의 평가， 선택， 구 

매후 평가’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하여 의사결정론적 접근법에서는 소비자들 

의 구매 및 문제해결 활동을 고도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입장은 특히 

인지 및 실험 심리학과 몇몇 경제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경험론적 접근법은 소비자들이 반드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거나 처음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생각에 따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행동은 경 

험되고 관측할 수 있는 문화적 규범， 물리적 환경， 혹은 경제적 압박과 같은 환경세력 

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경제학적 원리와 유사하다. 

심리학적 접근법은 소비자들의 행동이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 

32 Aglietta (1 979)는 생산과정에서의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상승과 함께 소비양식의 변화가 
나타나면 생산재 부문에서 주도되던 생산성의 증돼가 소비재 부문으로까지 파급， 전면화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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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때에 따라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단순히 즐거움을 맛보 

고， 기쁨을 경험하며， 정서와 느낌을 가질 목적으로 구매된다는 것이다. 가령 충동에 

의한 구매나 변화를 찾기 위한 구매에서 그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음악회， 

경기장， 영화관， 공원 등에 가는 등의 레저활동도 경험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 

는데， 이러한 경험론적 입장은 동기심리학과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 분야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3) 소비의 문화적 의미 

오늘날 소비관행에서 일어나는 변화 현상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경제와 사회의 개념， 객체와 이미지의 순환 속도 증가 

로 인하여 주체와 의미가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다(Glennie and 

Thrift , 1996). 

따라서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소비의 문화적 의미와 소비양식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Jackson and Holbrook(995)은 쇼핑활동 

에 관해 연구할 때는 기쁨의 원천으로의 쇼핑활동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복잡한 사회 

관계들(계층， 민족， 성， 세대간)이 장소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협상되는지 살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Glennie and Thrift( 1993)는 소비행위가 세 가지 과정을 함축하고 있 

다고 보는데， 첫 번째 과정은 상품화의 그물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상품화는 사회생활 

의 많은 부분에 퍼져 있어 문화의 영역에도 침투하고 심지어는 자기 실현의 과정에도 

침투한다. 두번째 과정은 사회적 분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상품의 지속적인 작용 속 

에 들어있는 사회적 긴장이다. 세번째 과정은 일상생활의 새로운 형태의 발전이다. 따 

라서 일상생활은 더 성찰적 (reflexive)이고 미학화되어 가며 점점 더 공원， 유적박불관， 

쇼핑몰 등과 같은 공식적인 소비공간에 의존하게 된다(Gardner and Shephard , 1989). 

따라서 현대적 소비의 등장은 산업화된 대량생산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다기 보다는 

경제적인 역동성 사회적 유동성 그리고 소비관행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Fine and 

Leopold( 1983)는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비는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과정 

이라고 본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소비에 관한 연구들이 성 (gender)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유통의 문화적 경관이 작동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성 (gender) ， 이데올로 

기， 근대 소비자 문화의 성 관계에 의해서 모습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에 관한 

연구는 이들 주제와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omo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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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3; Dowling, 1993; Glennie and Thrift, 199334). 

(4) 유통시절에 대한 연구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유통업을 경제활동의 주요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매업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발달했다. 국내에서도 소매기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여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백화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백화점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지리학 뿐만 

아니라 경영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도시개발 등에서도 활발한데， 도시상권(공중표， 

1994) , 백화점의 입지선정(강창숙， 1991; 이수동， 1987) , 백화점 소비자의 구매행태(장 

은임， 1984; 조은영， 1991; 조진상， 1985; 정은진， 1996)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한편 대형할인점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가정용품， 전기 

용품， 여행용품과 가구 등을 기준 가격보다 20-50% 정도 싸게 판매하여 다른 어떤 

업태보다도 급성장하였으며， 이제 다양한 상품과 식품류를 강화하여 유통업 부문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매 유통업 연구 외에도 대형할인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도 활발한데， 주로 경영학 측면의 대형할인점 연구들은 특정 

업체의 유통특성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시장경 

쟁과 관련한 소비자 행태의 변화와 특정 업체에 의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입지에 관한 연구로는 미국 애틀란타를 

사례로 대형할인점의 분포패턴을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입지 

요인을 설명 한 연구 등이 있다(Zouh ， 1999). 

최근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대형할인점에 관한 연 

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소비자 행태에 관한 연 

구와 물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입지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비자 행태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대형할인점 이용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나 소비자 특성， 대형할인점 선택요인， 소비패 

턴 등을 분석하고 있다(이상호， 2001; 김성미， 2001; 설도원， 2001; 이나연， 1997; 최 

33 Domosh는 사치와 낭비의 함의만을 강조해온 오랜 소비 개념의 부적합성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정치경제학적 논의에서는 소비의 성적 의미는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단지 생산의 
완성으로만 간주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34 성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현대적 그리고 탈현대적 논의들이 성 
(gender)의 문-제를 매우 협소한 sexuality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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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엽， 1998; 공윤희， 1999; 김영신， 1999; 강현욱， 1998) 

또한 유통업의 정보화와 관련해 대형할인점의 물류정보 시스템과 발주 시스템에 관 

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병두， 1998; 이우석， 1997), 외국 유통업체 

의 국내 진출에 따른 국내 유통업체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도 경영학쪽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구자훈， 1997; 김용한， 1999; 이영일， 2001; 정지호， 2000). 

한편， 입지에 관한 연구들은 대형할인점의 분포 상황과 입지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계 

획적 함의를 유도하거나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이 도시 공간구조 및 지역경제에 미 

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신지혜(1999) ， 전성자(1 998) ， 최대식(1997) ， 이지 

영 (2000) , 서 동숙(2000) ， 임 영 록(1 999) ， 정 은혜 (2001), 석 혜주(2002) 등의 연구가 있 

다. 또한 대형할인점은 기존의 소매업태와는 다른 일종의 쇄신이므로 대형할인점 성 

장에 따른 쇄신의 확산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소매업 확산에 관해 쇼핑센터의 

실제 확산패턴을 경제학적 가설과 사회학적 확산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들간의 

쇄신의 파급 과정과 도시 내에서의 쇄신의 파급과정으로 분류하여 검증한 이희연 

(2000)은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확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경제학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2. 이론적 논의의 툴 

1) 선행연구의 한계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통업체 입지연구는 지역의 입지요인， 소비자 구매행태 등과 

관련된 상권분석과 점포 선정 요인들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유통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인 힘을 확인하려는 연구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특성과 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입지선정과 관련된 연 

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제까지 살펴본 유통산업의 입지와 관련된 제이론들은 상권을 분석하는데 있 

어 평면적인 상권의 분석과 통계 방법의 사용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발전과 순환과정에 

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입지이론에서 선택된 변 

수는 분석의 한 지표로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대부분 지도상에서 상권 크기와 개별 유 

통업체의 적정한 위치 선정에만 치중하여 유통산업의 변화요인과 그에 따르는 공간구 

조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점이 많다. 또한 유통 네트워크， 문화적 접근， 상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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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역할 등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통， 지식， 그리고 지 

리학간의 상호연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Wood ， 2002). 

한편 대형할인점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주로 공급자 측면 혹은 수요자 측면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통업체 연구는 결코 한 가지 측면의 관점 

에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유통업은 공급하는 측의 관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주체(수요자)의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한 국가나 자치 

단체의 관점， 또한 새로운 유통업체 입지로 인한 기존 유통업체의 관점 등 다양한 관 

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 즉 어떤 개발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그 유통업태를 그 지역에 

입지시키며，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업태를 이용하며， 그 업태나 업체 이 

용 후 주변지역의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지역행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할인점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할인점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점 

포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물론 소비자가 어떠한 동기에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게 

되는가는 대형할인점 존립 목적 연구에 대한 출발점이지만， 이전의 구매지와 이후의 

구매지를 밝히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결합되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이다. 

사실상 기존 유통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산업구조재편 

과 함께 나타나는 변화경향을 파악하는 연구와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유통업체의 변화 

를 다루는 경험적 연구로 대별되는데， 이들 연구간에는 연계성을 띠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 세계경제의 흐름과 구조변화 속에서 유통업의 전반적인 변화 경향 

을 파악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업태나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반해 유통업체의 발전， 특히 대형할인점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개별 

지역 및 점포에 대한 연구나 입지적 특성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특 

정 업체나 특정 지역의 성격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하나， 한 도시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 

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거시적 측면에 

서 지역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하에서 개별 업체나 개별 지역만 

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분석은 연구의 해석과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인식과 함께 미시적 경험연구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 유통업의 구조재편과 그에 따른 신업태의 등장， 또한 신업태 이용자의 구매행 

태 변화 등을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변화의 전 

체적인 경향과 구체적인 지역연구를 결합시킴으로써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변화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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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게 해준다. 

2) 분석틀 

이상에서 지적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의 기본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은 유통업의 구조재편과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이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의 등장 및 성장과 그에 따른 한국 유통산업의 구조 및 변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세계경제의 변화와 생산체계의 변화， 제도적 규제 형태로 

서 국가의 개입， 유통업의 기술발전과 다양화·전문화라는 유통업 내부의 변화， 소비양 

식의 다양화라는 성장배경의 파악이 먼저 요구된다. 그리고 대형할인점 설립과 유통 

시장 개방 등 이와 관련된 제도 등 유통업 외부 측면의 심층적 연구와 더불어 실제 대 

형할인점의 판매전략과 입지전략 그리고 유통채널 구조 장악을 위한 제조업체와의 관 

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대형할인점은 궁극적으로 소 

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구매행 

태에 대한 수요 측면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대형할인점이라는 신업태는 도시계층에 따라서도 구매행태가 달라질 수 있고， 

도시 내부에서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대형할인점이 수도권 

에서부터 전국의 도시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변화를 통한 유통업의 변 

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형할인점이 국내에 등장 

하게 된 세계 경제의 생산체제의 변화와 유통업의 구조재편에 관한 기존 연구의 고찰 

을 토대로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확산과 입지유형에 따라 전개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 

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경험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구체화시키면 〈그림 II-l>과 

같다. 경험적인 분석툴은 대형할인점의 발달과 공간적 확산， 소비자 이용행태의 비교 

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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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l>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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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유통산업의 발전과 대형할인점의 성장 

본 장에서는 한국 유통산업의 발달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대형할인점의 성장배경 

을 이해하고， 오늘날 국내 유통산업의 주요 부문으로 정착하게 된 대형할인점의 발달 

과정과 특정을 분석한다. 

1. 유통산업의 발전과정과 업태별 현황 

1) 유통산업의 발전과정 

먼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유통산업의 성격과 변화요인을 

검토 3fi 해 보자. 이것은 유통산업 구조가 대형할인점의 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한국 유통산업의 변화동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유통산업이 정착하기 

전인 1990년대 이전과 이후36로 나누어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정을 살피기로 한다. 

199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발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유통 

산업은 유통 그 자체의 추진력에 의해 발전되었다기보다 생산과 소비의 중간적 위치에 

서 양자의 변화에 의해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생산부문을 강조하는 수출주 

도형 산업육성 경제정책에 의해 유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영세성을 면치 못했 

다. 이렇게 유통산업이 낙후하게 된 환경적 요인은 첫째， 구한말에 상업자본이 형성되 

었으나 일제하에 발달된 일본 상업자본의 진출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점， 둘째， 

1960년대 이후 생산 제일주의 정책으로 상업자본의 영세성이 고착되었던 점， 셋째， 

1970년대 이후 재벌자본의 부분적 상업자본화로 인해 경쟁적 상업자본의 발달을 저해 

한 요인들을 들 수 있다(변명식·현병언， 1994: 129). 그러나 이 중 가장 큰 요인은 유통 

산업의 구조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업기구의 미발달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수 

출주도형 경제구조와도 맞물려 제조업 중심의 유통과정 지배 섬화， 중·소 유통업체의 

35 이 부분은 대한상공회의소， 1985 ， r 한국의 유통산업 J , 국토개발연구원， 1988 ， r 유통산업 
실태분석과 지방유통기능 활성화 방안」 편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구성， 첨가한 것임. 
3G 유통산업의 시대별 특성은， 유통산업의 암흑기(1876-1945) - 유통산업의 혼란기 
(1 945-196 1) - 유통산업의 여명기 (1962-1973)(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실시) - 유통 
산업의 인식기(1974-1979)(유통협의체들의 자생적 발족， 직영백화점 성장， 대기업의 유통업진 
출본격화) - 유통산업의 정착·도약기(1980-1989) - 유통산업 발전기(1990-1995) - 유통시장 
개방기(1996-현재)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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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생산성 및 영세성 37을 그 특정으로 하게 되었다. 이는 유통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했 

으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업기구의 미발달’이라는 현상도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한국의 유통산업은 유통자본의 거대화와 집중화가 이루어지면 

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도시화로 인해 유통산업은 발전하게 되었으나， 구매 

력을 가진 인구의 도시집중이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기구의 집중을 더욱 야기했다. 물 

론 지속적인 인구집중으로 도시 중심부의 지가 상승을 유발하여， 도심 외곽으로 인구 

가 분산하였고， 유통시설 또한 처음에는 부심지， 그 후에는 신도시로 이동하는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도시화 현상은 소비의 급 

격한 증가와 집중을 초래했다. 도시화는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를 증폭시켜 전체적 

으로 물적 유통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유통부문의 성장이 이에 못 미치게 되면 유통 

비용의 증가라는 비효율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량생산과 대량소 

비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통기관 외에 새로운 유통기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슈퍼체인， 쇼핑센터，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유통기관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물류시설이 도시 주변 지역에 들어서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 배려나 유통기본 법규의 정비 등도 생산과 유통산업의 자본순 

환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국내 경제는 성장 안정기로 접어든 반면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가 급진전되고， 유통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서울 인근에 베 

드타운 성격의 신도시들이 개발되어 도심 인구의 교외 이전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대한 

상공회의소， 1997). 이에 따라 유통산업의 교외 이전도 활발해졌는데， 이러한 상황 하 

에서 1990년대 이후의 유통산업의 변화와 특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새로운 유통업태와 대규모 소매점을 중심으로 ‘다점 

포화， 대규모화， 정보화’ 경향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다점포화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단일 점포화 현상을 보이던 백화점들이 최근 신규 출점을 위해 경쟁하면서 시작되었다 

(월간 경영과 마케팅， 1993(1월):30-31). 이러한 현상은 서울 및 인근 지역의 신도시 

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에 따른 상권 다핵화에 대한 대응이며(대한상공회의소， 

37 1976년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다. 반면에 공산품의 도매기구는 
일반도매점， 대리점 및 특약점으로 구성되어 생산자 지배체제인 대리점과 특약점의 비중이 50% 
를 초과함으로써 공산품 시장의 생산자 종속적 유통체계가 형성되는 한편， 재래시장의 경우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실시 이후 대도시 상설시장은 근대적 유통기구의 상권잠식으로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시골 정기시장은 급격한 퇴조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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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31), 포화상태의 서울 상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 

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백화점의 다점포화 및 새로운 업태와의 경쟁 속에서 상권경쟁 

을 벌이고 있는 체인형 유통 업체들은 다점포화와 함께 개별 점포의 대형화를 추진하 

고 있다. 유통산업은 전체적으로 구조 변화를 겪고 있지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 

여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유통업체의 대규모화나 다점포화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 

수준 향상， 그리고 소비자들의 거주지 교외화 등과 같은 공간적 확산과 맞물려 추진되 

었다. 즉 유통업체들이 소비창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상권을 점차 다핵화 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좀더 능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조업을 기 

반으로 한 대기업이 새로운 유통업태의 주체가 되어 유통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이 목전에 다가오게 되자 

제조업 중심의 유통경로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또한 내수 

의 증가가 곧 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직결된다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대기업은 거대 자본을 통해서 유통구조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데， 과학화된 유통기술 

이용， 외국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유통 노하우의 습득 등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 

다. 이러한 대기업의 진출은 기존의 중·소 규모의 영세 유통업체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체로 중·소 규모 업체에게 불리하다. 

셋째， 대형할인점의 성장과 정착이다. 1993년 E-마트의 개점 이후 가격파괴를 주도 

하는 대형할인업태의 출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과거 제조업체와 소매상의 중간 역할 

을 담당해 온 제조업체 중심의 유통채널인 대리점 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는 대형유통업체가 제품을 저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리점을 배제하고 제조업체와 직거 

래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수요처인 지역 영세 소매상들의 폐업이 계 

속되었기 때문이다(신지혜， 1999: 41). 

넷째， 1990년대 후반 이후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뜰이 급부 

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내 통신판매업의 매출이 전체 소매시장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다(대한상공회의소， 2001:30). 인터넷이 국내에 활성화되 

면서 2000년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2 ，000여개가 념을 정도로 성업중이고 성장잠재력 

이 큰 유망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1:3 1). 한편 1980년대에 등장 

한 이후 안정기를 맞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도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을 배경으로 지역 

물류거점， 픽업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변서 그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도 진출하고 본격적인 체인망 구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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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전개과정 

1960 

년대 

1970 

년대 

- 시장법 제정 (196 1) 

- 유통구조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1966) 

- 최초 수퍼마켓 출현: 뉴서울 수퍼마켓(1968) 

- 직영백화점 등장: 신세계(1969) 

-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 수출지향적 경제체제화 
- 유통근대화 논의 전개 

- 직영백화점 급성장과 대형 건설업체 유통업 참여(롯데백화점， 1979) 

- 자생적 유통협의체 발족: 수퍼체인협회， 시장협회 

1980 

년대 

- I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J (1980) , I 소비자 보호법 J (1 980) , I 독점규제 및 공정 

거 래에 관한 법 J (1 980) , I시장법」 전면개정(1980) 

- 제 5차 사회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유통근대화 기본계획 시행 

- 대규모 유통단지 건설 

- 대기업의 유통참여 단속 및 백화점 점포의 급속한 증가(뉴코아:1980년， 영 

동:1983년， 현대 :1985년. 그랜드:1986년 등) 

-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쇼핑센터 등장(롯데월드:1988년， 코엑스:1989년) 

mm 

대
 

후
 

샌
 
년
 

이
 

- I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 J (1 99 1) 

- 대형할인점 등장: 신세계 이마트(1993) 

- I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J (1 995) 
- 유통시장 완전개방(1996) 

- I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시장 개방화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과 도소매업 진흥법을 통합J (1 997) 

- 전자상거래 및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엽의 급증 

2) 유통산업의 업태별 현황 

(1) 유통산업의 발전 

여기에서는 유통산업이 전체 경제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 

다. 유통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중간영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 

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산업에서 유통산업은 2000년을 기준으로 총산업 

생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18.1%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유통산업의 고용창출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총생산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즉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역할보다는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대형할인점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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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업태들의 등장을 계기로 유통구조가 체계화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도약하는 유통산업 구조재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단계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우선 GDP 중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등 선 

진국은 20% 이상이나38 국내에서의 비중은 10% 정도로 여전히 낮다. 또한 종사자들 

의 비중도 외국과 비교하면 그다지 크지 않아 유통산업의 잠재적 경제 부가가치 창출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전통적인 생산 위주의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 유 

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표 1II-2). 

〈표 III-2> 유통산업의 경제활동 비중(1996-2000년) 

(단위: %, 1995년 기준 불변가격기준) 

29.8 

29.6 

32.3 

21. 2 
19.5 

19.8 

6.0 

6.0 
5.7 

11.3 

12.4 

11.6 

2000 빠훌훌i룹i쫓i훨뿔껴 34.2 20.2 5.2 10.9 

자료: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01.4) , 경제활동인구월보(통계청， 01. 4) 
유통산업은 표준산업분류 G(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의 내용임. 
고용비중: 도소매 및 수리업종사자수/총취업자수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2001 ， ‘저성장시대의 유통업체 생존전략’에서 인용. 

(2) 도·소매 업 의 발달 

우리나라의 도·소매업은 최근 15년동안 엄청난 발전을 하였다.2000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도·소매업에서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소매업의 사업체수는 79% , 

종사자수는 68%이나 매출액은 47%로 도매업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최근 15년 동안 

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매출액 등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체수의 증가율은 

다른 지표에 비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데， 1986년에 비해 1990년에 도·소매업 전 

체는 15% 정도 증가하였고， 소매업은 13.6% 증가하여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성장과 함께 도·소매 업체수가 다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 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2001 ，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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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II-3> 도·소매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1986-2000년) 

단위: 억원，% 

1990 834.661 724.354 
86.8 

1.908.071 1,405.388 
73.7 

894.963 447.802 

(성장융) (15 .4) (13.6) (18.0) (15. 1) (51. 1) (1 ~~~~) I 50.0 

1995 913.500 768.878 
84.2 

2.217.237 1.593.682 
71.9 

2.103.146 894.276 

(성장율) (8.6) (6. 1) (13.9) (13.4) (63.0) (-9~~;)- I 42.5 

2000 916.685 727.233 
79.3 

2,493.217 1.694.746 
68.0 

3.694.333 1':~~'~，131 
(성장율) (3.5) (-5 .4) (1 1.1) (6.3) (37. 7) (96.0) . I 47.4 

자료: 통계정， 각 년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그러나 그 증가폭이 점차 완화되다가 1999년에는 소매업의 경우 오히려 5% 감소하였 

다. 이는 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한 중·소 규모보다는 대 

규모 소매엽의 성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체수의 증가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종사자수는 도매업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 

며， 소매업은 도매업보다는 그 증가폭이 작지만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그리고 도· 

소매업의 연간매출액은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도·소매 

업 모두 연간 증가율도 높고， 판매액은 1986년에 비해 거의 7-8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수준 또한 높아져 

도·소매업의 매출이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와 효율적 경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소매업의 매출액 성장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소 

매업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편 도·소매업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연간판매액은 15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를 하였지만， 도·소매업체의 판매실적， 생산성 등을 알 수 있는 지표인 업체당 종 

사자수나 업체당 연간 판매액， 종사자 1인당 연간 판매액 등을 살펴보면 양적인 성장 

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체당 종사자수의 경우 소매업은 업체당 2.3명 

으로 1986년과 비교할 때 약간의 증가를 보였고， 도매업은 오히려 업체당 종사자수가 

5.0명에서 4.2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크게 성장했는데， 도매업은 5년마다 꾸준히 성장해 지난 

1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소매업은 5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지난 15년 동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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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연간 판매액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 

은 국민들의 소비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도·소매업의 대형화가 최근 

들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도 말해준다. 또한 종사자 1인당 연간 매출액도 계속 증가 

하여 도·소매업이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생산성 부문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III -4). 

〈표 III-4> 도·소매업체의 업체당 사업체수， 연간매출액(1986-2000년) 
단위:억원 

자료: 통계청， 각 년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로 사업체수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매업의 경우 그 규모 

가 큰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 10년동안 매출액 규모가 5천만원 이하인 업체수는 대폭 

감소하였고， 매출액 규모가 큰(5억원 이상) 업체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업체수는 1990년 75.2%에서 2000년 

46%로 매우 많은 감소를 보여， 예전의 영세한 구멍가게 수준의 소매업체가 줍어들고， 

규모가 큰 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5억원 이상의 매출 

을 올리는 사업체수는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비중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중· 

소 규모의 소매업체가 훨씬 많고， 대규모 업체는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 

리나라 소매업체의 영세성을 알 수 있다(표 1II-5). 

〈표 III-5>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 

0.5억원-1 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자료: 통계정， 각 년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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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내에 발달되어 있는 유통업태 중 주요 업태의 특성은 표 ill-6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유통업태는 선진국의 유통업태에 비해 덜 다양하다. 

이것은 그만큼 유통업태의 차별성이 적고 유사한 업태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업태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업태의 상권도 백화점을 제외하 

고는 지역생활권 그리고 근린생활권에 머물고 있어 경쟁이 심하며 국지화되어 있는 상 

황이다. 

한국의 소매업 업태로는 백화점， 쇼핑센터， 재래시장， 슈퍼마켓， 구멍가게 등이 대표 

적인데，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의 새로운 소매업태의 성장도 활발하다. 그 중 1993년 

에 등장한 대형할인점은 불과 9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경쟁력 있는 업태로 

자리잡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전문품 취급점(제조업체 대리점， 화장품 할인점， 하이 

마트 등과 같은 제조업체 복합 대리점， 전자 상거래 등)들의 비중이 소매업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분산 개별적인 운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의 엄청난 성장은 다른 유통업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앞으로 유통업태들마다 다양한 성장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 

고 있다. 

〈표 III-6> 주요 업태별 특성 

지역생활권중심 |근린생활권중심 

도시외곽지역 | 주택가 

·편의품， 생필품 I.Full-line구색 1.편의품， 생활품 1.일용품과 식품 1.생필품 중심 

·대면 서비스 1.대면 서비스 1.저마진， 고회전 1.고빈도상품 1.공산품 중심 

영업특성 1.영세 분양점포 1.전문품 1.셀프서비스 1.셀프 서비스 1.셀프 서비스 

·임대점포 집합 1.고부가가치 추구 1.체인화 전개 1.체인화 전개 1.체인화 

·점포독립성 강함1.거점식 경영관리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2000 ， 전자상거래 시대의 재래시장 생존전략. 

39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수는 2277~ 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책의 출판 당시에는 123 
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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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매업태별로 매출액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백화점의 경우 전체 매출액 

이 1998년 외환위기에 10% 정도 감소하였지만， 경기회복과 더불어 1999년에 17% , 

2000년에 13%의 증가를 보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다.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피 

해를 많이 받은 업태가 백화점이긴 하지만， 상품의 질을 더욱 고급화함으로써 안정적 

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대형할인점은 어떤 업태보다 큰 증가를 하고 있다. 수 

적인 증가와 더불어 매출액의 증가 또한 해마다 50%를 웃돌며， 전체 매출이 백화점의 

약 %에 해당되어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I-7). 2000년도에 들어 택 

배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편의점의 성장이 두드러지지만， 슈퍼마켓이나 기타 소매점들 

의 매출액 증가율은 미미한 편이다. 이렇게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다른 업태보다 높은 것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복합적인 상품구색을 특징으 

로 하는 종합소매업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III-7> 소매업태별 매출액 

1 ) 슈퍼마켓: 매장면적 165m2이상 점포 

2 ) 기타소매점: 재래시장， 중·소 점포 등. 

단위: 십억원，% 

자료: 산자부， 행자부， 중소기업청， 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전국 중·소 소매업 실 
태조사(Ol. 7-10)" , 보도자료. 

3) 유통산업의 문제점40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가장 큰 특정은 규모의 영세성이다41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 

방 이후 국내유통산업은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 

40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l. 구조적 취약성， 조직화·협업화 부진， 인구수에 비해 유통점포수가 과다(한국 인구 1만명당 소 
매점포수 1867l 일본 1277ß , 미국 58개， 독일 567ß ), 무자료 거래관행， 경영의 비효율성 및 저 
생산성， 물류효율화의 여건미비， 전략적 제휴에 대한 인식 저조， 타산업에 비해 차별적 취급. 
41 도매업의 경우 50m2미만의 업체가 53% , 300m2이상의 업체가 8.2%이며， 소매업은 50m2미만 
의 업체가 72%. 300m2이상의 업체가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장 연면적의 규모가 
큰 업체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사자 규모가 1-4명 미만인 업체의 구성비는 

91 %. 50명 이상의 업체 구성비는 0.2% 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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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아직까지 재래시장， 중·소 슈퍼마켓 등 생계의존형 유통업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 

다(한국백화점협회， 1997:76-77).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유통산업의 평균 종업원수는 

2.6인이며， 4인 이하의 업체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유통업체의 대 

부분이 가족 단위 규모의 생계 유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42 

또한 제조업 지배형의 유통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체가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배타적， 차별적 거래 43 를 통하여 유통업체를 

지배하는 제조업 지배형 유통구조이다. 이러한 제조업 지배형 유통구조는 중간 제조업 

체 및 유통업체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끼워팔기，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 거래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음식료품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들이 증가하 

면서 가격파괴로 인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의 가격결정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은 유 

통업체가 제조업체에서 결정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 기준을 통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공회의소， 1994)44. 

세번째로， 운영의 전근대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유통정보화 부 

진 및 비조직성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여기에 부가가 

치세 시행과정에서 과세 특례조항을 악용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여 탈세와 상거래 질 

서의 문란 야기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으며， 또 우회적 유통을 유발하여 유통구조 

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할부전표 등 유사 상품권의 불법 유통은 기업간의 경 

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기도 한다45 

그 밖에도 물류시설의 부족을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1999년 78조 9천억원이며， GDP의 16.3%에 해당한다46 이 

것은 일본 국가물류비의 9.58%(1 997년 기준) 및 미국의 9.9%(1 999년 기준)보다 높 

은 수준이어서， 기업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1). 

42 국내 유통산업 구조(2000년 기준)를 살펴보면， 종사자수는 평균 2.6인이고 4인 이하 영업체 
가 9 l.3%나 된다. 또한 매장면적도 300m2 미만이 95.0%로 그 규모가 매우 작다(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2001 ，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보도자료) . 
1\ 3 단일의 유통업자와만 거래를 하고 다른 메이커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 
t\t\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에 의하면 주요 제품별로 제조업체의 유통부문 지배 비율이 자동차는 
100% , 가전제품 90%. 의류 80%. 음식료품 70%로 측정하였다. 
15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 보고서， 1999년 4월，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유통산업의 정보화 촉진. p. 

1l. 
4G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2001년 8월， 국가물류비 산정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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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소매 업 의 공간적 분포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공간적 분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사업체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총 916 ， 6857~ 이며， 약 

2 ，493 ， 217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연간 약 369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도·소매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시·도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서울시， 경기도， 부 

산시， 경상남도， 대구시 순으로 높아 주요 광역시와 그 인근 시·도가 도·소매업의 비중 

이 높다. 매출액 비중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경상남도 순이며， 매출액 구 

성비를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만 합쳐도 전체 매출액의 약 70%로 도·소매업이 수도 

권과 부산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주도， 울산시， 대전시， 충 

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의 구성비는 매우 낮다(표 III-

8).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는 도·소매업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 비해 매출액 

구성비가 훨씬 더 높은데， 이는 이들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고， 고급 백화점 매 

장이 다수 존재해 소비의 지역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넓은 상권과 인구 구성비 자체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서울시나 

부산시는 도매업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소매업의 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겸기도 

의 소매업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점유율은 오히려 부산시보다 높으며， 매출액은 2배나 

높은데， 이것은 인구수와도 관계있지만 소득수준이나 소비행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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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 -8> 시 · 도별 도 · 소매 업 현황 (2000년) 

서울 
237,985 151 ,738 816 ,594 414,595 174,685,894 41 ,023 ,4 12 
(26.0) (20.9) (32.8) (24.5) (47.3) (30.3) I 1,550 I 270 

부산 
83 ,752 66.018 212,126 142,638 36 ,914,225 14,525 ,768 
(9. 1) (9. 1) (8.5) (8 .4) 00.0) 00.7) I 1,262 I 220 

대구 
54,281 43 ,768 133,919 94 ,677 18,071 ,1 56 6,524 ,197 
(5.9) (6.0) (5.4) (5.6) (4.9) (4.8) I 1,098 I 149 

인천 
39 ,406 32,944 100,145 77,287 10,564 ,080 4,603 ,582 

(4.3) (4.5) (4.0) (4.6) (2.9) (3 .4) 922 140 

고C그i므 IE 
26,722 21 ,876 73,960 52,596 8,452,532 4,197,738 
(2.9) (3.0) (3.0) (3. 1) (2.3) (3. 1) 878 192 

대전 
26.874 21 ,820 72 ,547 52 ,275 8,255 ,641 3 ,459 ,819 
(2.9) (3.0) (2.9) (3. 1) (2.2) (2.6) I 949 I 159 

울산 
16,855 13.960 43 ,937 32,820 4,269,556 1,870,214 
0.8) (1. 6) (1. 8) 0.9) (1. 2) 0 .4) 829 I 134 

경기 
129 ,604 110,433 355.987 273 ,442 47 ,530,399 28 ,595 ,596 
04. 1) (5.2) 04.3) (16. 1) (12.9) (2 1.1) I 988 I 259 

강원 
32,384 29,120 74 ,115 60.979 6,579,981 3 ,405 ,277 
(3.5) (4.0) (3.0) (3.6) 0.8) (2.5) I 973 I 117 

충북 
28 ,518 24 ,968 66 ,918 54 ,933 6,018 ,884 2,985 ,091 
(3. 1) (3 .4) (2.7) (3.2) (1. 6) (2.2) 855 120 

충남 
36 ,499 32.379 79 ,205 65,574 6,772,059 3,441 ,178 
(4.0) (4.5) (3.2) (3.9) 0.8) (2.5) 808 106 

전북 
38 ,315 33 ,713 88.376 71,580 6,544 ,933 3,150,405 
(4.2) (4.6) (3.5) (4.2) 0.8) (2.3) 738 93 

전남 
42 ,081 36 ,820 92,265 74 ,956 8,409,836 4,522 ,693 
(4.6) (5. 1) (3.7) (4 .4) (2.3) (3.3) I 739 I 123 

경북 
52 ,189 45 ,960 114 ,307 94 ,214 9 ,4 75 ,358 4,929 ,110 
(5.7) (6.3) (4.6) (5.6) (2.6) (3.6) I 730 I 107 

경남 
59 ,425 51, 155 139,759 109,600 14,173,873 7,039 ,890 
(6.5) (7.0) (5.6) (6.5) (3.8) (5.2) 863 138 

제주 
11 ,795 10,561 29 ,057 22 ,652 2,714 ,997 1,283 ,034 
(1.3) (1. 5) (1. 2) 0.3) (0.7) (0.9) I 1,160 I 121 

겨| 
916 ,685 727,233 2,493 ,217 1,694 ,746 369 ,433 ,403 135,557,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I 1,234 I 186 

자료: 통계청， 2000 ，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한편， 우리나라 도·소매업체의 생산성이나 규모 정도를 알 수 있는 업체당 매출액 

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한 업체당 매출액이 도매업은 15억 5천만원 정 

도이고， 소매업은 2억 7천만원 정도이다. 부산시는 도매업의 업체당 매출액이 12억 6 

천만원이고， 소매업은 2억 2천만원 정도이다. 기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의 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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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도 높은 편인데， 소매업의 경우 서울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에 의하면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는 도·소매업 사업체수나 종업원수， 매출액이 많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성을 보여주는 업체당 매출액 또한 높다. 

도·소매업의 시·도별 현황 비교에서 두드러진 점은， 전체 매출액이나 업체당 연간 매 

출액， 종사자당 연간 판매액， 사업장 단위 면적당 연간 판매액 등의 지표에서도 서울 

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타 시·도의 경우 사 

업체수나 종사자 수의 비중에 비해 연간 판매액 비중이 낮은데， 업체당 종사자 수， 업 

체당 사업장 면적 등 업체 규모도 매우 작은 수준이어서， 서울시와 나머지 시·도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도·소매업에서 서울시와 수도권이 차지하는 여러 지표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표 ill-9와 같다. 외환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7년과 1998년에는 전체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다가 외환 위기 후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비중은 199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서울시와 수도권의 구성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업 

체수나 종사자수 비중보다 매출액 비중이 훨씬 큰 것은 그만큼 서울시의 도·소매업 구 

조가 규모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 

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44 .4%, 종사자수 51.1% , 매출액 

63.1%를 나타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더 많은 매출액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상에서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총 매출액 등은 그 지역의 소득 수준， 총인구수， 상 

권과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도·소매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의 편중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9> 수도권의 도·소매업 전국 비중(1997-2000년) 
단위:% 

2000년 

부
 
} 구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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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경 3. 대형할인점의 성장 특성 

1) 시기별 성장 특성 

(1) 대형할인점의 발달 과정 

1990년대 이후 소득의 증대로 소비패턴은 급격히 바뀌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다양 

한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동기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의 개방과 그에 따른 선 

진유통기술의 도입，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해 소매업의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기존에 존재하던 업태(구멍가게， 재래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편 

의점)와는 다른 소매업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E-마트가 개점한 이후 대형 

할인점，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하이퍼마켓， 카테고리 킬러， 슈퍼센터， 아울렛 등이 

최근 들어 갑자기 국내 시장에 도입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도 

입된 대형할인점의 성장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 11월 신세계 백화점의 E-마트가 대형할인점으로서는 처음 개점한 이후 소 

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대형할인점은 유통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적 업태로 매 

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먼저 연도별 대형할인점 개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0과 

같다. 2002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개설된 할인점수는 2277ß 이다. 1993년 서 

울 창동에 E마트 1호점이 들어서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할인점 시장은 1994년에 4개 

가 개점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에 457ß , 2001년 387ß , 2002년 367ß가 각각 

개점하여 상권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내자본으로 세 

워진 대형할인점은 164개이고， 외국자본으로 세워진 것은 637ß 이다. 

〈표 III-10> 연도별 대형 할인점 개점수 

23 

13 

25 20 

1998 

20 

4 

1997 

21 

1996 

9 

1995 

13 

1994 

3 

1993 

본
 

본
 

도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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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
 

연
 
-
내
 계
-
국
 계
 

국
 

외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자료 재케성 :2002년 10월까지 등록된끼 

47 외국계 할인점은 외국 자본 80% 이상의 업체로 코스트코홀세일 I 월마트， 까르푸， 삼성테스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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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에 

점포를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기술제공이나 업무 제휴 등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업체와의 기술제휴 계약 또는 브 

랜드 사용 계약을 취소하고 직접 국내에 판매망을 확보해 단독 또는 합작형태로 진출 

하게 되었다. 특히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1996년 1월 인천시에 진출한 한국 

과 네델란드 합작 업체인 한국 마크로의 영업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탐사 

에 머무르던 외국 유통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확대되었다. 

국내 대형할인점은 그 시장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자 1997년 이후 해마다 20개 이 

상의 업체가 개점하였다. 외국계 할인점은 개점 상황이 다소 주춤하다가， 2000년부터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가 다점포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10개 이상씩 개점하였다. 

이를 백화점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 백화점수는 997~ 로 뚝 떨어졌다가 최근 대 

형백화점의 지방 진출이 늘어나면서 2002년에 전체 백화점 업체수는 1127~ 가 되었다 

(표 III -10). 백화점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대형화， 고급화해야 되 

기 때문에 신규 출점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형할인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백화점 업계에서도 할인점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할인점 업체 출첨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의 개점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유통 

업체간， 또한 외국계 기업과 국내 할인점 업계간 인수합병 (M & A) 현상이 나타나면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형할인점 업계의 특정 중의 하나는 어느 산업보다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신세계 백화점은 1994년 10월 미국 프라이스 클럽사와 제휴하여 우리나라 최 

초의 회원제 도매클럽을 개점하였고，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후 다국적 기업의 직 

접투자를 통한 국내진출을 시도하여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업 

등 할인 신업태를 선보이면서 국내 유통업계에 진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주 

요 외국유통업체는 까르푸， 월마트， 테스코， 프로모데스， 코스트코 등 5개 회사이다. 

이들은 모두 세계 30위권 내의 대형 업체들로 국내 진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급신 

장을 했 다(표 III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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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ll> 대형할인점의 발전 과정 

I .11월 E-마트 창동점이 개점하면서 국내 대형할인점 시장 개막 
1993 I ! -기존 선진국 할인점과 달리 식품비중 높임， 외국업체와의 제휴 아닌 자체기술 개발 

·농심가 메가마켓으로 대형할인점 시장에 참여 

·이랜드 2001 아울렛으로 재고처분 형태의 할인점 시장 참여 
1994 I 

·신세계백화점 미국 프라이스코스트코사와 기술제휴하여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개점 
·킴스클럽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개설시작 

l'대형할인점 개설의 전성시대: E-마트와 농심가의 다점포화 
1995 I 

| ·그랜드 백화점이 그랜드마트 개점， 택배회사인 대한통운도 시장에 진입 
유통시장 개방 후 한국 마크로가 회원제 할인점 개설 
킴스클럽 12개 점포 한꺼번에 개점 

1996 1.프랑스계 까르푸가 부전에 100% 단독출자. 일산점， 둔산점 잇달아 출점 
.자연녹지의 할인점 설치에 관한 고시 시행 

1997 I 

1998 I 

.지역토착 유통업체들과 중소 유통업체들도 대형할인점 시장에 진입 

.E-마트가 국내 대형할인점 최초로 중국시장진출(이매득)， 홈플러스(삼성물산)대구개점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현상， 연중무휴 채택 업체도 증가 

.회원제로 운영되던 할인점이 연회비를 인하하거나 폐지. 기존 회원제 업체들은 회원 

에 한해 판매가격의 3% 추가인하 
·마크로(식품부문，국내제조)와 프라이스 클럽(미국 본사상품취급)이 유통업자브랜드 
(Private Brand , 이하 PB상품) 취급 시작으로 킴스클럽과 E-마트도 PB상품 취급 

.IMF 한파 속에서도 고성장 지속， 몇몇 대형 업체부도(뉴코아， 해태유통， 나산클레프) 

.신규점 247ß 점 오픈으로 전국적 출점 경쟁 현상 나타남 

·롯데 마트 강변점 개점과 동시에 다점포화， 한화유통의 한화마트 개점 

·외국계 기업들의 세력확장과 기업간 M&A 활성화 
·프라이스클럽이 코스트코 홀세일로 독립경영 시작 

·월마트의 마크로 인수와 동시에 다점포화 
·외국계기업들과 국내 할인점간 세력다툼 심화(부지매입 활발히 진행) 

1999 1.대형할인점들의 대형화， 고급화 변화(매장 리뉴얼과 고가 상품비중증가) 

까르푸와 프로모데스 합병， 삼성물산이 영국 테스코와 합작 

·할인점 업계의 성숙기: 할인점 업계간 M&A와 점포망 확대 
할인점들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E-마트) 

2000 1. 대형할인점 등장 이래 한해 최다 출점 (457ß) 
·삼성테스코의 수도권 공략， 까트푸의 점포확장， 월마트의 킴스 인수·합병진행 

·PB상품 개발이 가장 활기를 띤 해 

·국내업체들의 출점 경쟁에서 외국계 할인점 압도 

·셔틀버스운행 금지， 할인점은 영향 작게 받음. 
·국내 유통업체간 첫 인수·합병(뉴코아 응암점을 E-마트 은평점으로) 

2001 1.어느 해보다 서울 상권에서 주도권 잡기 위한 업체간 경쟁 격화 
·할인점괴 제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도 발전적으로 진행 
.기존의 식품과 기초생활용품 위주에서 가전， 주거용품， 자동차용품까지 PB확대 

·의류 쇼핑몰의 할인점 등장(매출 업체당 15-20%대) 

자료: 한국수퍼체인협회 출판부， 유통업체 연감 각 년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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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까르푸 

프로모데스 

(한국콘티낭) 

코AE코 

테스코 

〈표 III-‘ 12> 주요 외국 대형할인점의 국내 진출 

미놔 ‘J P L• I I ’ 
할인점 T ;zλ ~~y 까‘ 

n:금 ”L-A 하마이켓퍼 단독투자 

II 금~~까、 하이퍼| 단독투자 | 
마켓 

미국 회원제| 단독투자 | 
할인점 

| 영국 | 돼 /체(τ;인τlμ| 합작투자 | 

14 

24 

1 

5 

20 

한국 마크로 4개 
점포인수， 주로 외곽지대， 체인화 
1995년 한국 까르푸 단독출자 설립으로 업 
체수 국내 3위 
국내 법인 설립， 부지 매입 등 출점 가시화， 
분당 테마폴리스 매입， 부산 경남권부터 진 

비교적 도심에 위치 
창고형 할인매 
신세계와 합작 투자했으나 1998년 신세계 
프라이스 클럽 인수， 현재 독자경영 
삼성물산(자본구성비 :19%)과 영국 최대 
통업체인 테스코와의 합작투자(자본구성 
비 :81 %), 영국 테스코 정보시스템의 이전에 
의한 선진정보 시스템 구축 

자료: 유통저 널 및 신문자료 참조. 

유통시장 개방이후 국내 유통시장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외국계 유통업체의 공통 

적인 강점은 전세계적인 다점포망과 자금조달 능력 때문에 조기에 다점포화를 통한 전 

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과 국내 유통업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된 최 

첨단 물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내 유통업체의 강점은 현 

재 국내 유통 시장에서만큼은 외국 기업보다 훨씬 많은 점포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과 국내 토착기업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마케팅 기법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외국 유통업체는 1996년 1월 네델란드 마크로를 시작으로 1996년 7월 프랑스 까르 

푸， 1998년 6월 코스트코(프라이스 클럽 인수)， 1998년 7월 월마트(마크로 인수) , 

1999년 영국 테스코， 1999년 8월 프랑스 프로모데스가 진출했다(표 III -13). 

〈표 111-13>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개점 

업처 실립연도 

1o I 4 I 8 I 15 I 13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2.11 월， 월간 디스카운트머천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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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할인점의 매장 규모 

대형할인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매장면적을 살펴보면，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48 현재 법규상 대형할인점의 점포당 매장면적은 

3,000m2 이상에 해당되는데， 국내 할인점의 경우 평균 매장면적이 1998년은 7,462m’ 

(2 ， 261평)이었으나， 2002년은 평균 9 ，323m’ (2 ， 825평)로 증가했다. 외국계 할인점일수 

록 대형화 경향은 더욱 뚜렷한데， 1998년은 평균 매장면적이 12 ，078따(3 ，660평)였고， 

2002년은 11 ， 764m2 (3 ， 565평)이었다. 그러므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할인점의 평균 

매장면적은 국내 대형할인점보다 약 1. 4배 더 넓다. 이는 외국 할인점 업체의 경우 초 

기 출점 비용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층매장을 선호하는 특성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개점하는 할인점의 경우 더욱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대형할인점의 매장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 -14) , 1998년보다 2002년의 매장규 

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에는 5,000m2 미만의 업체수가 전체의 

25.0%인데， 2002년도에는 15.4%이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5,000-10,000m2 사이의 

매장면적을 가진 업체는 43.8%이고， 15 ,000m2 이상의 업체는 2.5%밖에 안된다. 반면 

2002년도에는 5 ，000-10 ，000m2의 매장 면적을 가진 사업체가 42.3% , 10 ,000-

15 ,0001112 사이는 35.2% , 15 ,000111' 이상의 업체도 7.0%나 되어 그 규모가 점점 대형 

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II-14> 대형할인점의 매장면적 규모별 사업체수 

업체수 

5,000-10 ,000110 ,000-15 ,000 
m" m" 

15 ， 000 마 

이상 
겨| 

-
λ
υ
 

-% 
1 
-Fb ----‘ 

-
떼
 

37 

80(35.2%) 16(7.0%) 1 227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2.11 ， 월간 디스카운트머천다이저. 

48 1998년은 롯데마트와 한화마트， 월마트의 마크로 인수와 동시에 다점포화， 프라이스 클럽이 
코스트코 홀세일로 독립경영을 시작해 우리나라 대형 할인점에 일대 변혁기를 가져온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중요한 구분 시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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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대형할인점의 출점이 활발해짐에 따라 업태내·업태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이 근접하여 

있을 경우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데 저가를 원칙으로 하는 대형할인점도 고객들 

이 다양한 상품과 쾌적한 쇼핑매장을 선호하자， 백화점식으로 매장을 고급화해 원스톱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대형할인점 

의 업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업체보다 외국계 할인점이 디스카운트 스토어보다 규 

모가 더 큰 하이퍼마켓이나 슈퍼센터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49 

대형할인점은 그야말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경영 노하우가 없으면 쉽게 시작 

하기 힘든 업태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업체도 많고 국내에서도 

이미 대규모 유통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체인화， 다점포화 전략 등으로 저가를 

추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신규 단독 업체는 진입하기 힘들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 재편 움직임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정부 

의 업종 전문화 정책에 따라 유통업을 주력 업종으로 채택한 재벌이 상당수이다. 상품 

시장의 독점성을 바탕으로 독점적 유통체계를 구축했던 대기업들은 상품시장에 이어 

유통시장까지 개방되자 유통시장에서 외국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외국 상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사 상품의 판로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 

에 할인점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50 따라서 대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것아 이 업 

태의 특징인데， 업체수로 본 상위 업체 점유율은 신세계 E-마트가 업체수 477R 

(20.7%)로 가장 많으며， 롯데마트가 31개 03.7%)로 2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꾸 

준히 업체를 늘려 나가고 있는 한국까르푸도 247R 00.6%)로 최근 들어 다점포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점포를 출점한 삼성테스코(8.8%) ， 그리고 신중한 점포 

확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월마트도 147fl 로 이들 상위 5개 업체들이 59.5%를 점유 

하고 다점포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유통자본이 대형화， 집중화되어야만 업 

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성장 배경 및 요인 

앞에서 대형할인점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대형할인점이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시설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9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의 업태 구성비는 디스카운트 스토어 57.7%, 하이퍼마켓 16%. 슈퍼센터 
14.9%,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5.7%, 아울렛 5.7%이다. 

50 서울시정연구원， 1995, 앞의 책，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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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기관 변동이론에서처럼 소매업은 그 설립 주체가 기존 소매업태의 구조와 제반 

의 여건 변화에 나름대로 반응하면서 기존의 업태를 변모시키거나 새로운 업태를 만들 

어낸다. 여건의 변화로는 인구동태적·경제적·기술적 요인과 정치적·사회·문화적 요인들 

이 있으며， 이들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소매업태의 변동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에 

대형할인점이 도입된 배경 또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몇 가지 큰 배경을 분류하 

면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대형할인점의 성장 배경 

(1) 대외적 환경의 변화: 유통시장 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 

기존의 한국 유통시장은 외국기업의 진입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압력이 거 

세어지면서 차츰 개방의 폭을 넓혀 왔다. 외국 유통업체의 진입장벽은 취급 상품의 종 

류 제한， 점포면적과 점포수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51 그러나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의 완전개방은 우리나라 유통산업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 유통기업의 진출은 국내 유통업체들의 영업기반을 확실히 위협했 

다. 이미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 유수의 유통업체들이 한국에 진출 또는 직접투자 형 

태로 진출했으며， 국내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형유통업체는 주로 할인업태에 집중되어 있다. 그 

5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 서울 유통구조의 개선 방향，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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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세계적인 유통흐름과 국내 유통환경의 변화에 의해 할인업태의 성공가능성이 무 

엇보다도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 같다. 

(2) 도시화와 교외화 

도시화와 교외화의 확대도 대형할인점이 성장하게 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 

존의 도시에서는 인구가 집중된 곳， 특히 도심 상권 집중 현상이 강하였으나，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상권이 부도심， 교외 주거지역， 위성도시 등으로 점차 분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심도시를 벗어난 교외에 교외중심지가 발생， 성장하고 있 

는 현상과 관계가 깊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와 승용차의 높은 보급률이 도심 교외 

화의 배경이고 보면 넓은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대형할인점의 입장에 

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외화가 국내 대형할인업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도시와 부도심의 개발과 할인점 등 저가 지향형 점포를 위한 정부의 배려， 

경기하락으로 인한 토지가격 하락에 따라 저가 용지의 신규공급이 가능해져 결국 대형 

할인점 성장의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3) 유통업 내부의 환경변화 

소매업태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나름대로의 위치와 특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최근까지 소매유통시장이 백화점과 재래시장으로 양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의 업태들이 저가판매와 원스톱 쇼핑을 동시에 만족시커지 못해 이 두 가지 모두를 요 

구하는 소비자 시장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백화점은 판매가격이 다소 높으나 높은 이 

윤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업태이다. 이러한 백화점 

은 매년 20-30%의 고성장세를 지속했으나 1990년대 들어 대형백화점의 출점이 계속 

되면서 상권의 분할이 가속화되어 성장률도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대한상공회의소， 

2000). 따라서 기존의 백화점 업태로는 입지확보나 그 영업성에서 전망이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유통업태가 도입되었다. 반면 슈퍼마켓 

과 재래시장은 상품구색이 충분하지 못하고 쇼핑의 편리성이 떨어져 원스톱 쇼핑을 제 

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판매가격은 다소 낮은 업태이다. 대형할인점은 상품구색이 

폭 넓고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면서도 저가지향형 매장을 운영한다는 특정을 

갖고 경쟁력도 막강하여 결국 다른 업태의 영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유통업의 대형화와 자본 집중화도 대형할인점 성장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매구조는 점포 밀도가 높고， 중·소 영세점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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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매구조는 상권범위가 좁고， 다빈도 소량구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소비 

자들의 행동 특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내 소비수요가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그 동안 국내 유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던 중·소 유통업체의 시장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한편 소매업의 비약적 성장과 더불어 대형할인점의 발달은 정보통신의 급속한 도입 

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전세계 수백， 수천개 체인점에서 어떤 물건이 얼마나 팔 

렸는지가 시시각각 체크되는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Point of Sale)과 전산화 배송체계， 

전자문서교환， 자동화된 물류 유통센터， 전국 및 광역적 범위의 유통 부가가치 통신망 

(Value Added Network) 등을 통해 유통기술이 발전되자 체인화되고 대형화된 할인점 

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52 

그러나 첨단 유통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다. 그 기술이 첨단적인 만큼 

장비 구입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됨은 물론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 

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 자본이 동원 가능한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정보 시스템 

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술의 발전은 유통업체간 경쟁의 결과를 좌 

우할 결정적 요인으로， 유통산업을 소수의 대형업체로 집중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 

용하고 있다. 

(4) 국가의 제도적 지원(규제완화)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과 주거중심의 도시개발전략에 따라 유 

통시설의 공급을 억제해 왔으며， 유통시설 건립에 대해서 규제가 과다하고 각종 인·허 

가 절차도 복잡하고 중복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유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조치들이 이어졌는데， 첫째는 유통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것이다. 1993년 7월의 유 

통시장 개방 3단계 조치， 1993년 8월에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 또 같은 해 11월에 

확정 발표된 업종전문화 시책， 유통업과 관련한 토지·금융 및 영업활동에 관한 행정규 

제완화 조치， 1994년 11월의 도·소매업 진흥법 개정， 그리고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 

는 부동산 실명제와 기존의 도·소매업 진흥법을 없애고 199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 

는 유통산업발전법등이 해당 조치들이다. 

둘째，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기준 폐지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 65조(용도지역 안 

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에 근거， 1998년부터는 자연녹지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쉽게 

52 유통실학연구소， 유통경영뉴스， 2000, 2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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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을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표 1II-15).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 

지 않고도 논밭， 나대지 등 자연녹지에 지을 수 있는 유통시설의 규모를 기존의 3,000 

평에서 6 ，000평으로 확대했다. 

셋째， 대규모 점포의 개설절차 간소화이다. 각종 인허가 과정을 60일 안에 처리되도 

록 간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경 1km 이내에 재래 유통업체 107R 미만시에만 허용 

(단， 10개가 념을 때 112 이상의 동의 필요)하던 것을 20개로 늘리는 방안이 채택되었 

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 규정도 완화하여(1999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 부과된 업무 규정 가운데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유통 정보화 추진 등 3개 조항을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였다 
53 

〈표 111-15> 판매 및 영업시절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가능 

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함 

·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가능 

기능회복 

·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바닥면적 1O,OOOm2 이하)과 산업자원부 
자연녹지지역 |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 
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함 

자료: 건축법 시행령 65조. 

53 산업자원부， 1998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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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행태의 변화 

무엇보다도 대형할인점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원인은 편의지향적인 도시인의 삶의 

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현대인의 부족한 시간， 자동차의 대중화로 소비자는 점포 선택 

시에 교통편의， 쇼핑의 편리성 등 편의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쇼 

핑을 여가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어 편리성은 물론 매장의 규모와 폭넓은 상 

품구색， 다양한 이벤트 등의 부대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은 상 

품 비교를 위해 여러 점포를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고 한 점포 내에서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일괄 구매하는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에 

따른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야간과 휴일의 쇼핑이 증가하자 대형할인점처럼 

24시간 영업내지는 야간 연장영업을 하는 대형할인점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54 이러 

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다량으로 동시에 취급하여 소 

비자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매점의 대형화와 입지편의성을 추 

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유통환경의 변화 요인을 정리하면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유통환경의 변화 요인 

·유통시장 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 

·유통업태의 대형화， 체인화 
·지역간·지역내의 경쟁， 유통시설의 근대화， 활성화 

·기술혁신 및 정보화의 진전과 선진 소매기법 경영변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지역주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도시계획， 도시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입지환경여건 변화 

·소비욕구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여성취업 확대로 인한 쇼핑패턴 변화 

자료: 신지혜， 1999 , 앞의 논문， pp. 37-42와 대한상공회의소， 1997 ， 21세기 유통비전， 유통 
산업의 발전전략. 보완 및 재구성. 

54 대한상공회의소， , 1998 , 21세기 소매업 구조변화와 혁신전략， 월마트 상록과 유통혁신 파장 
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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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과 유형 

본 장에서는 대형할인점의 일반적 현황과 유통활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적 분포 

와 대형할인점이 입지한 지역의 유형， 그리고 확산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대형 

할인점이 기존의 도시계층과 어떻게 맞물려 입지하는지 알아보고， 도시 내에서는 어떤 

입지유형을 가지고 발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1.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분포 

1) 지역별 분포 

200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개점되어 있는 대형할인점은 모두 2277R 로 시·도별 

대형할인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 , 그림 IV- l). 

〈표 IV-l> 대형할인점의 시·도별 분포(2002년)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2년 11 월. 

61 



표와 그림 IV-l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할인점은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점 

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m로 우리나라 전체 대형할인점의 23.8%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에 41 개 08.1 %)가 개점되어 있고， 부산시 237~ ， 인천시 17개， 

대구시에 157~ 가 각각 개점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권이 대형할인점 전체의 49.3%를 

차지하며，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비중이 30.8%로 대형할인점이 일부 지역에 편중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들이 시장 수요가 좋은 곳을 찾아 대형할인점을 개점한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 

. +‘ 

o 5 Kilometers 
F 

讓갯 

〈그림 IV-1> 대형할인점의 분포(2002년 10월) 

에뿔E 

o 30 Kilometers 
~ 

대형할인점 

• 1 Dot = 1 

55 그러나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일산구와 성남시의 분당구 지역에 분포한 대형할인점만도 20개 
(전체의 8.8% , 경기도의 37.1 %)나 되어， 경기도 지역 전체의 인구와 시·군을 고려해보면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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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각 시·도별로 대형할인점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사 

실상 할인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이지만 경기도는 시·군별로 차이가 많다56 또 

한 서울시도 할인점수가 많지만 인구에 비해서 할인점이 많은 것은 아니다. 대형할인 

점 수가 비교적 많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같은 광역시들은 한 할인점이 포 

섭해야 할 인구수가 10만명이 조금 넘는 정도이고， 서울시는 대형할인점당 인구수가 

오히려 23만 4천명 정도57 이다. 그 외의 다른 도들은 모두 20만명 정도가 되는데 특 

히 대형할인점수가 작은 강원도는 대형할인점 1개당 약 72만명을 포섭해야 하며， 제 

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도 할인점당 인구수가 작은 편이다. 이로써 지역마다 할인 

점당 포섭인구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몇몇 도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인구를 포섭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58 

〈표 IV-2> 시·도별 대형할인점 매장면적과 할인점당 인구수(2002년)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2 ，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56 대형할인점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대형할인점당 약 4만 8천명에게 공 
급하고 있다. 그 다음은 고양시 일산구 지역으로 대형할인점당 인구수가 7만 7천명이다. 
57 강남 지역은 대형할인점당 21만 4천명 정도이고 강북 지역은 38만 2천명 당 한 개이다. 
58 국내 대형할인점 시장의 적정 점포수는 국내 인구와 국토면적 등을 감안할 때 약 275개 정 
도로 추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대형할인점이 입지하기 힘든 군단위 야하 농어촌 지 
역의 인구를 제외한 인구수를 대상으로 보면， 인구 15만명 당 1개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다(삼성경제연구원，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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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도별 대형할인점의 매장면적을 살펴보면， 평균 매장면적은 10 ，055m2로 각 

종 법규가 제시하고 있는 3 ，OOOm2를 훨씬 웃돈다. 신규로 개점하는 점포일수록 더욱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편리한 주차장 시설과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기 

위해 대형 매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 중심으로 

체인화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초기의 대형슈퍼마켓 성격을 가진 할인점에서 제대 

로 서구식 구색을 갖춘 대형할인점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λ1.도별 평균 매장 면적 59은 업체수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인천시나 대구시， 

울산시， 제주도 같은 지역은 10 ，OOOm2가 넘지만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등은 평균 매 

장면적이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만 7 ，OOOm2미만이다. 이것은 전라 

북도나 경상북도 지역에 아주 규모가 작은 업체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60 평균 매장면 

적이 작은 것이지， 이들 지역의 대형할인점 규모가 전반적으로 작은 것은 아니다. 따 

라서 대형할인점의 평균 매장면적은 시·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대형화 추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 자본계열별 분포 

(1)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계열 대형할인점 

대형할인점의 분포를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시 및 경기도， 광역시 등에 집중적 

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자본 계열별 분포 특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형할인점을 

자본계열별로 국내자본 할인점과 외국자본 할인점으로 분류하여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국내자본 할인점을 다시 중앙자본과 지방자본으로 구분하면， 중앙자 

본 업체의 경우 수도권에 55.6%가 입지하고 있고， 영남권에 16.1%, 호남권에 12.9%, 

충청권에 12.1% 등으로， 수도권 입지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외국계 대형할인점보다 

는 다른 권역에도 비교적 많이 입지해 있다. 지방자본은 대형할인점이 위치한 권역에 

따라 그 비중이 틀려지는데， 영남권에 입지한 대형할인점이 55%로 가장 많고， 수도권 

이 23%, 호남권이 15% 입지해 있다. 영남권에는 메가마트나 아람마트 등 영남 지방 

S9 Ray가 제시한 미국에서의 대형할인점의 시장기준과 입지특성은 전형적인 대형할인점의 전체 
면적은 보통 125 ,000 제곱피트01 ，612nl)이며， 매장과 주차공간을 합쳐 모두 약 10-12에이커 
의 부지를 필요로 한다. 
GO 경주시에 삼성 홈플러스 3,548m1 , 전주시에 대한통운마트 3 ， 102m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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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할인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자본 계열 대형할인점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의 집중해 있다. 수도권 지 

역이 전체의 54%, 영남권이 33%로 두 권역에 입지한 외국자본 업체만 87%이다. 나 

머지는 충청권에 10%, 호남권에 3%로 그 비율이 매우 낮으며，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개점한 업체가 하나도 없다. 

〈표 IV-3>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의 권역별 분포 

흥미로운 점은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은 호남권의 비중이 13%로 충청권보다 많은데， 

오히려 외국자본은 충청권 비중이 호남권보다 더 많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시장의 

수요가 확실하지 않으면 섣불리 투자하지 않고， 그 지역의 고객확보가 확실하다고 생 

각되는 경우에만 개점한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권이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과 거리상 

가깝고， 소비자들의 할인점에 대한 인식도 다소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여 

진다. 즉 국내계 대형할인점들은 도시 중에서 비교적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 출점하고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시장 수요가 확실한 곳에 주로 개점한다. 

65 



<

배
 양
 씨 ..,...‘ 
「따 

뼈
 싸
]
 
써
따
 

>

/\ 

山
애R노U
써
}
쩌
}
U수
때
 고
}
쐐
뼈
싸
]
시
없
〉
 

묘 
o엎; 

<

·
μ
 맴
 

。

N
。x = 
。
걱
-
-
…im
 
「“ 

매
매
 

!멘| 

{
걱
 
| 
N 
>

씨
}
때
보
빠
뻐
 고
}
쐐
빠
양
뻐
요
 

<

요
 매
씨
}
때
 포 
。엎; 

빼
배
 
써
]
 
시
따
 

>

짧 

|剛|

a 
g 
x = 
。
를
 
잉
m
 『” 

매
내
내
 

}얘 

66 



한편， 367~ 대형할인점 본사의 공간적 분포를 기준으로 전국형， 지방형， 국지형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표 IV-4) , 전국형은 한 권역에 치중하지 않고 전국 여러 곳에 입지한 

대형할인점을 말하고， 지방형은 특정 권역에만 집중하여 입지하고， 국지형은 한 지역 

에만 입지해 있는 대형할인점을 말한다. 이 유형별로 본사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전국 

형 이 27.8%, 지 방형 27.8%, 국지 형 이 44.4%를 차지 하고 있다. 

〈표 IV-4>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 본사의 

그러나 대형할인점 본사가 분포한 곳을 살펴보면(표 IV -5) , 대형할인점 본사 367~ 

업체 중 20개 업체가 서울시에 입지해 있어 본사의 서울 편중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본계열별로 본사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 경향성은 더욱 뚜렷한데， 지방자본 

업체는 비교적 지방마다 골고루 입지해 있지만 국내중앙자본과 외국계 자본계열 모두 

본사가 서울시에만 있다. 즉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 본사의 공간적 분포는， 지방자본 

계열의 본사는 각각 그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전국을 상권으로 하는 국내중앙자 

본과 외국자본계열 대형할인점은 서울에 입지하면서 기타 점포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핵심기관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표 IV-5>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 본사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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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형할인점에는 여러가지 업태별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할인점 

(Discount Store) 유형이다. 그리고 외국의 할인점과 유사한 형태인 회원제를 채택하 

고 있는 대형할인점은 전체 2277R 의 할인점 중에서 5.3%에 해당되는 127R 업체뿐이 

다(표 IV-6). 서울시에서는 국내 업체 증 하나로클럽(농협유통)이 양재동과 창동에 2 

개 업체를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스트코 홀세일이 1994년 프라이스 클럽으로 

개점했던 양평동과 최근 개점한 양재동， 상봉동 등 3개점에서 회원제로 운영하여 모두 

5개 업체가 서울시에 분포해 있다. 그리고 대구시에 델타마트가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국내업체로 유일하게 회원제로 운영중이다. 따라서 서울시에 5개， 경기도에 3개， 대전 

시에 1 개， 청주시 1개， 대구시 2개 점포 등 총 127R 의 대형할인점이 회원제로 영업하 

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분포에서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 청주시 등 시장의 수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만 회원제 대형할인점이 입지해 있고 기타 지방 중·소 도시 

에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일년에 일정 금액을 내는 회원제 제도에 익숙하 

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대형할인점의 수가 527R 였던 1997년만 해도 회원제 대형할인 

점을 고수하던 업체가 17(32.7%)개나 되었으나， 그 뒤 13개의 업체가 회원제를 포기 

하고 비회원제로 전환했다. 당시에도 회원제 할인점은 수도권에 167R , 대구에 1개 점 

포가 입지해 지방소도시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는 두 대형할인점 업태간의 중 

요한 유통활동 특성의 차이 때문이기도 한데， 회원제 대형할인점의 경우 도매기능이 

강한 물류기지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61 

외국 
자본계얼 I 대전시 | - - 1 - - 1 

대구시 - - 1 1 

서울시 - - 2 
- - 1 1 1 3 

자본계얼 충청북도 - - 1 - 1 
대구시 - - 1 - - 1 

합 계 2 3 0 2 2 12 

주)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성남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각각 영업중이다. 

61 회원제 할인점의 경우 개인 소비자도 있지만 법인체， 자영업자의 이용비율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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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별 지역 분포 

대형할인점의 지역적 분포 패턴은 그 지역의 시장수요와 상권의 규모와도 큰 관련이 

있지만， 사실상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지 선호 전략에 따른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형할인점 업체별로 개점 지역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다. 

현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367R 업체이다. 신세계 E-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그랜드 마트 등 국내에서 대형백화점을 경영하던 업체들이 할인점에 진입한 

경우와 한국 까르푸， 삼성 테스코， 월마트， 코스트코흘세일 등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에 슈퍼마켓 형태로 처음 시작하다가 대형할인점 업태에 본 

격적으로 뛰어들거나， 본래 백화점이던 것이 할인점으로 업태 전환한 경우도 있고， 지 

방에 본사를 두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지방 토착유통업체도 있다. 이 

들 유통업체들은 서로 다른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대형할인점을 출점， 운영하 

기 때문에 업체의 특정에 따라 차별적인 공간적 분포를 보인다(표 IV-7) , 

〈표 IV-7> 시 ·도별 주요 대형할인점의 분포 
단위: 개 

우리나라에서 대형할인점 업태를 경영중인 총 367R 업체 중 업체수가 많은 상위 5 

개 업체 (E-마트， 롯데마트， 까르푸， 삼성테스코， 월마트)가 전체 대형할인점수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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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367H)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몇몇 업체들은 5개 정도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단지 1-2개의 점포만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업체별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점포를 개점한 E-마트(중국에 1개 업체 개점으로 총 487H)는 다른 업체들에 비 

해 점포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그리고 최근 개점하는 업체들은 그 규모도 다 

른 업체들 못지 않게 대규모이면서 전국에서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편 롯데백화점의 롯데마트는 수도권 지역에 점포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만， 영남권 

과 호남권에서는 본격적 개점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롯데 백화점과 

같은 건물에 있거나 또는 인접한 곳에 있으면서 백화점에서는 고급 제품을 구매하고， 

롯데마트에서는 저렴한 일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점차 개점되어 있지 않은 지역까지 출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62 

외국과의 기술제휴가 아닌 순수한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1995년 서울 잠원동에 개 

점한 킴스클럽은 현재 8개 점포를 운영 63하고 있다. 개점 당시부터 24시간 영업， 회원 

제 창고형 할인점을 지향하다가 한국 소비자들이 회원제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자， 현 

재는 회원제와 비회원제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며， 회원에게는 3%의 추가할인을 적용 

해 주고 있다. 킴스클럽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에 점포가 집중해 있고， 전라남도에 

한 개의 점포를 개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에도 진출하여 전국 시장망을 형성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IMF전 무리한 출점전략과 마케팅 전략의 부족으로 

1997년 11월에 부도가 났으며， 그 후 법정관리 인가를 받고 몇 개 지점은 다른 업체 

에 매각하여 업체수가 오히려 줄었다. 

한편 까르푸와 월마트 삼성테스코 등의 외국계 대형할인점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중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점 중 가장 많은 

점포를 갖고 있는 까르푸는 무엇보다도 입지전략에 있어서 구매력이 큰 서울시， 부산 

시， 인천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개점하였는데， 특히 인구 밀집지역 흑은 성장지역으 

로서 가치 구매자가 많은 지역 즉， 고양시 일산구， 성남시 분당구， 부산시， 안양시， 수 

원시 등에 집중 입지해 있다. 

최근 가장 활발히 신규 점포 개설을 하고 있는 삼성테스코는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삼성물산에 의해 1997년 대구시에 건립되었다. 1999년 영국의 테스코사에서 81%의 

62 디스카운트머천다이저， 2002년 2월호， 한국 체인스토아 협회. 
G3 1999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19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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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인 2억 5천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합작법인인 삼성-테스코 설립인가를 체결 

하고， 2000년부터 공격적인 신규점포 개설로 현재 2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테 

스코도 다른 외국계 할인점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등 

인구 밀집 지역과 고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성이 있는 곳만 출점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로 전세계적으로 4천여개 점포를 운영중인 월마트 

는 국내에서 현재 147TI 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그 중 8개 점포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 

기도의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등의 주요 광역시에만 출점하여 

국내 업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입지전략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계열 업체들은 지역의 시장선점 효과를 노려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구매력을 확신하면 출점하는 반면， 외국계열 업체들은 호남권이나 충청권에는 

출점을 기피하고 있다. 이들은 호남권이나 충청권 몇몇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출점 

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변 경쟁환경， 즉 다른 업태와의 관계， 다른 대형할인점 

의 전략 등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64 

이에 비해 지방에 본사를 둔 지역 토착 대형할인점들은 그 지역에서만 우위를 차지 

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기반으로 출발한 향토 기업인 아람마트는 부산시와 

영남권에서만 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대형할인점보다는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도 

영남권에서 영업중이다. 1975년 부산시에 소재한 (주)동양체인을 인수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는 메가마트는 소매점 연쇄화 사업에서 출발하여 슈퍼마켓 직영화 사업에 착수 

하여 567TI 의 슈퍼마켓을 영남권에서 운영중이며， 대형할인점은 5개 업체 중 영남권에 

만 4곳 출점하였고， 천안시에 1개 점이 개설되었다.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주)서원유통의 탑마트는 부산시와 경남 지역에만 4개 점포를 개점하였으며， 대구시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주) 화성산업의 델타 클럽은 대구시에만 2곳 운영중이다.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빅마트는 광주시에 3개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평마트는 광주시에 2곳， 동방마트는 충청권에 2곳을 운영중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다(표 IV-8). 

64 2002년 2월 까르푸， 월마트， 흠플러스 관계자들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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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 지방자본65 대형할인점의 분포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은 기반을 둔 지역에만 입지 

하고 다른 지역에는 섣불리 개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다른 지역의 소비문화를 쉽게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 

체들은 국내 자본계열 업체와 외국계열 업체 모두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미 지방에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점포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과의 치열한 상권경 

쟁이 예상된다. 

3) 대형할인점의 입지 요인 

앞에서 대형할인점의 시·도별 분포와 자본계열별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대형할 

인점은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시·도에 분포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집중해 있고， 

특정 업체들의 특정지역 선호현상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이 많이 분포한 

지역들의 입지 요인을 인자분석 (factor analysis)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인자분석은 

변수들간의 상호유사성에 기초하여 대형할인점이 개설되어 있는 도시들의 입지요인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축약(reduction)하는 것이다. 통계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우리나라 

에서 대형할인점이 개설된 797R 市의 인구규모 및 소득수준 등 대형할인점의 일반적 

인 입지요인으로 총인구수， 30-40대 인구수， 인구증가율， 1인당 세금 납부액 등 4개 

변수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설명하는 아파트 가구수， 2.3차 산업의 총사업체수， 

소매업체수， 상업용지비율， 주거용지비율 등 5개 변수이다. 

인자분석에 앞서 각 시에 분포한 대형할인점수 및 선정된 9개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 

65 2개 이상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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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9> 대형할인점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계수 

할인점수 홍인구수 

대형할 1.000 
인점수 

총인구 
.961** 1.000 

τ，6 

3-40대 
.965** .999** 

인구수 

인구 -.035 -.047 
성장률 

사업체 
.946** .998** -ιTk-

소매업 
.937** .995** 

체수 

상업용 
.485** .442** 지비율 

1 인당 .024 .030 
세금 

주거용 
.630** .625** 지비율 

아파트 
.982** .980** :!.ι「

** 유의수준 0.01 이하임. 
자료: 한국도시연감， 2000. 

3-40대 
인구수 

1.000 

-.032 

.995** 

.991** 

.455** 

.035 

.637** 

.982** 

인구 총사업체 소매업체 상업용지 1 인당 
성장률 -Jrk -ιι「 비율 세금 

1.000 

-.058 1.000 

-.065 .999** 1.000 

-.032 .427** .4 17** 1.000 

.158 .027 .029 .013 1.000 

-.007 .614** .610** .910** .054 

-.014 .970** .961** .479** .032 

주거용지 
아파트 

비율 
가구수 

1.000 

.639** 1.000 

이들 9개 변수들과 대형할인점 數와의 상관관계는 총인구수， 아파트 가구수， 총사업체 

수， 소매업체수 등이 r=0.9 이상의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상업용지 

비율， 주거용지 비율은 r=0 .48 , r=0.63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연간 인 

구증가율， 1 인당 세금 납부액 등은 상관계수가 0에 근접하고 있어 상관관계가 두드러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 _9)66. 또한 9개 설명 변수들간에도 상관관계가 비교 

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각 설명 변수들간의 독립성이 적은 경우에는 인자분석 

을 하기에 통계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으나， 이들 변수들이 도시의 규모와 성장을 나타 

내고 있고， 선행연구들(최대식， 1997; 이희연， 2000)에서 대형할인점 개설시 고려하는 

요인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자분석을 통해 대형할인점의 입지 요인을 

추출하고자 한다67 

인자분석은 대형할인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9개 사회·경제적 변수들 간 

66 이희연(2000)은 대형할인점의 확산과정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구규모와 일인 
당 지방세를 도출하였다. 

G7 입지요인은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각 회귀계수의 부호와 절대값으로 분 
석할 수도 있다. 그라나 본 자료는 설명 변수간의 독립성이 낮아 각 회귀계수의 절대값의 차이 
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입지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기에 부적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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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성으로 자료를 단순화시켜 상호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인자로 축약하는 것이다. 

표 IV-I0은 인자분석의 통계량으로 추출된 인자의 설명량인 고유치 (Eigenvalue)와 그 

변화량 차이를 고려하여 3개의 인자를 선택한 것이다 68 이들 3개의 인자는 각각 

4.9(54.6%) , 2.0(2 1.9%) , 1. 2 (1 2.9%)의 고유치를 가지고 있어 원래 9개 입지요인 및 

사회·경제적 변수의 총 변량 중 89.4%를 설명하고 있다. 

〈표 IV-I0> 언자분석의 통계량 

인자1 5.717 63.522 63.522 4.913 54.593 54.593 

인자2 1.186 13.173 76.695 1.975 21.948 76.542 

인자3 1.146 12.737 89 .432 1.160 12.890 89 .432 

인자4 0.893 9.327 98.759 

인자5 0.070 0.777 99.536 

인자6 0.037 0.407 99.943 

인자7 0.005 0.052 99.995 

인자8 0.000 0.004 99.998 

인자9 0.000 0.002 100.000 11 

주) 인자추출방식 은 principal component이 고， 인자 회 전방식 은 vanmax이 며 , SPSS/WIN 
패커지를 이용함. 

표 IV-ll은 인자 부하량(factor loading) , 공통성<Commulaities)을 제시한 것이다. 

원래의 9개 변수와의 상관관계 정도를 말해주는 추출된 3인자의 인자 부하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할인점이 개설된 도시들의 입지 요인을 3개로 축약할 수 있다. 인자 1은 

총사업체수， 소매업체수， 총인구수， 30-40대 인구수， 아파트 가구수의 변수에 인자 부 

하량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자 1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2차.3차 산업이 발달 

된 대도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대도시 지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인자 2는 

상업용지비율， 주거용지비율 변수에 인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인자 3은 인구증가율과 1인당 세금 납부액 변수에 인자 부 

68 인자분석의 통계량으로만으로는 4개의 인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자 3과 
인자 4는 각각 1인당 세금납부액과 상업용지비율의 변수만을 대표하게 되어， 3개 인자를 선택하 
여 통합하는 것이 입지요인을 해석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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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성장 지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인자에 반 

영된 원래 변수의 분산비율을 의미하는 지표인 공통성을 통해 추출된 3개 인자는 원 

래 9개 변수를 대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추출된 3개 인자는 인구성장율과 인구 1 

인당 세금 납부액의 변수 경우에는 총분산의 58%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7개 변수들의 경우에는 총분산의 96% 이상을 반영하여 추출된 것이다. 

〈표 IV-ll> 추출된 인자에 대한 각 변인의 부하량 

사업체수 .974 .996 

소매업체수 11 .973 .991 

홍인구 .972 .999 

3-40대 인구 11 .968 .997 

아파트가구수 11 .945 .968 

상업용지비율 11 .961 .974 

주거용지비율 .879 .962 

인구성장률 .762 .582 

1 인당 세금 .760 .580 

Eigenvalue 4.9 2.0 1.2 
(변량비율(%)) (54.6) (2 1.9) (12.9) 

주) varimax 회전에 의해 인자 부하량을 얻읍. 

이상의 인자분석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의 입지요인은 대도시지역， 상 

업 및 주거지역， 고성장지역이라는 특정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 지역’ 이라는 입지요인 

은 30-40대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총인구 규모가 크고 2.3차 산업 경제활동이 활발 

하고， 고밀도 주거지인 아파트 가구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일수록 많은 수의 대형할인 

점이 개설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요인들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 및 상업용지 비율이 높은 ‘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상당수의 

대형할인점이 개설되고 있다. 이것은 서울 주변의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등 위성도시 

에 대형할인점의 개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도시의 인구증가율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고성장지역’이라는 

입지 요인은 대형할인점이 개설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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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할인점이 유통업태로서 일반화되어 고성 

장 지역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전국에 걸쳐 

상당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형할인점의 시·도별 분포나 일반적 입지요인 이외에 대형할인점이 입지한 지역의 특 

성에 따라 입지유형을 구분하여 대형할인점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대형할인점의 입지 유형 

상업시설은 일반적으로 업태의 영업형태나 목표 고객， 기업전략 등에 따라 서로 다 

른 입지적 특정을 갖는다. 백화점은 광역상권을 목표로 도시의 상업시설 중심지에 입 

지하는 경향이 있고(정은진， 1996) , 슈퍼마켓은 아파트 상가나 주택지 주변에， 편의점 

은 대학가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입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형할인점 역시 기존 소매 업태들과는 차별적인 입지적 특정을 갖 

고 있다. 우선， 대형할인점은 다른 어떤 업태들보다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그와 더 

불어 자동차 이용객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하며， 높은 수요 

잠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대형할인점이 위치한 주변 지역의 상 

권 특성을 파악하여 입지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검토 

1997년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에서는 대형할인점들의 용도지역을 조사하였다. 대형 

할인점 건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목적 

에 부합되는 상업지역에의 출점이 가장 앞섰다. 일반상업지역에는 57%가 입점하였고， 

다른 상업지역까지 합하면 무려 77%나 된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출점한 비율도 

14%나 되고， 자연녹지지역에는 그 당시 이마트 청주점이 유일한 사례였다(그럼 I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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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14% 

자연녹지지 

역 

2% 

상업지역 

77% 

J 
〈그림 IV-3> 용도지역별 대형할인점 구성비 69 

자료: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1997 , 1997 하반기 연구보고서. 

그러나 용도지역별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은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힘들고， 대형할인점이 출점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 예를 들자면 한화마트 부평점은 과 

거 한화기계부지에 건설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상으로는 준공업지구이지만 현재는 주변 

이 거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 부근에 입지한 상업시설이라 보 

아야 한다. 

한편 이수동(1987)은 서울 소재의 대형소매기구를 중심으로 입지특성을 분석하면서 

입지 요인으로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첫째， 공간유인성 지수가 높아 배후 

지의 수요를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입지거나， 둘째， 공간쾌적성 지수가 높아 상권내 

구매력을 외부공간의 흡인력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입지여야 한다고 보았다. 

최대식 (1997)은 할인점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 특성과 점포 주변의 접근성 특성이라 

는 입지 요인을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주변지구의 환경 특성， 상업잠 

재력을 나타내는 인구밀도，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재산세가 지역 상권특성에 해당하는 

변수이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전철역에서의 거리와 자동차에 대 

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인접 도로폭 등이 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표 IV -12). 

59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에 2%, 일반상업지역 57%, 근린상업지역 13%, 유통상업지역에 
5% 입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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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2> 상권특성변수 

地區환경 

지역특성 | 인구밀도 

재산세 

접근성 | 전철역에서의 거리 

톡성 | 인접도로폭 

자료: 최대식， 1998, p.50. 

주거지，주상혼합지，상업지，공업지，개발예정지 

인/knf 

원/인 

M 
세로，소로，중로，대로 

신지혜 (999)는 한국의 대형할인점이 낮은 지가， 교통 편의성， 넓은 주차 공간 때문 

에 도시외곽에 단독 입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통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규 

제완화 때문에 자연녹지가 대형할인점의 입지선호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성자(998)는 대형할인점을 포함한 상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는 거리마찰 파괴와 

도시계층파괴가 특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지영 (2000)은 대형할인점에 영향을 미친 입지 요인을 상권규모와 도로의 접 

근성， 그리고 부지 구입의 용이성， 거주자의 연령， 직업， 소득수준， 라이프 스타일， 주 

거형태， 자동차 보유율 등을 고려한다고 보고 입지유형을 아파트 밀집형， 상업 및 주 

거지 혼합형， 공장 부지형， 교외간선도로형으로 분류했다. 김지영의 대형할인점 입지유 

형은 주변지역 상권에 기초하여 1999년 당시 1117TI 중 수도권에 있는 597TI 의 대형할 

인점을 대상으로 입지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상권개념과 유사하 

다. 현재는 당시보다 2배나 넘는 2277TI 업체이며， 그 중 수도권에도 537TI 의 업체가 

더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입지유형이 그때보다는 다소 복합적이다. 최근에는 국내자 

본 업체 간은 물론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점포수도 늘어남에 따 

라 기존의 광역상권에서 지역상권 중심으로 출점전략이 바뀌고 있어 입지 요인들도 많 

이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선점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시장 수요력을 

갖춘 곳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곳에마저 출점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신도시의 출점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대형할인점들은 기존 대도시 내부의 출점 

을 서두르고 있고， 백화점으로서의 업태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형할인점 업태로 전환하 

는 경우도 있어 더욱 다양하고 변화된 입지특성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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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유형 분석 

(1) 입지 유형 분류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업체 담당자와의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형할인점의 

다양한 입지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대형할인점들을 유형화 하였다. 반드시 어느 한가 

지만을 고려하여 입지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출점한 대형할 

인점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입지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표 IV-13) , 

첫째， 주거밀집지 지향형으로 주로 신도시나 기존 도시의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있 

거나 배후에 많은 단독주택 주거지가 있는 유형이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부분 소득 

과 소비수준도 높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이 개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입지요인이기 

도 하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기존 도시라 해도 신흥 주택 

밀집지역에 대형할인점들이 입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의 약 %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상업지역 입지형으로 지역생활권의 중심 상업지역내에 입지하면서 배후에 주 

거지역이 위치한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때문이기 

도 하지만， 대형할인점이 주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영전략을 펼 

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보다는 기존 백화점의 할인점으로의 업태전환이나， 유 

동인구의 확보， 기존 건물의 활용이라는 이유가 더 강할 것이다. 롯데백화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롯데마트들은 이러한 입지 유형이며， 그랜드마트 신촌점이나 미도파마트 

청량리점 등도 이 유형에 해당된다. 

셋째， 공장부지 입지형으로 기존에 공장 부지였던 곳에 대형할인점이 입지하는 경우 

이며， 지금도 주변지역이 공장인 곳도 많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지확보가 용 

이하다는 것이다. 대도시 지역 공장의 지방이전이 활발하여 공업용지 유휴지에 대한 

토지 수요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준공업지역의 소매업 입지 허가를 법적으로 허용하였 

기 때문이다. 물론 공장부지 주변에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월 

마트 인천점처럼 아직까지 주변이 거의 공업지역인 곳도 있다. 

넷째， 교외 간선도로 입지형은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거나 주거지역인 경우가 많지 

만 자연녹지지역인 곳도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외화가 많이 이루어진 미국의 경 

우， 교외지역의 상업활동 중심지는 주요 간선도로와 외부 순환도로의 교차지점이 만나 

는 곳에서 강화， 발달되었다. 이러한 교외 중심지는 지난 20년간 업무공간， 소매업， 호 

텔업， 여가 시설 등의 입지로 중심 도시와 경쟁하였거나 중심도시보다 입지적 유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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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기도 하였다 (Hartshorn and Muller, 1992: 147-158; 신지혜， 1999:37). 이 

입지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다. 주거 

지역과는 다소 떨어진 교외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의 접근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광역적 상권을 목표로 하여 입지했으 

며， 자가용 고객들을 목표로 하고 물품 공급업체와의 접근성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합형 입지유형이 있다. 이 입지유형은 한마디로 입지유형을 분류하기 

가 어려운， 여러 유형이 결합된 경우이다. E-마트 서울시 가양점처럼 공업지역에 위치 

해 있지만 주변에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는가 하면， E-마트 목포점처럼 주거지역을 

배후에 포섭하고 있지만 교외 간선도로변에 입지한 유형이 있다. 또한 한국까르푸 대 

전시 둔산점처럼 상업지역에 입지해 있지만 주변에 넓은 주거지가 입지하는 유형도 있 

다. 

〈표 IV-13> 대형할인점의 입지 유형별 업체수 

주거밀집지 |신도시나 기존 도시의 아파트 단지 또는 대규모의 단독주택 주거지 
I 109 

지황형 l가까이에 입지 
48.0 

상업지역 l 

|지역생활권의 중심 상업지역에 입지(배후지에 주거지역 입지 1 31 1 13.7 
입지형 | 

부지 확보를 위해 배후에 일반 주거지가 입지한 공장 부지 선정 I 15 I 6.6 
공장부지 

입지형 

꾀위 

~~~I주거지와는 떨어졌지만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주간선도로변에 입지 I 51 I 22.5 
간선도로형| 

복합형 l위 유형 중 두개 이상이 결합된 유형 I 21 I 9.3 

대형할인점의 개점 초기에는 기존 분류(김지영， 2000)처럼 아파트 밀집형이 많았지 

만， 지금은 주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재한 지역에도 많이 개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밀집지 지향형으로 바꾸었고， 1999년보다 공장 및 주거지역 주변 결합형， 주거지 

역 및 간선도로 결합형， 간선도로 및 주거지역 결합형，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결합형 

등 입지유형이 많이 다양해져 복합형 입지유형을 따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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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할인점의 시기별 입지 유형 

표 IV-14는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 업체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개점한 업체는 주거밀집지 지향형의 입지유형이 가장 많았지만 상업지역 

에의 입지 유형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편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개점한 업체는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단연 많지만， 상업지역에의 입지보다 교외간선도로 입지유형이 

훨씬 많다. 이것은 1998년 이후 자연녹지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 

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을 받지 않고도 논， 밭， 나대지 등 자연 녹지에 지을 수 있는 유통시설의 규모가 기존 

의 3 ，000평에서 6 ，000평으로 확대되어 부지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교통 접 

근성도 뛰어난 교외 간선도로변에 많은 대형할인점들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상업지역에는 더 이상 부지확보도 어렵고， 개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형할인점은 아직까지 식품류나 생활 공산품을 많이 구 

입하는 유통시설이고 1차 상권이 강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주거밀집지 지향형의 

입지유형이 가장 많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또한 지방 

중·소 도시의 경우에는 1차 상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기 때 

문에， 2.3차 상권까지 포섭할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변에 입지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 

로 짐작된다. 

〈표 IV-14> 대형할인점의 연도별 입지유형 

996년 15 8 3 1 2 
이전 (45.5) (24.2) (9. 1) (3.0) (6. 1) 

997년 
15 5 1 4 

(60.0) (20.2) (4.0) (1 6.0) 
14 2 3 2 1 

998년 (58.3) (8.3) (12.5) (8.3) (4.2) 
14 4 3 6 

999년 I (5î~9) (1 4.8) (1 1.1) (22.2) 
20 5 3 14 1 2 

2000년 I (44~4) (11.1) (6.7) (3 1.1) (2.2) (4 .4) 
16 2 1 14 2 2 

2001 년 I (43~2) (5 .4) (2.7) (37.8) (5 .4) (5 .4) 
16 3 1 9 6 1 

2002년 (44 .4) (8.3) (2.8) (25.0) (16.7) (2.8) 

겨| 
110 29 15 53 20 

(48.5) (12.8) (6.6) (23.3)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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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할인점의 지역별 입지 유형 

시·도별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은 표 IV-15와 같다. 대형할인점의 입지 유형은 대부 

분의 시·도에서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많이 나타난다. 광주시는 72.9%, 대구시와 경기 

도는 각각 53.3%, 58.2%, 전라도 지역은 53.8%, 충청도 지역은 50.0%가 주거밀집지 

지향형에 속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17% 정도가 상업지역 입지유형에 속하며， 

부지확보가 어려워 복합형 유형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 물류센터도 많이 입지해 있고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교외간선도로 입지유형이 많은 편이다. 

도시내에 공업지역이 많은 부산시는 다른 지역들보다 대형할인점이 공장부지에 입지 

한 경우가 많으며 주거밀집지 지향형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것은 새롭게 아파트 단 

지로 건설된 동네에만 대형할인점이 입지하고， 기존의 주거지에는 대형할인점이 입지 

할만한 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 같은 경우 경인고속국도나 제 2 

경인고속국도 부근에 입지하는 교외간선도로형 입지유형도 있다. 

〈표 IV-15> 시·도별 대형할인점 입지유형별 업체수 

서울시 
19 7 2 2 4 

(46.3) 07. 1) (4.9) (4.9) (2.4) (9.8) 

부산시 
9 4 6 4 

(39.1) 07.4) (26. 1) 07.4) 

대구시 
8 1 

0 
1 

(53.3) (6.7) (6.7) 

인천시 
9 1 l 4 

(60.0) (6.7) (6.7) (26.7) 

광주시 
8 1 

O 
2 

(72.7) (9. 1) 08.2) 

대전시 
4 4 

O 
2 1 

(33.3) (33.3) (8.3) 06.7) (8.3) 

울산시 
3 2 1 3 

(30.0) (20.0) 00.0) (30.0) 00.0) 

경기도 
32 4 2 14 3 

(58.2) (7.3) (3.6) (25.5) (5.5) 

충청도 
6 

0 0 
6 

(50.0) (50.0) 

전라도 
7 2 

O 
3 

(53.8) 05.4) (23. 1) (7.7) 

경상도 
4 2 3 5 2 

(25.0) 02.5) 08.8) (3 1.3) (12.5) 

강윈·제주도 | 
1 1 

O 
l 1 

(25.0) (25.0) (25.0) (25.0) 

겨| 
110 29 15 53 1 11 3 5 

(48.5) (12.8) (6.6) (23.3) (0.4) (4.8)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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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충청도 지역은 수도권과 연결된 교외간선도로에 대 

형할인점이 많이 입지해 있으며， 호남권은 주거지에 많이 입지해 있고， 영남권은 다른 

지역보다는 다양한 입지 유형을 보이지만， 부산과 대구 축을 잇는 고속도로 가까운 곳 

에 대형할인점이 위치해 교외간선도로 입지형이 많고， 상업지역과 주거밀집지에도 골 

고루 입지해 있다. 

(4) 대형할인점의 자본계열별 입지유형 

대형할인점이 입지한 지점의 입지 유형은 연도별·시·도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자본계열별 입지유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앞에서 대형할인점의 시·도별 분포 차 

이도 자본계열별로 큰 차이가 있었듯이 자본계열별 입지유형도 차이가 비교적 크다. 

표 IV-16은 자본계열별로 국내계와 외국계 주요 대형할인점들의 입지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업체를 운영중인 E-마트는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267R로 

5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 중·소 도시에 개점한 11 개 점포(23.9%)는 교외 

간선도로에 입지하였다. 롯데마트의 경우는 백화점과 롯데마트를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전철역사에 롯데마트를 개점한 경우도 있어 다른 업체들보다 상업지역에 입지한 

업체 (22.6%)가 많다. 킴스클럽은 비교적 초창기에 개점한 업체들097R) 중 주변 아파 

트를 배후지로 수요가 확실한 곳만 현재 운영중이고， 나머지 11개는 다콘 업체에 이잉: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밀집지 지향형 (87.5%)에 속한다. 이로써 국내자본 주요 업 

체들은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가장 많고， 백화점과 같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상업지역 

입지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국내계 업체들이 비교적 지역 소상권을 

목표로 개점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V-16> 자본별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 업체수 

국 | 이마트 26 2 5 11 l l 
(56.5) (4.4) (10.9) (23.9) (2.2) (2.2) 

내 
10 7 8 1 2 2 

롯데마트 
(32.3) (22.6) (3.2) (25.8) (3.2) (6.4) (6 .4) 

7 1 
본 클럽 (87.5) (1 2.5) 

한국 11 1 2 7 1 

윌 l 까르푸 (45.8) (4.2 (8.3) (29.2) (4.2) 
삼성 8 2 7 3 

(40.0) (1 0.0) (35.0) (1 5.0) 

본 월마트 
5 1 6 1 

(35.7) (7. 1) (8.3) (42.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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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자본 대형할인점 중 가장 많은 업체를 운영중인 한국 까르푸는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약 46%로 가장 많고， 교외 간선도로형이 29%로 국내 업체들보다는 많은 편 

이다. 흠플러스의 경우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약 40%, 교외간선도로형이 약 35%, 복합 

형도 2개 업체이다. 한국마크로를 인수한 월마트는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36%, 교외간 

선도로형도 43%인데， 다른 업체들보다 교외간선도로형 입지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편이다. 이것은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들이 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입지할 때와 목 

표 고객이나 입지 유형이 비슷한 지점에 입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국내업 

체들보다 광역상권을 목표로 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자가용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외 간선도로형 입지유형이 많다. 

이상에서 입지유형별 대형할인점의 업체수를 시기별， 지역별， 자본계열별로 살펴보 

았는데， 그 특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형할인점들은 주거밀집 지역에 가장 많이 입지한다. 이것은 소매 

시설인 대형할인점이 주변 지역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나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9년 이후 개점한 대형할인점은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물론 많지만， 교외간 

선도로 입지유형도 많다. 이것은 1998년 이후 자연녹지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쉽게 입 

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한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지역별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은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가장 많지만，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는 상업지역 입지유형도 많으며， 부지 확보가 어려워 복합 입지유형도 있 

다. 그리고 지방 도시들에서는 자동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이 발달한 곳을 선호 

하고， 물류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외곽에 입지하는 교외간선도로형 입지 

유형도 많다. 

넷째， 외국자본 계열의 교외간선도로형 입지유형이 더 많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이 

선호하는 지역은 지가가 저렴하고 대규모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교외간선도로 부근， 

공장이 이전된 공업용지 등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1950년대부터 도시 거주 인구의 

교외 이전이 진행되어 구매력이 교외로 이전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도 

권을 중심으로 교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도 도심 지역의 지 

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 교통 체증으로 인한 주차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도시외곽지역에 많이 출점했지만，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들은 초기에 아예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가용 승용차 고객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통 

이 편리한 도시외곽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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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확산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다양한 공간적 

확산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대형할인점의 확산은 일종의 쇄신의 확산과정 70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시기별， 자본계열 및 입지유형별 대형할인점의 확산경로 

를 분석하고， 이를 지역적 차원에서 정리함으로써 대형할인점 확산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과정 연구를 통해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의 기존 

공간체계와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대형할인점의 확산과정을 시기별로 살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 가장 먼 

저 대형할인점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확산의 근원지로 설정하여 시간 흐름에 따 

른 공간적 확산 패턴을 살펴보았다. 대형할인점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입 

지하는데， 지역별 개점현황을 보면 상당한 지역차가 존재한다. 대형할인점이 처음 등 

장한 1993-1994년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개설되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상권 규모 

가 크고 안정된 시장이라는 수요 요인과 자본투자 여건과 유통하부구조 등의 공급 요 

인 모두 양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출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서울시 내 

부는 경쟁업태인 백화점이 많이 존재해 있고， 지가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울시 주 

변에 있는 위성도시， 즉，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상당한 수요력이 있는 경기 

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95-1996년에는 277ß 의 신설 대형할인점 가운데 6개 점포만이 서울시 내부에 

개설되었고， 나머지 197ß 점포는 인천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서울시에 인접한 위성도 

시를 중심으로 개설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안양시， 

부천시 중동구 등의 신도시에 대형할인점이 많이 개설되었다. 이것은 이들 신도시의 

개발기간이 1989년부터 1995년까지로 이 시기에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입 

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대형할인점은 서울시에서는 부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 신도시나 위성 도시들은 상업지구 내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인구에 비해 충분한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도시들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대체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에 비해 배후 상권이 안정적이며 주민의 소득수준 

70 확산은 쇄신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는 한 사회집단 
에서 다른 사회집단으로 퍼져가는 과정이t:}(Brown ， 19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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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초기 대형할인점의 확산에 적합한 지역으로 여겨진다(이희연 2000:57). 이후 

1996년， 1997년에는 많은 수의 대형할인점이 경기도에 개점되는 유사한 확산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지방의 다른 광역시와 일반 시급 도시에도 대형할인점의 진출이 시작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 위성도시로 대형할인점이 확산되 

고 있어 전염확산의 특정을 보이고 있다71 

〈표 IV-17> 연도별 대형할인점수의 변화 

부산시 2 3 2 7 3 5 23 

대구시 3 3 4 2 15 

울산시 2 3 8 

경상북도 2 3 7 

경상남도 4 2 9 

71 소매업의 확산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해 온 LaulajainenC1987; 1988)은 소매업의 확산패턴은 
전염확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계층확산이 복합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Wal-
1\1art의 확산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CLaulajainen: 1987; Graff: 1998; 1999)에 의하면， 초기에는 
특정 소도시에서 일부 대도시로 확산되는 상향식의 계층확산을 통해 파급되어 나갔지만， 최근에 
는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수의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개점되고 있다. 우 
리나라 대형할인점의 확산 패턴 연구(이희연， 2000)에서는 초기에는 전염확산이， 후기에는 전염 
확산과 계층확산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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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과 1998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점되던 대형할인점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점포화로 

대형할인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나가려는 업체들의 경영 전략과 맞물려 수도권과 광 

역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 도시들에도 대형할인점이 개점되었으며， 특히 1997년 이 

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대형할인점이 개점되어(표 IV -17) , 대형할인점의 확산 

이 전염확산에서 계층확산으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말 이후에는 대형할인점이 서울시에서도 증가하고 있어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시 주변 도시에 

대형할인점이 이미 많이 개점했고， 업체들이 입지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인데， 서울 

시의 경우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방에 비해 고객수나 소득 등의 구매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 듯하다. 또한 대형할인점 업체들이 초기에는 광역상권 

을 목표로 출점하였으나，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점차 좁은 지역상권을 목표로 하는 

다점포 경영전략으로 바꾸어 새로운 대형할인점을 개점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이해된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의 막강한 소비 유인력 때문에 기존 업태 특히 백화점의 경영 01 어 

려워져 대형할인점으로 업태를 전환하여 개점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의 

대형할인점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72 

2000년부터는 중·소 도시에도 대형할인점이 하나 둘씩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와 부 

산시에도 대형할인점이 많이 개점했다. 그려고 특히 2001년에는 경상도와 서옳시에 

집중하여 개점하였고 2002년에는 부산·대전·인천시 등의 광역시와 중·소 도시에도 꾸 

준히 개점하고 있어， 이제 대형할인점은 어떤 유통업태보다도 도시 소비자뜰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업태가 되었다. 업계에서는 대형할인점이 300개 정도가 되면 포화상 

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아직까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대형할인점이 충분 

히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의 개점은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자본계열과 입지유형별로 대형할인점의 확산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IV-4C서 

울이 확산의 근원지)와 그림 IV-4-2C부산이 확산이 근원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 

앙 자본계열의 경우 초기에 서울시에 개점한 이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 집 

중 입지하였고， 다음으로 중반기에는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광주시 등에， 후기에 이 

르러서는 지방 중·소 도시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하고 있어 초기에는 전염확산 패 

72 백화점에서 할인점으로 업태를 변경한 경우는 한화마트 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점， 미도파마트 
청량리점， 그랜드마트 신촌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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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확산기에는 계층확산， 심화기에는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자본의 경우에는 본사의 위치 특성에 따라 그 권역내에서 국지적인 전염확산 패턴 

을 나타내고 있다. 그와는 달리 외국자본의 경우 중앙자본의 확산 패턴과는 분명한 차 

이를 보이는데， 서울시에 처음 개점한 이후 경기도 지역에 3개， 인천시 1 개， 대전시 1 

개를 개점하고， 이후 수도권과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과 부산시를 비롯한 경상권에만 

집중 개점하고 있어 확산 초기에는 전염확산 패턴， 심화기로 갈수록 특정지역으로의 

계층확산 패턴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계열별 확산패턴은 초기 전염확산 

시기에 국내 중앙자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으며， 최근의 계층확산과 혹은 복합적 확 

산(전염과 계층확산) 시기에는 국내 중앙자본과 외국자본 계열 모두의 역할이 람을 알 

수 있다. 

〈국내중앙자본〉 〈오|국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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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자본계 열별 공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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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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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2> 자본계 열별 공간확산 

또한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별로 확산패턴을 살펴보면， 먼저 주거밀집지 지향형의 

경우 초기에 가장 전형적인 전염확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층확산의 패턴을 보인다.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개점하여 경기도와 인천시에 개점하는 전염확산의 패턴을 보이 

다가，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등 광역시에 개점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지방 중·소 도시 

에 개점하여 계층확산을 하고 있다. 

또한 교외간선도로 입지형은 확산 초기에는 서울시에 개점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와 부산시에， 그리고 전라도를 제외한 기타 시·도에 각각 1개 업체씩 개점하다가 심화 

기에는 거의 전국에 1-2개씩 개점하고 있어 확산패턴이 주거밀집지 지향형보다는 도 

시계층을 따라 파급되어 나가는 계층확산 경로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업지역 입지형은 서울시에 개점한 이후 경기도에 해마다 1개씩 개점하고 

있고， 부산시， 광주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그 다음으로 개점하고， 2002년 10월에 이 

르기까지 특정지역이 아니고 몇몇 도시에 1개씩 개점하여 명확하게 어떠한 확산경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공장부지 입지형은 전체 입지 유형 중 6.6%에 해당하는 

157H 업체밖에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개점하긴 하였으나 부산시 및 경상남 

·북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확산 경로 패턴을 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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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 지향헝〉 〈교외간선도로형〉 

A
정
 

@ 

앙
빼r활
 썩
一
 

L--
” 

@ 

‘ 

4 

%
뼈
%
 

@ 

@ 

@ /t::,. 

워.!서율r.:、 
&북원.‘정*’ 녕/ 

&휠 
4호 

&, (j) @ 

@ 

&, 

6.)'&" @ 

@ 

@ 

@ .율싣 l d농 

.굉주 
/t::,.& .핸 

@ 범례 * 확산근윈지 & 

• 초 기(1994-1됐) I Ll1 
.재주 

I~ 획젠1(1997 - 1999) &. 
A 심화)1(2α)()- 2002) 

@ 

& 
&&. & 

.대구 & 

@ (j) 

범례 * 확산근원지 
• 초 게1994-1됐) 

O 확샌1(1997 -1됐) 

A 심화기(2뼈 - 2002) 

주)0: 1-대구， 2-대전， 3-부천， 4-군포， 5-수원， 6-시흥 7-안신， 8-만 

앙，9-청주， 1 0-수헌， 11-군산， 12-남윈， 13-전주， 14-포항， 15-앙주군 

t:::.: 1-광명， 2-01천， 3-김모， 4-천안， 5-충주， 6 익산， 7-진주， 8-창원 

주)0: 1-울산， 2-윈주， 3-구리， 4-성님， 5-용민，6-파주， 7-01산， 8-천만，9-

청주， 1 0-김해 

t:::.: 1-민천， 2-굉주， 3-대전， 4 수윈， 5-만산， 6-의왕， 7-의정부， 8-명택. 

9-서산， 1 0-충주， 11-옥포， 12-여수， 13 군산， 14-경주， 15 구미， 

16-포항， 17-군위 

〈그림 IV-5> 입지유형별 확산 

마지막으로 대형할인점의 확산을 지역적 차원에서 정리하여 기존 공간체계와의 관련 

성을 살펴 보았다. 먼저 수도권은 우리나라에 개설된 대형할인점의 49.3%나 되는 업 

체들이 개점해 있다. 가장 수요가 보장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할인점 

개점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서 대형할인점은 1995년 이후 성장이 꾸준 

히 계속되고 있다. 

영남권은 1995년부터 개점하여 수도권을 제외하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개점되 

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대형할인점의 성공여부가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1997년부터는 그 수가 부쩍 늘었고， 2000년부터는 매우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호남권 지역은 외환위기 이전에 10개 정도가 개점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소 둔화 

되었다가 2000년 이후 권역내 4개씩 출점하고 있다. 그러나 영남권과 비교하면 개점 

이 비교적 부진한 편이다. 

충청권은 대전시에 매년 꾸준히 한 개 업체 정도가 출점을 하고 있고， 다른 충청권 

에서도 해마다 1-2개씩 개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권역들에 비하면 꾸준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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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점 속도는 느린 편이다. 강원도 지역과 제주도 지역은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출점하고 더 이상 출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형할인점이 워낙 대규모 자본 

을 필요로 하고 충분한 수요를 예상하여 출점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출점하지 않는다는 

업체들의 경영전략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형할인점의 확산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초 

기에는 서울시와 그 주변 위성도시， 그리고 광역 도시들에 개점하였다. 그리고 1997년 

부터는 확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 중·소 도시들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시·공간적 확산패턴을 볼 때 대형할인점의 공간적 확산은 확산 초기에는 주로 

전염확산으로， 국내중앙자본 계열 및 주거밀집지 지향형에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후 

나타나는 계층확산 시기에는 외국계 할인점 및 교외간선도로 입지형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최근 확산 심화기에 들어서는 계층확산과 전염확산이 복합적으로 이루 

어지면서 자본 계열 측면에서는 중앙자본 및 외국자본은 물론 지방자본이 가세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할인점의 확산 경로는 공간적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 

중되는 결과로 나타남으로써 기존의 공간체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수요시장 

의 크기， 수요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입지지역의 상권이라는 대형할인점의 입지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의 77% 이상이 집중되 

어 있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입지 

전략 등을 살펴보는 것이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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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형할인점의 입지와 경영전략: 대구시와 
인천시 사례연구 

1993년 이후 대형할인점은 저가격과 상품구색의 다양성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다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대형할인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을 전개한다. 그러나 업태나 상품구색 

의 차이가 뚜렷한 외국 대형할인점들과 달리 국내 대형할인점들은 식품과 생활용품， 

내구재 등 비식품 부문까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의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은 업체별로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또 자본특성별로 소비 

자들의 구매행태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례 대 

형할인점들의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지역 개관 

(1) 지역선정 배경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와 인천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대형할 

인점의 발달과 성장전략， 소비자 구매행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 

듯이 대구시는 우리나라 전체 대형할인점의 6.7% , 인천시는 7.5%가 분포해 있고， 두 

지역 모두 입지유형 중 주거밀집지 지향형과 교외간선도로형 입지형이 약 80% 이상 

되었다. 이 두 도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할인점의 성장과정은 입지한 지역의 유통환경이나 소득수준， 그리고 분위 

기 등에 따라 차별화된다. 대형할인점은 일정 규모의 수요가 있는 곳에 입지한다. 그 

러므로 대형할인점의 입지 요인이나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지적 차원Oocal 

leveD보다는 도시 또는 광역도시권(regional leveD에서 파악해야 다양한 측면에서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은 그 도시의 다른 경제 지표 및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지적 단위로 살펴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중·소 유통업체의 쇠퇴와 그 영향은 수도권보다 지방 

이 훨씬 섬할 것이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매장 규모와 상품구색， 가격요인， 시 

설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형할인점의 입지는 소비자 구매행태에 굉장히 큰 파급효과 

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형할인점의 개점은 해당지역의 기존 유통구조는 물론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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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재편성하며， 인구 및 교통의 과잉집중으로 도시교통 여건의 변화 등 유통공간 

을 재편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소비자 구매행태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수도권의 한 도시와 지방의 한 도시를 선정하여 대형할인점이 도시 내부의 

유통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의 경우， 새로이 진출하고 있는 대형할인점은 지역에서 유일한 현대적 쇼 

핑시설로， 할인점 업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이외에 상품구색， 서비스， 품질면에서도 

기존의 지방 소매점 업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형할 

인점의 지방 유치는 기존의 지역 소매점에 불만을 갖고， 타 지역에서 구매하던 소비자 

들을 상권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다. 대구시는 대구시뿐만 아니 

라 경상북도의 대구 대도시권 주민의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넷째， 대형할인점이란 업태는 외국에서 들어온 업태이다， 1993년 처음 우리나라에 

E-마트가 도입되었지만 이것은 외국 대형할인점의 축소판에 식품을 대폭 강화한 형태 

였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월마트， 까르푸， 프라이스 클럽， 테스코 등 외국 

계 대형유통업체들 또한 국내에 다점포화·대형화 전략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의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을 

비교하기 위해선 이 두 계열의 업체가 골고루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만 한다73 

또한 인천시는 대형할인점 중 세계적인 대형화， 다점포화 업체인 월마트가 가장 먼 

저 들어선 지역이며， 대구시에는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회원제 

창고형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델타클럽이 입지해 있다. 따라서 인천시와 대구시는 어 

느 지역보다도 대형할인점이 경쟁적으로 발달하며， 역동적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광역시 중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이 고루 입지해 있는 수도권 

지역의 인천시와 지방 중에서 인구， 면적， 30-40대 인구수， 아파트 가구수 등이 인천 

시와 비슷한 규모인 대구시를 사례도시로 선정하였다(표 V- 1), 그리고 이들 두 지역 

에서의 대형할인점 발달 과정을 세가지 범주 1) 유통경쟁환경， 2) 유통전략， 3) 소비자 

구매 특성으로 구분하여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73 수도권 지역의 특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은 오히려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아닌 
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산과 분당 같은 곳은 도시계획으로 인해 1995년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와 더불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또 다른 대형 슈퍼마켓들의 입점이 이루어진 곳 
이다. 따라서 원래 논문 목적 중 하나인 대형할인점의 개점이 해당지역의 기존 유통구조는 물론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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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l> 대구시와 인천시의 여러 특성 

자료: 통계청， 각종 자료. 

(2) 사례지역의 유통시설 분포 

대구시와 인천시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답게 재래시장과 상가， 기타 유통시설이 매우 

많은 곳이다. 대구시의 경우 일찍부터 백화점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업이 발달되 

었는데， 현재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동아백화점 수성점， 대백프라자 등 4개의 백화 

점이 운영 중이며， 동아 쇼핑센터와 까르푸 동촌점 등이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운영중 

이다. 또한 기타 197R 의 대형점이 등록되어 있다. 대구시는 롯데백화점에서 개점할 예 

정이지만， 체인암이 확실한 국내 중앙자본의 대형백화점보다는 대구시 중섬의 지역백 

화점이 우위에 있다. 인천시는 대형유통시설 중 백화점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2곳， 

뉴묘아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인천백화점， 서경백화점， 희망백화점 등 8곳， 쇼핑센타 

가 3곳， 도매센터가 1 곳， 기타 대형점이 13곳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중 도매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월마트코리아 인천점이며， 한국까르푸 구월점은 쇼핑센터로， 한국 

까르푸 계산점은 대형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재래시장의 경우 대구시는 119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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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경우 총 1127TI 의 시장이 등록되어 있다74 

위와 같은 사실에서 자치단체마다 대형유통업체는 체계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쇼핑센터나 대형할인점에 대한 정의마저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채 행정편의상 

구분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상국에 등록 

된 대형점과는 별도로 상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매장 면적 3,OOOm2 이 

상의 소매점을 대형할인점으로 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립 V-l> 대구시의 대형할인점 분포 

• 대형할인정(단위 :1 개소) 

얘lornet.r. ~ 
~ ......... ’ 

〈그림 V-2> 인천시의 대형할인점 분포 

74 재래시장과 최근 형성된 현대적인 상가 건물까지 묶어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 
와 인천광역사 경제통상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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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할인점의 특성 

최근 들어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서 대형할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대구시에는 157ß 업체가 개점해 있고， 인천시에는 177ß 가 개점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거의 국내중앙자본 업체들과 외국자본 대형 유통업체들이다. 지방자본으로 설립된 

대형할인점은 대구시에 델타클럽이 2군데 영업 중이며， 인천시에서는 한화마트 75 가 

2군데 영업 중이다(표 V-2). 

〈표 V-2> 자본계열별 사례 대형할인점 

따라서 대구시와 인천시에서 공통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할인점 중 E-마트와 

롯데마트 두 곳과 대구시의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인 댈타클럽， 인천시의 한화마트와 외 

국자본 대형할인점 중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까르푸， 월마트， 홈 

플러스 3곳을 각각 선정하고， 면담 조사하여 대형할인점들의 다양한 입지전략과 경영 

전략을 분석하였다. 

1) 규모 특성 

대형할인점은 법적으로 국내에서 909평 이상이지만 실제로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 

고 있다. 대구시와 인천시도 매장 면적이 큰 편인데， 대구시의 경우 중앙자본 대형할 

인점은 2 ，909평，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은 1 ， 800평， 외국자본 할인점은 3 ， 209평이다. 인 

천시의 경우 국내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은 2 ，765평이고， 지방자본은 4，4 17평，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도 3 ， 200평이다(표 V-3). 

75 한화마트는 다른 지역에서는 대형할인점의 형태가 아닌， 슈퍼마켓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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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사례 대형할인점의 평균매장면적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인천시의 대형할인점이 대구시보다는 그 규모가 조금 크고， 국내자본보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의 평균 매장규모가 더 크지만， 지역간이나 자본 특성별로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의성이나 목표 고객의 초점을 어디로 두느냐의 지표가 될 수 있 

는 주차장 크기는 대구시와 인천시， 또 자본별로 차이가 크다. 대구시의 경우 중앙자 

본 대형할인점의 주차대수는 430대인 반면， 지방자본은 500대， 외국자본 대형할인점 

은 7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인천시의 대형할인점 주차장 주차대수는 중앙 

자본 대형할인점이 평균 6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본은 900대， 외국자본은 

933대를 수용할 수 있다. 이 사실에서 대구시에 비해 인천시의 주차장 크기가 전반적 

으로 크고，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이 국내자본 할인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외국에서의 주차규모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입지적 측 

면에서도 교외간선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더 클 것 

이다. 반면 중앙자본보다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의 주차장 면적이 더 넓은데， 이것은 지 

방자본 대형할인점의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업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형할인점은 일반적으로 인건비 등을 줄여서 

지출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비해 종 

업윈수가 적다. 그러나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종업원수 또한 만만치 않으며， 주차시 

설 관리， 주차장 관리， 청소， 식당 등은 용역업체 종업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대체 

적으로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의 종업원수가 국내자본 업체들보다 많다. 인천시의 경우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의 정규직 종업원이 65명 정도이고 시간제 종사자가 54명인데 반 

해，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규직 종업원 72명， 시간제 종사자 

151 명이 종사하고 있다. 외국자본 업체는 정규직이 151 명， 시간제 종사자도 138명으 

로 월등하게 많다. 협력업체 직원은 대구시 중앙자본 할인점이 다소 적다. 이러한 협 

력업체 종업원의 활용문제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부문이다 

(표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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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 대구시와 언천시 사례 대형할인점의 자본계열별 종업원수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유통업체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판촉사원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제조업체는 판촉사 

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과다한 비용부담을 지게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할인점에서 근무하는 판촉 종업원수를 계속 줄이려 하고 있다. 대구시 할인점 

은 전체적으로 인천시보다 종업원수가 적지만 정규직 사원은 비슷하다. 그러나 시간제 

종사자나 협력업체와 용역업체 종업원수 등은 전반적으로 적다. 두 도시의 대형할인점 

매장면적의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종업원수가 적은 것은 대구시의 대 

형할인점이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사례 대형할인점의 판매 상품수와 계산대수를 파악하였다. 대형할인점은 식 

품류나 공산품의 판매 상품수가 다른 어떤 업태보다 많은 것이 특정이다. 외국의 경우 

대형할인점은 원래 공산품을 싸게 파는 것부터 시작했고， 식품류의 판매로 슈퍼센터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류의 종류가 외국계보다 더 

많다. 반면 외국계는 국내계보다 공산품의 가지수가 훨씬 더 많다. 이것은 외국계 할 

인점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물품을 각 나라들마다의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들여 

오기 때문이다(표 V-5). 

면담조사 결과 대형할인점들은 개점 초기보다 상품 종류를 10-20% 정도 더욱 늘 

린 상황인데， 반대로 대구시의 댈타클럽은 상품 종류를 약 18% 정도 줄여 재고를 막 

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계산대수는 약 40개로 대구시의 중앙자본과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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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형할인점들은 백화점과 달리 거의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형할인점에서 운영하기 힘든 고객 편의시설을 매장에 설 

치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와， 임대료에 의해 고정 수익을 얻으려는 경우이다. 

대형할인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임대를 하고는 있지만 거의 첫 번째 경 

우에 해당되며 그 비율도 매우 낮다76 

2) 이용고객 특성 

대형할인점들은 자체적으로 소비자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는 아니지만 대형할인점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대형할인점 직원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들은 주로 

30-40대 연령층이며， 지역별로나 자본특성별로 큰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다(표 V-

6). 

〈표 V-6> 대구·인천시 사례 대형할인점의 이용고객 연령충 

단위:%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대형할인점에서 밝히는 주고객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표 V-7과 같다. 고객의 절반 

정도가 주부들이며， 회사원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대구시의 경우 소매 상인들 

이 이용하는 비율이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에서 40%나 되는데， 이는 이 대형할인점의 

상품 가격이 도매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보다 대구시의 

소매상인 이용객 비율이 더 큰 것은 가격 요인 때문에 대구 대도시권의 소매 상인들을 

유인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76 델타클럽은 완전직영이며， 다른 업체들도 매장임대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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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7> 대구·얀천시의 사례 대형할인점의 이용고객 직업구성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3. 입지 및 경영전략: 사례 연구 

1) 입지전략77 

(1) 일반적 특성 

@부지 현황 

단위:% 

대형할인점 업체들의 부지 중에는 처음부터 할인점을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대구시의 경우 롯데마트는 처음에 건설업체가 백화점으로 

계획하였다가 대형할인점으로 용도 전환한 것을 구입한 것이고， 월마트는 대백마트가 

공사중이던 것을 인수하여 리모델렁하였다. 대구시의 나머지 업체들은 처음부터 대형 

할인점 용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건설한 것이다. 인천시 롯데마트의 경우 건설업체가 

일단 상가용으로 건설한 것을 대형할인점 용도로 전환한 것이고， E-마트는 원래 선경 

그룹의 보세물류 장고이던 것을 저렴한 부지 확보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 할인점으로 

건설하였다. 그리고 인천시 까르푸도 건설업체가 상가용으로 건설한 것을 본사에서 매 

입하여 까르푸 하이퍼마켓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까르푸는 한 건물안에 영화관과 

다른 의류 업체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대형할인점이 최근 들어 우리 

의 소비문화에 정착되어， 유통업체나 건설업체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와 상가 건 

물만 마련되면 대형할인점이란 업태로 운영하길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대형할인점이 입지하면 기존 유통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대형할인점 

들도 기존 유통업체들의 존채가 부담스런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대형할인점들마다 주변에 경쟁업체들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 

77 면담조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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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펴보고， 주변 지역과의 경쟁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경쟁업체들이 존재해 있었다. 큰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은 물론이고， 비슷한 규 

모의 대형할인점들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짐작이 된다. 인 

천시의 경우 사례 업체들에 있어서 거리만으로 보면 대구시보다 더 심각하다. 대부분 

반경 1-5km내에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대형할인점들이 있어 인근 지역의 유통업체들 

과도 경쟁이 심하고， 다른 유통업태들 또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대구시도 사례 

대형할인점들의 경쟁업체들이 비교적 가깝게 있는 편이지만， 몇몇 업체들(E-마트나 월 

마트， 까르푸 등)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다른 업체들보 

다는 경쟁상황이 나은 편이다. 

@ 입지유형과 입지요인 

A. 용도지 역과 입지유형 특성 

사례 대형할인점들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용도지역과 주변 지역의 입지 

유형을 조사하였는데， 용도지역과 입지유형이 일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사례 대형할인점들의 용도지역은 표 V-8과 같다. 

초기의 대형할인점 건축법에서는 상업지역에만 점포를 건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 

연녹지 지역에까지 건축할 수 있는 시기 이후에 개점되었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그 

이전 시기여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 많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용도지역만으로 대 

형할인점들의 상권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대구시의 경우 롯데마트는 용도상 준주거 지역이지만 대구시의 도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상업지역형으로 분류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델타클럽은 경부고속국도 북대구시 톨게이트에서 도시 내부쪽 

으로 들어가는 지점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교외간선도로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며， 월마트 시지점 같은 경우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서 있고 주변 

에 상가도 많지만 경산시로 나가는 길목에 있어 교외간선도로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인천시 대형할인점의 경우 롯데마트는 부평 전철역 역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주변의 입지유형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그러나 한화마트의 경우는 용도 

지역과 입지유형의 특성이 매우 다른데， 토지매입 당시 한화기계 부지였기 때문에 준 

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는 주변이 거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주거밀 

집지 지향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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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8> 사례 대형할인점의 용도지역과 입지유형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또한 E-마트 동인천점은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고 제 2 경인고속 

국도와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라 상업지역이라는 용도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 

려 교외 간선도로형이라 해야 더 적절할 것이다. 인천시 까르푸도 주변이 거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용도상으로는 기존의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주거밀집지 지향형 

에 가깝다. 흠플러스도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경인고속국도 부평 툴게이트에서 인천시 

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해 있어 교외간선도로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B. 입지 요인 

대형할인점의 입지결정 과정은 대체로 본사에서 부지타당성을 검토한 뒤 부지를 매 

입하여 점포를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부지결정의 우선 순위들이 입지 

결정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현 입지를 결정하게 된 우선 순위들 

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구시의 대형할인점들은 1순위로 주변지역의 인구 크기를 꼽았고， 2순위로 교통의 

편리성， 3순위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그 다음이 저렴한 지가， 장소의 이미지 등을 

입지 요인으로 꼽았다. 인천시의 대형할인점들은 교통의 편리성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었다. 수도권의 복잡한 교통과 물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2순위로 주변지역의 인구크기， 3순위가 저렴한 지가， 4순위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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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같은 사실에서 대형할인점도 유통업체들의 일반적인 입지요건을 필요로 하되， 

백화점보다는 주변지역의 인구크기를 더 많이 고려하고， 슈퍼마켓보다는 교통의 편리 

성을 더 꼽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표 V-9> 대구·언천시의 사례 대형할인점의 입지요인 우선순위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C. 상권전략 

대형할인점들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판매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 

서 각 업체마다의 판매전략과 고객 유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각 업체들이 개점할 당시의 입지전략을 세우기 위해 목표로 삼았던 상권의 범 

위룹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업체들의 개점 당시 목표 상권범위는 사실상 입지전략 

과도 맞물린다. 만약 해당 지구를 상권의 목표로 삼는다면 주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가 있거나 주거밀집 지역이어야 하고， 반면에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접시까지 포 

섭하는 상권이라면 교외 간선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주거지 밀집지구라도 인접시에 가 

까운 밀집지이여야 한다. 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자본 대형할언점이 국내계보다 

교외 간선 도로형 입지가 많았는데， 연구대상 지역의 사례 업체들도 마참가지이다. 그 

리고 대구시의 대형할인점들이 인천시보다 더 넓은 상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속 

도로 툴게이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을 보면 주변 

도시들까지 상권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표 V-I0). 

〈표 V-I0> 대구·인천시의 사례 대형할인점의 목표상권 

롯데마E 댈타클럽 E-마트 월마트 흠플러 λ 까르푸 

해당지구 인접시·군 인접시·군 인접시·군 해당 시역 해당 시역 

롯데마E 한화마E E-마E 월마E 홈플러스 까르푸 

해당지구 해당지구 인접시·군 광역시·군 해당 시역 인접시·군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104 



(2) 자본특성별 입지전략 

@ 중앙자본 대형할인점 

A.E-마트 

신세계는 대형할인점이라는 신업태에 진출하기로 한 뒤 창고형 대형할인점은 프라이 

스 클럽으로， 근린형 대형할인점으로는 E-마트를 개점하였다. E-마트는 한국적 대형 

할인점의 개념확립을 위해 외국계 대형할인점이 공산품 위주， 단층구조인데 반해 식품 

부문의 강화와 복층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신세계의 입지 전략은 백화점과 대형할인 

점으로 경영을 다각화하고， 대형할인점의 다점포화로 주로 중·소 도시에 진출하여 타 

업체와 직접 경쟁을 하지 않는 등 월마트의 초기 입지전략과 유사하다. 

E-마트는 대부분 부지선정부터 점포 설계 개점까지 표준화된 매뉴얼에 의해 작업 

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대형할인점이 도입되었던 초기에는 일정한 매뉴얼이 없었지 

만， 점포가 증가하면서 일정한 출점 계획 Cschedule)없이는 일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되자 매장 내/외부 상품 구성 등이 표준화된 매뉴얼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최근 

개점한 점포는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78 

현재 E-마트는 많은 업체들이 선호하는 대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특히 

외국계 대형할인점은 거의 엄두도 내지 않는 원주시， 김천시， 군산시， 여수시， 제주시， 

목포시 등의 지방 중·소 도시에도 개점하고 있다. E-마트는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주변 지역의 상권만 확실하다면 지역선점효과를 중시 여겨 우선 출점을 한다. 

대구시 E-마트는 최근에 형성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입지해 있고，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도 있다. 그리고 E-마트는 1차 상권 소비자 뿐만 아니라 영천시나 경산시에서 

도 구매하러 오는 소비자가 있다. 

인천시 E-마트는 1차 상권이 다른 대형할인점에 비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화 

교 집성촌인 북성동에서도 소비자가 오고 있어 중국어 안내방송까지 하는데， 중국관광 

객 뿐만 아니라 보따리 무역을 하는 중국 상인들까지 이 점포를 이용하고 있다. 

B. 롯데마트 

대형할인점의 점포개발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점포를 개점하기까지 교통영향 평가 

와 건축심의(허가)과정이 제일 까다로와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롯데마 

78 E-마트 업계 관계자는 “다점포화되고 있는 현재， 동일한 업체에서 개점하는 점포마다 다른 
형태를 보여주변 고객에게 흔동을 줄 수 있다”며 “지역은 다르지만 통일된 점포 이미지를 제공 
했을 때，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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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현재 기존 점포를 포함해 부지를 50개 정도 확보해 두었고， 일반 소비자들의 부 

지 추천도 받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지확보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롯데마트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인구 30만 명 이상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개점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매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 도시에는 

3 ，000평 이상의 매장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대형할인점이 없는 단독 상권을 갖는 

입지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000년 6월말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이후 좋은 입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역의 1차 상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전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 

했을 때에는 점포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고객 유입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권의 범위를 

조금 더 좁게 정하고 있다. 롯데마트에서의 1차 핵심상권은 도보로 5분 거리， 자동차 

로 15분 내 거리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고층형과 24 

-42평 규모로 구성된 아파트 지역을 선호하며， 교통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입지요건으 

로 꼽는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객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 

한다. 뿐만 아니라 점포 개점 후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 예를 들면 

롯데마트가 개점하면서 주변상권이 활성화를 이뤄 매출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어야 한다. 1차 상권에서 전체 고객의 70%가 내점하고 있긴 하지만 2, 3차 상권공략 

도 필수적인데， 1차 상권이자 우세상권인 지역은 도보고객을 겨냥한 상품판매에 주력 

한다는 방침이다. 운반용 카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지역사회 발전기 

금으로 사용하는 등 고객， 점포， 지역을 하나로 묶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의 롯데마트는 인근 지역에 아파트 단지도 없고， 비교적 규모가 작아 대형할 

인점이라기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쇼핑센터라는 인식이 드는 업체로 대중교통의 접근 

성이 좋긴 하지만 승용차 고객이 접근하기엔 불편한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점포전 

략이라던가 상품전략 등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의 롯데마트는 전철역사에 있고， 가까운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입지하 

고 있어 백화점은 고급 제품을 팔고， 롯데마트에서는 일용잡화를 저렴하게 판다는 전 

략을 내세우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에 있지만， 주차장의 유료화 때문에 자가 

용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많아 고객당 단가가 낮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또한 상당한 경쟁상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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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본 대형할인점 

A. 델타클럽 

(주)화성산업에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의 입지전략이 각각 다르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모두 대구시와 그 주변지 

역 즉 구미시， 칠곡군， 포항시 등에서 영업을 한다. 즉 지역토착 유통업체임을 내세워 

경북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 지역의 정서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어 다른 지방에 개점할 전략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 동아백화점은 도심의 중심 

지에 입지하면서 대중교통과 지역의 이미지에 우선 순위를 두어 입지하고， 대형할인점 

은 교통의 편리성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둔다. 델타클럽만 하여도 경부고속국도 북대구 

시 인터체인지에서 도심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입지해 있다. 이 대형할인점은 회원제 

창고형 대형할인점이기 때문에 다른 대형할인점들보다 묶음판매와 박스판매가 많아 대 

부분의 회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내점하며， 또한 지방 소매상인들의 비중이 높고， 이 

들 또한 거의 다 승용차로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입지요인보다 교통의 편 

리성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따라서 대구시 인근의 구미시， 칠곡군， 심지어 경주시와 같 

은 지역에서도 이 대형할인점으로 구매하러 오는 소비자가 있다. 또한 두 번째 입지요 

인은 저렴한 지가이다. 지방이라 하지만 대구시의 지가도 비싼 펀이며， 이미 크고 작 

은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한적하면서도 지가가 저 

렴한 곳에 입지하여 고객을 유인한다. 

B. 한화마트 

한화마트는 인천시에만 2개 개점되어 있고， 타지역에서는 한화마트라는 이름으로 슈 

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대형할인점 한화마트가 인천시에서만 영업을 하는 이 

유는 원래 한화그룹의 각종 공장 부지들이 인천시에 많았기 때문이며， 대형할인점은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보다 부지확보가 용이한 인천시에 입 

지하게 되었다. 그 외 지역의 슈퍼마켓들도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 부지확보와 1차 상 

권의 크기가 크다고 예상되는 곳에 입점하고 있다. 

물론 부지확보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변 1차 상권의 

인구규모가 크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한화마트 주변에 모여 있고， 개점 이후에도 주변 

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다. 또한 이 지역은 인천시 중에서 비교적 큰 평수의 아파 

트들도 많고 지역의 이미지도 좋은 곳이어서 대형할인점의 입지요건이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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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본 대형할인점 

A. 까르푸 

까르푸는 주로 교외에 입지하고 있는데， 점포면적은 3천평 이상이며，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셀프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권분석팀은 프랑스 본사에서 

선정한 외국업체 외주팀이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권분석팀의 조언을 듣고 점포개발 

부， 즉 신규사업부가 출점전략을 관리하고 있다. 

까르푸가 입지전략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주변이 

나 위성도시의 주거밀집 지역 중 지가가 비교적 싸고 구매력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즉 성장지역으로서 가치 구매자가 많은 지역， 즉 부산시， 대전시， 안양시， 수원시， 고양 

시 일산구， 성남시 분당구 등의 역세권이나 아파트 인근 부지를 선호하며 주차장이 충 

분하고 편리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특정을 갖고 있다. 관계자 면담시 거 

주자 특성 중 소득 수준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유는 대형할인점의 소 

비자는 소득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수준보다는 절대적 인구수 

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까르푸는 물류의 효율성 때문에 교통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각 점포에서 

상품을 매일 아침에 본사 물류부로 발주하고， 각 점포 발주량을 집계한 물류부가 해당 

업체에 통보하면 협력업체는 상품 특성에 따라 용인·부독·기흥에 있는 까르푸 물류센 

터에 납입하거나 점포로 직접 배송한다. 주류， 쌀， 화장지와 기저귀 등 종이류와 같은 

고회전 상품은 협력업체에서 점포로 직접 배송하고， 그 외 대부분 제품은 물류센터로 

납품하여 까르푸 물류 시스템에 의해 지점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 

면 고객들에 게 원하는 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대구시의 까르푸는 처음에 논밭이던 땅이 용도전환되어 공군부지로 이용되다 까르푸 

가 매입하게 된 것이다. 인근의 하양읍， 경산시 등에서도 고객들이 많이 찾는 편이며， 

주변 아파트 단지가 대형할인점 상권에 속한다. 

인천시의 까르푸는 바로 옆에 복합 영화관 및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상승작용을 하 

고 있으나， 설립당시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입지해 있고 인근에 상가가 늘어나 현재는 

교통정체현상이 심하고 민원도 발생하는 편이라 복잡한 지역에 입지했다는 생각도 하 

고 있다. 까르푸에서 15분 걸리는 지역에 3개나 되는 경쟁업체 (E-마트， 홈플러스， 신 

세계 백화점 등)가 있어 상권경쟁은 매우 치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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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월마트 

월마트가 새로운 지역에 진입하는데 있어 핵섬전략은 기업인수와 지역 파트너쉽이다. 

통상적으로 월마트는 그 지역의 요령을 배우기 위해 지역소매업체와 파트너가 되는 방 

식을 택하고 그 다음에 체인을 인수한다. 그것은 특히 외국기업의 진입에 대한 장벽과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과 

소매업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도 이미 영업중 

이었던 마크로를 인수해 1호점을 개점했고， 얼마전 고양시의 킴스클럽 화정점을 인수 

해 월마트 점포로 새롭게 개점했다. 

원마트는 한국의 대형할인점들처럼 무리하게 출점하지 않는데 79 그 요인으로는 첫 

째， 한국의 토지 가격이 매우 높고， 설사 자본투자를 무리하게 한다 해도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지역문화의 차이로 한국 사람들처럼 애국심으로 무장된 사람 

이 없어서 쉽사리 지역밀착형 유통업체로 정착하기 힘들며， 월마트의 문화는 한국인 

문화와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외국 유통업체가 이해하 

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월마트측은 지난해 l， 800여평의 주택공사 토지를 사 

들여 점포 신축을 위해 2001년 9월말 울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했다. 그러나 ‘추가 교통난 완화대책이 필요하다’는 대답만 듣고 최근까지 세 차례의 

심의에서 모두 부결 통보를 받았다. 월마트측은 이에 대해 “울산의 최대 교통혼잡지역 

인 공업탑 주변에 국내업체인 L점은 아무런 반대없이 입점시키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건을 충족시킨 월마트점에 대해 입점을 막는 것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 

발하고 있다. 

대구시의 월마트 시지점은 소위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입지했는데， 주변지 

역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고， 상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변 교외 간선도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인근의 하양읍， 경산시 등에서도 이용하 

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할인점들이 일단 1차 상권 우선 입지를 선호하는 

데 반해 공장지대나 교외간선도로에 입지하는 것 등은 광역상권을 목표로 장래성이 보 

장되는 곳에 입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월마트 인천점의 경우 마크로 1호점으로 출발하였으며， 처음에 회원제 대형할인점으 

79 업계 관계자는 「월마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리한 출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월마 
트가 견제하는 대상은 국내업체가 아닌 다국적 기업들이다. 국내 업체들처럼 서둘러 부지를 매 
입하고 외형 불리기에 급급해 하지 않는다. 막강한 자본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월마 
트는 앞으로도 M&A를 지향하는 출점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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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은 초창기보다 줄어들었지만 인천시 지역의 첫 번째 대형할인 

점이라는 측면의 강점을 갖고 있다. 월마트 인천점은 목재단지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점포에 접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월마트는 미국에서처럼 대형할인점의 고객들은 주로 승용차 고객이라고 판단， 95% 이 

상이 부부가 함께 승용차로 일주일 장을 보는 쇼핑행태를 겨냥해 주차장을 1 ，0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거대한 외국 유통업체에 대 

한 국민들의 반감과 기존 유통업체의 저항，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는 대형할인점， 아시 

아에의 진출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파악 부족과 부지 확보 

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점포 입지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c. 홈플러스 
흠플러스의 입지전략은 다른 대형할인점과 차별적인데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만을 중 

심으로 출점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 다점포화 전략을 펼치면서 개점하는 것보 

다 특정 몇몇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개점하여 그 지역에서 최고 점포가 되도록 하는 것 

이다. 이러한 특정지역 우선 전략(Dominant Strategy)은 효과가 있어서， 대구시 홈플 

러스의 경우는 대구시에서 가장 먼저 개점한 대형할인점이기도 하지만 매출액은 전국 

에서도 1.2위를 다투는 선두업체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홈플러스는 최고 입지조건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입지전 

략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 홈플러스는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인천 

시 소비자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소비자까지 유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지 전략은 계획출점으로 삼성 테스코는 이미 전국 상권에 대한 사전 분 

석을 통해 997TI 전략적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점포를 개점 

한다는 전략이다. 주로 대도시이면서 고밀도의 주거지에 우선적으로 출점하고 있는데， 

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하여 소비자나 납품업체가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사례 대형할인점들의 입지전략 중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다(그림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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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q 

· 인구 2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 진출 표준화된 매뉴얼에 의해 입지결정 

1 차 상권 위주의 주거밀징지 지항형 

. E-마트: 지역선점효과 노려 중·소도시 우선개점 동시에 서울상권 공략 

·롯데마트: 주변 유통업체와 동반하여 매출 상승할 수 있는 상업지역에 주 

로 입지 

1 차 상권의 인구 크기가 가장 중요하며， 교통의 편리성이 우선시됨 

지역토착할인점의 강점 내세움 

한화마트: 부지확보와 1 차 상권이 가장 큰 입지요민 

·덜타클럽 대구 대도시권 주민을 유인할 수 있고，교통이 편리한 곳 입지 

· 인구 50만 이상의 지가가 저렴하고 구매력 있는 곳 

단층 구조와 대규모 주차장 확보 위해 교통 편한 교외간선도로변 위치 

· 까르푸: 교통요인 우선시. 

· 홈플러스: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출점 

· 월마트: 미국에서의 입지전략과 유사(승용차 고객 고려한 넓은 부지) 

〈그림 V-3> 사례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 

사례 대형할인점들은 입지전략에 있어 나름대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국자본 대형할인점들이 주로 외국에서의 입지전략과 유사하게 교통이 아주 

있다. 외 

편리한 곳 

에 입지하는 반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은 1차 상권을 중요시 여겨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로 입지하고， 지방자본 대형할인점들은 지역토착할인점이란 

강점을 내세워 교통이 편리하고 지가가 저렴하면서 1차 상권이 좋은 곳에 입지하므로 

비싼 지가로 인해 다층 구조로 점포를 출점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운영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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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있다. 물류비를 예로 들면 복층구조로 운영되는 점포는 단층 구조보다 물류 

비용이 2배 이상 많이 든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대형 할인점 하나를 신규 출점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이 약 5백억 원에서 많게는 9백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일 

평균 매출액이 6-7억원이 되어야 투자비를 예정된 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데， 현재 일 

평균 매출액을 6-7억원 올리는 업체는 거의 없다. 투자를 많이 한 점포는 적자가 계 

속된다 해도 점포 운영을 중단하기 어렵다.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경우 보통 한 점포를 

개점하는데 드는 비용은 매우 적으며，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는 과감히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개괄적인 입지전략이 세워지게 되면 대형할인점들은 구체적인 출점계획을 세 

우게 된다. 그림 V-4는 각 업체의 담당자들과 면담한 결과 대형할인점 출점계획에 대 

한 스케줄(Schedule)을 일반화한 것이다. 

대형할인점의 출점 계획은 크게 입지전략과 점포 마케팅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형할인점들은 나름대로 ‘어떤 도시의 어떤 지역에 개점하겠다’는 거시적인 입지전략 

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일단 가용부지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부지를 찾는 일은 대형할인점 직원이 하기도 하지만 건설업체에서 의뢰하거나 부동 

산 업지 토지주인， 건물의 주인， 또는 컨설팅 업체를 거쳐 부지를 소개받는다. 이렇게 

소개받은 토지를 점포개발부 직원 담당자들이 검토하게 되는데， 고려하는 입지요인들 

은 부지환경， 주변 지역과의 경쟁환경， 그리고 부지 주변의 상권과 상권의 경제적 여 

건， 사회간접자본 확충여부， 그리고 손익분기점 등이다. 

입지요인 중 부지환경에서는 부지의 상태가 정사각형인지 마름모 꼴인지， 직사각형 

인지 등을 살피고 어떻게 대형할인점을 건축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그리고 주변 도 

로조건이 4차선인지 8차선인지 등을 고려하며， 또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경쟁여건도 고려하는데， 1차 

상권에서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또는 다른 업체의 대형할인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그런 후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해당 부지 주변의 경제적 여건과 상권 

을 분석하는데， 상권내에 30-40대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며， 지방세와 자동차 보유대 

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상권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은 얼마인지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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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4> 대형할인점의 출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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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해당부지 주변의 도로나 지역여건을 파악해 물류시설 확보가 가능한 곳인 

지， 또한 본사 물류장고와의 접근성은 좋은지 등을 살피고， 실제로 건물을 짓고 그 안 

에 여러 시설들을 갖추었을 때의 비용을 산출한 뒤 그 비용의 손익분기점과 투자회수 

연도를 고려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고려되면 경영진이 현장을 실사하여 최 

종결정을 한다. 이때 점포개점이 확정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점포계획을 세우고 그 점 

포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갈 건인지， 상권 개척 전략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지는 매입 

하되 점포 개점 여부를 좀 더 미루거나， 그 부지를 다시 다른 업체에 매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형할인점이 개점하는 데에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대형할인점을 건 

축하고 개점한 뒤에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들을 통해 고객확보와 상권확보에 애써 

야만 경쟁력을 잃지 않게 된다. 즉 이때부터는 경영전략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입지선정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러한 노력도 허사가 될 수 있으므로 대형할인점 개점 

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입지선정이라 볼 수 있다. 

2) 경영전략 

(1) 판매전략 

대부분의 할인점들이 초기의 창고형 할인매장처럼 철제 선반에 물건만 쌓아 놓는 것 

이 아니라 고급스런 분위기와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가와 어린이 놀이방， 세탁소 

사진 현상소， 서점들을 갖추어 가족들이 함께 와서 다목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복합 쇼핑공간을 지향하고 있는데 특히 고객들이 주차 

장에서 자동차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차량점검센터’와 놀이방， 병원， 은행， 미용실， 서 

점，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입점시키거나 문화강좌를 개최함으로써 단순한 가격 

파괴점에서 백화점식 대형할인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 시설들은 지역별 

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이 국내자본보다 더 많은 시설을 갖 

추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꼭 필요한 시설들만 갖추고 나머지 시설들은 경비절약 차원 

에서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들의 고객 편의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 V-ll과 같다. 

사실상 이제까지 할인점들이 사용한 단순한 저가전략은 업체별 구매력의 증대와 소 

비자 요구의 변화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도 더 

이상 소비자들의 유일한 점포 선택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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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ll> 대구·인천시의 사례 대형할인점의 고객 편의시설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대형할인점들은 가격， 품질， 서비스 외에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 

합적인 요소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새로운 쇼핑공간， 색다른 쇼핑경험， 점포 이용의 편리성，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의 조화， 즐거움과 개성의 추구 등을 고려한 복합쇼핑공간으로 발전한다면 소비자들을 

더욱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업체들이 제품의 보증이나 반품， 환불제도 등 

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비스하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지만 백화점 이 

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상품구색 결정 및 소비자 수요 파악 

대형할인점들은 업체들마다 그 지역상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대형 

할인점별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화 작업이라는 명목하에 대체로 본사에 

서 일률적으로 수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두 업체들은 본사에서 80% 정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20% 정도는 점포의 점장이 수립한다. 또 어떤 업체에서는 점포의 실 

무자들이 기안을 하면 본사에서 검토한 뒤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색도 거의 본사에서 결정한다. 최근 들어 업체들마다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할인점을 가면， 어느 층 어느 코너에 이 제품이 있다’라는 

표준화 전략 때문에 제품의 구색을 점포별로 하지 않고 본사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결 

정한다. 따라서 점포별로 발주하는 비중은 기껏해야 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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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의 발주는 고객 요구， 즉 각 점의 지난 4주 동안의 판매실적에 마케팅 변 

수를 고려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발주량을 근거로 한다. 물론 점포별로 발 

생하는 특수한 상황은 점포에서 수시로 추가 발주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 

로 본부 통합 자동발주 시스템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본부 통합 발주를 통해 

발주경비 절감뿐 아니라 고객요구에 근거한 발주로 과다재고를 없애고 불필요한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현장에서 종업원들이 상 

품의 판매상황을 보아 가며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을 체크하지만 대부분 전산 

처리망을 통해서 본사에서 수요조사를 한다. E-마트는 수요조사팀을 매장내에 파견하 

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사와 점포 데이터를 통해 수요파악을 하고 있다. 월마트는 본사 

에서 주로 하지만， 수요 조사팀을 매장내에 두고 신상품 아이디어 (new item request) 

제도를 두어 어떤 종업원이라도 신제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는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그동안 생산업체가 맡아왔던 홍보， 판매 등의 많은 기능과 역할이 

유통업체의 손에 넘어오게 되었으며， 소비자들과의 일차적 접촉에서 오는 소비자 정보 

를 유통업체가 축적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통엽의 대형화와 집중화， 체인화 현상80에 따라 유통업체 내부에서 자연스럽 

게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수립하고 있다. 이전에는 각 점포의 점장들이 일일 

이 자신들의 매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곤 했지만 이제는 본부에서 정책을 결 

정하여 각 지점에 일괄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결정이행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다. 

3) 유통채널81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1996년 이전에는 제조업이 유통채널을 장 

악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민경휘 외， 2000:29). 제조업 지배의 유통채널에 

서는 제조업체가 거대한 생산규모를 바탕으로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포장， 광고 등 생 

80 대형할인점의 대형화와 체인화는 기존의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에 형성된 전통적인 관계 
를 변화시거고 있다. 시장조사나 소비자 기호 조사，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할인점이 소비자들로부터 브랜드 로열티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로열티 즉 스토어 로열티까지 이끌어 내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제조업 
체에서 유통업체로의 시장 장악력은 불가결한 것이다. 
81 유통채널은 제품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요자로 흐르는 물류채널인 유통경로와 달리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생산， 공급하려는 주체적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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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심지어는 소비자 구매패턴 조사까지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유통시장 개방이후 외국의 다국적 유통업체들과 국내 업체들이 

할인점 시장에서 치열한 다점포화 경쟁을 벌이면서 구매력을 확보하게 된 유통업체들 

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대형할인점들을 대상으로 제조업체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유통채널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조업체와의 관계 

@ 납품업체의 선정 

대형할인점들은 대부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일일배송 생식품 등 

일부분은 점포마다 구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주로 기업의 지명도나 신뢰도 

를 고려하고， 기존의 거래 실적을 많이 고려하여 거래업체를 선정하였다. 델타클럽이 

나 훔플러스 같은 곳은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기업의 지 

명도를 고려해 제조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제조업 

체 쪽에서 대형할인점의 구매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물건 수량과 가격을 협상한다. 대 

형할인점은 거의 모든 업체가 최저가를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할인점측 

에서는 가격협상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가격을 조금 

이나마 저렴하게 또한 일일배송 생식품 같은 경우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 

부분의 할인점들이 직매입 구매담당자들을 산지에 파견하고 있다82 

대구시는 시 차원에서 대형할인점에 입점하여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우수 중· 

소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 품평회를 개최하기도 한다83 따라서 할인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류， 잡화， 장신구류 등 완제품과 농·수산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시청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대형할인점 본사 구매단과의 품평회를 통해 구매판로를 개척 

해 주기도 한다. 

@ 상품공급 네트워크 구축과 유통경로 

A. 상품공급 네트워크 구축 

이제까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와의 관계 정립은 제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82 유명한 제조업체들 빼고는 거의 다 업체쪽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이며， 다른 업체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며칠 몇 시쯤 
찾아봐면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해 오면， 구매담당자가 면담을 하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본 후 상사에게 결제하여 물건을 받기로 합니다.J 라고 구매담당자는 말한다. 
83 대 구시 광역 시 흠페 이 지 ,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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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84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한 유통채널을 장악하 

고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사실상 그 관계에 대한 정립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대형할인점과 제조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우선 본사에서 생각하는 제조업체와의 관계와 각 점포에서 생각하는 제조업체와의 

관계는 상당히 달랐다. 거의 모든 대형할인점들 본사에서는 제조업체의 원가， 납품기 

일， 제조업체의 지리적 위치나 물류창고에의 접근성 등 제조업체 입장은 전혀 고려하 

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대형할인점 본사의 요구에 충실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다85 

그러나 본사와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물건을 팔고 소비자를 상대하는 점포들은 제조 

업체와의 관계를 상호협조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점포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다86 특히 지방의 대형할인점들은 협력업체들에게 지역상권의 선도 

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상권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 

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 지역의 중·소 유통업과 프랜차이즈나 제휴 등을 통해 

해당 할인점이 지역상권의 중심축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물 

류 시스템과 제품 수주(outsourcing) ， 그리고 지역인력 등의 효율적 활용을 해야 한다 

고 본다. 즉 단순히 이익확대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가 됨 

으로써 구매력도 강화되고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의 윈-윈 체제구축이 한창이다. 조직정비로 공 

급체~ (supply chain)부문을 상품부문에서 분리해 확대， 개편， 조직화하여 자동발주， 

진열관리， 물류·배송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여 제조업체의 물류센터까지 납품비용을 절 

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공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조업체가 

대형할인점에서 자사의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고 또 얼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84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는 유통채널의 종류에는 모든 유통업체가 자사제품을 취급하게 하는 집 
약적 유통채널과 단일의 유통업자와만 거래를 하고 다른 메이커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 
는 배타적 유통채널 그리고 양자의 중간적인 선택적 유통채널이 있다. 
85 사실 우리업체에 납품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납품기일을 제대로 맞 
추지 못한다거나 우리의 요구대로 제품에 우리 업체 로고가 찍혀있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더 이 

상 거래하기 힘들죠.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보다 우리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알지 
만 그래야 우리 할인점의 최저가 이미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최대한 낮게 잡고 

보는 거죠.J 라고 본사 직원은 말한다. 
86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굴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함부로 부려 놓고 간다던지， 또는 소비자 
불만을 얘기해도 본사와 얘기해 보라는 퉁 하면서 막 나오기 때문에 상호협조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또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견들을 우리가 반영해 주면 제조업 
체쪽에서도 반가와하죠.J 라고 지점 직원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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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면 생산·재고·공급계획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조정， 관리함으 

로써 생산단가를 낮추고 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SCM(Supply 

Chain Managemen087이나 ERP(Enterprise Resource Planing)88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 

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E-마트와 까르푸， 롯데마트， 삼성 홈플러스 등의 주요 

대형할인점은 물류비 절감과 상품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공조하여 SCM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 유통경로 

유통경로89는 생산된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형성되는 유통기관 사 

이의 관계시스템을 말한다(조은관， 1995:5). 유통기구는 수직적 분화에 의해 다단계화 

가 이루어졌고， 수평적 분화에 의해 업종 내지는 상품별 전문화가 진전되었다. 20세기 

에 접어들면서 분화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많은 중간상이 개 

재함으로 인해 분업의 이점은 사라지고 여러 가지 폐혜가 생기게 되자， 유통기관의 대 

형화 현상이 더욱 촉진되었다(조은관 1995:8-9). 이러한 유통경로의 구성요소는 공간 

적 및 시간적 괴리를 없애는 측면에서 제품의 물리적 흐름을 전담하는 물적 유통 경로 

와 제품의 법적 소유권의 흐름을 전담하는 상적 유통경로로 분류한다. 또한 대금의 흐 

름이나 정보의 흐름， 촉진의 흐름， 서비스의 흐름 등도 유통경로로 취급하는데， 여기서 

는 할인점이 산지나 공장에서 제품을 받는 물적 유통경로에 대해서 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형할인점은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상품을 대량 저가로 사들이고， 입지 

비용이 낮은 저지대 지역에 위치하여 건물에 대한 투자도 최소화하며， 건물비와 내부 

87 물자， 정보， 재정 등이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상인，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동함 
에 따라 그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회사 내부와 회사간 관계 모두에서 이러한 흐릎들의 
조정과 통합 과정이 수반된다. 효율적인 SCM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필요할 때면 제품을 항상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고를 줄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SCM은 제품， 정보， 재정의 세 
가지 주요 흐름으로 나뒤어 질 수 있다. 제품 흐름은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의 상품 이동은 물 
론， 어떤 고객의 물품 반환이나 애프터서비스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보 흐름은 주문의 전 
달과 배송 상황의 갱신 등이 수반된다. 재정 흐름은 신용조건， 지불계획， 위탁판매， 그리고 권리 
소유권 합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88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 
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은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해 여러 개의 시스템 즉 생산， 판매， 인사， 회계， 자금， 원가， 고정자산 등의 운영 시스 
템을 갖고 있는데 ERP는 이처럼 전 부문에 걸쳐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표적인 기업 리엔지니어링 기법이다. 
89 일반적으로는 생산자→도매업자→소매점→소비자를 거치는 경로이다. 제품의 종류， 특성， 생 
산자의 유통정책 등에 의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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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비용도 절감하는 등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유통경로를 지향한다. 따라서 대부분 중앙집중매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형할인점들은 점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포구매 

(store buying) 방식을 채택하는 것보다 본사에서 직접 중앙집중 구매Ccentral buying) 

를 하여 업체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영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할인점마다 물품 구매 담당 직원들이 각 지점의 수요량을 검토하여 직접 

산지나 제조업체 관련자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구매력은 높일 수 

있으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호(200 1)는 대형할인점의 

유통경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는데(그림 V-5) , 다소 개괄적이라 면담조사를 통해 

식료품과 공산품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유통경로와 대형할인점의 유통경로를 비교· 

조사하였다. 소매상에 속하는 대형할인점은 제조업체 직매점이나 대리점이 아니기 때 

문에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대형할인점과 음식료품 업체와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는 것 

은 이전 유통경로와의 비교와 대형할인점의 유통경로 장악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계 

기가 된다. 

제조업자 

도매업자 

〈그림 V-5> 대형할인점의 유통경로 

자료: 이상호， 2001:7 

소비자 

음·식료품의 유통경로: 전통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고 난 후 직매점 

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도매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도매상은 다시 소매상 

에게 판매한다(그림 V-6). 한편 대형할인점의 식료품 유통경로는 산지에서 구매하여， 

중간 도매상을 통해 본사 물류센터로 오는 경우와 본사가 직거래를 통해 구입하거나 

또는 산지에서 중간 제조업자가 가공한 것이 물류센터에 배송되기도 한다. 이렇게 본 

사에서 구입한 것을 다시 각 대형할인점 지점에다 배송하기도 하고， 산지에서 바로 직 

거래로 구매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형할인점들이 신선식품과 공산품 물류센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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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따로 두고 일일배송 신선식료품은 1일 이내 배송하고， 음식료품은 3일 이내 배 

송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인 음식료품들은 대형할인점으로 바로 배송하기도 하고， 

물류센터에서 다시 가공하여 배송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대형할인점들이 본사에 

서 모두 구매하지만 몇몇 대형할인점에서는 상품종류의 10% 정도는 산지와 직거래를 

하기 도 한다(그림 V-7) , 

음식료품의 유통경로 

|생 | 

|산 | 

l 자 | 

(20 , 5%) 

의류의 유통경로 

생
 
산
 
자
 

소
 
비
 
자
 

〈그림 V-6> 전통적인 유통경로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8:40-42 재구성. 

공산품과 의류 유통경로: 전통적 유통경로(그림 V-6)를 살펴보면， 역시 생산자가 도 

매상이나 중간상， 대리점(직영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는 소매상이나 대 

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의 공산품이나 의류의 유통경로는 식 

료품보다 더 단순한데， 중간 도매상을 통하거나 직접 구하여 공산품 물류센터로 보내 

진 뒤 대형할인점으로 배송된다. 할인점의 경우 공산품이나 의류는 유통업자 상표인 

PB 상품 판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 매입상에게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20-30%) 

보다 직매입을 통하여 구입하는 비율(80-100%)이 훨씬 더 크다고 답해， 대형할인점 

의 중간상인 배제와 유통채덜 장악 정도를 짐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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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의 유통경로 

공산품 • 의류의 유톰경로 

-•{ 대형할인점 | 

〈그림 V-7> 대형할인점의 유통경로 

자료: 면담조사에 의해 연구자 작성. 

(2) 대형할인점의 유통업자 자체브랜드(Private Brand)90 상품의 개발 

대형할인점은 점포개발 단계에서부터 저가를 지향한다. 이러한 저가격 상품판매전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가상품 공급처의 적극 개발이다. 즉 제조업체의 제품을 대량 

으로 구매하여 낮은 가격에 매입하거나， 중·소 제조업체를 통한 유통업자 상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와 함께 저가의 다국적 기업 상품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대형할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주로 유명 제조업체의 제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통업체 상표인 PB 상품의 종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대형할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고회전·저마진의 상품， 박스 단위의 진열 및 판매 등으로 규모의 

90 유통업자 자체브랜드는 흔히 NB(National Brand:유명제조업자 브랜드)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NB는 대규모 제조업체가 개발한 상품으로 독자적인 상품명·마크·품질·제품 컨셉 등 
을 설정하고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상품이다. 폭넓고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과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광고， 충실한 A/S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PB는 유통업체가 개별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업 
체 독자의 상품품질·브랜드명·마크·로고·포장을 가지고 있다， PB는 유통업체 스스로 상품을 기획 
하고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반면 소비자에 의한 상품의 
지명도나 신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NB보다 크게 떨어진다. 또한 재고에 대한 부담을 유통업체 
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케팅 지향적 머천다이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큰 손해를 감 
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민경휘 외， 2000:7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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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체브랜드는 중간상의 배제 효과를 갖고 있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가격에 보다 민감하고 구매가치를 중시하는 계획구매가 확산 

되는 분위기와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PB 상품은 1995년 

유통업체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자체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라고 말하며， 대 

형할인점 업체 대부분이 상품 부문별로 컨셉을 설정， 브랜드명을 달리해 PB상품을 출 

시하고 있다. 

〈표 V-12> 대형할인점별 자체브랜드의 매출 구성비와 품목수 변화(1998-2001년) 
단위:% 

주자료없음. 

자료: 디스차운트 머천다이저， 200 1, 8월호. 

E-마트는 생식품과 가공식품 위주의 E-플러스， 의류， 잡화 등의 상품인 E-베이직，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인테리어 상품인 자연주의， 스킴 등의 4개 브랜드를 출시하여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E-마트는 지난해 이들 4개 PB상품으로 매출의 17% 

가량인 4천 8백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3년까지 4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E-마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가전 부문의 PB상품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 

다. 1999년 8월 현우 맥플러스와 손잡고 첫 선을 보인 ‘씨네마 플러스 TV’는 시판 8 

일만에 1천대가 념는 판매를 하였다. 이외에 소형가전인 헤어드라이기·다리미·밥솥 등 

의 PB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1998년 PB개발에 들어가 2001년 거의 120여종의 품목을 선보이며， 지 

난해 전체 매출액의 2.5%를 차지하였다. 이는 PB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초창기 총 

매출 구성비가 1%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여러 품목들 가 

운데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롯데마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패션의류 

부문으로 의류 전체 물량의 30% 이상을 PB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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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는 현재 까르푸 상품， 하모니， 블루 스차이 등의 브랜드로 2천여 종류의 PB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까르푸의 PB는 질 좋은 상품을 기존의 탑브랜드 상품보다 

10-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PB상품만을 

각 매대 끝에 진열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총 80여가지를 취 

급하고 있는 가전 PB의 경우 중고가 상품은 퍼스트라인， 저가상품은 블루스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까르푸 매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터내셔널 

PB 상품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백여 종의 PB 상품을 판매， 전체 매출액의 3%인 2백억 원 정 

도의 매출을 올렸다.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이들 상품들은 PB 브랜드의 

상표이미지와 디자인 개편작업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원가 분석과 판매가 

격 설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005년까지 전부문에 걸쳐 1 

만 3천여 가지 품목을 개발， 매출 비중을 30%까지 늘리고， 다국적 기업의 장점을 살 

려 테스코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소싱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한다. 

LG마트는 세련되고 즐거운 생활을 제안한다는 취지아래 SnF라는 PB상품을 개발하 

여 품질이나， 규격， 포장형태 등 단순히 포장만이 변경된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 요구 

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월마트의 경우 PB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의 

소매업체답게 다양한 PB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Great Value , Equate , Oloi 등과 같은 

자체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은 제조업체에서 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월마트 상표를 부착한 다양한 글로벌 상품91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세계 월마트 매장에서 취급되는 제품이며， 국내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개발하 

는 제품들도 있다. 현재 PB는 매우 빨리 확산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 

망이다. 그리고 기능면에서도 가전제품과 같이 기능적으로 복잡하고 단가도 높으며 소 

비 빈도도 적은 상품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최의경 1999:43), 이러한 PB의 성 

장이 저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와 직접 교섭하고 비 

용을 관리하여 브랜드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간상을 배제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그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소매업체가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게 됨으로써 전체 유통채널이 담당하고 있는 제품 

91 월마트 관계자에 의하면 글로벌(gobaI)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월마트의 PB 상품이란 인식보다 
는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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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 촉진 및 조사활동， 협상， 물류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수월해진다. 즉 여러 

유통단계에 이르는 유통 중간상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의 

유통업자 상표개발로 가격 정책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차별적인 서비 

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유통업자들은 자체상표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이 

라경 , 1997:13-17). 

또한 PB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대형할인점의 관계를 살펴보면， PB 상품 중에 

서 가장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식품부문인데， 쌀과 우유， 달갈에 대한 고객 

호응도가 특히 높다92 따라서 식품의 경우 PB 제조업체 선정시 대형업체를 선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대형 제조업체들이 믿을 수 있고 고객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PB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고객들도 제조업체 이름만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 제조업체와의 거래 

는 안정적인 공급 라인확보와 고품질， 철저한 관리때문에 대부분 대형 제조업체와 제 

휴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93 

한편 PB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 대형제조업체를 통해 

NB 상품을 PB상품으로 단순히 전환하거나 협력업체 주도하에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과 달리 의류나 비식품의 경우 중소업체 

와의 거래가 활발한 경우가 많다. 품질과 생산라인은 잘 갖춰져 있지만 영업력이 약한 

중소업체를 발굴해 상호작용을 꾀하는 것이다. 까르푸의 경우 생활용품을 PB로 납품 

하는 90여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경우 

글로벌 소싱을 통해 PB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다. 홈플러스는 올 하반기부터 영 

국 테스코 본사와 약 8백 50여 테스코 지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롱 아일랜드’라는 남 

성 토털 브랜드를 수입해 자체 PB화 한다는 방침이다. 월마트의 경우 전 세계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PB상품이 국내 매장에서도 동시에 판매되는데， 주로 외국에서 제 

조되는 것이 많고 국내 제조업체들 중에서도 중·소 업체 비중이 높다(표 V-13). 

또한 각 대형할인점들은 가격 경쟁력 강화와 상품 차별화의 수단으로 외부수주 

(outsourcing)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상품팀 내에 해외 외부수주 전략팀을 별도 

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올 하반기부터 영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테스코 

매장과 연계해 생활잡화를 중심으로 외부수주를 본격화한다. E-마트도 의류 PB상품의 

~2 2002. 2.4일 까르푸 관계자와의 면담. 
~3 2002. 2.6일 E-마트 관계자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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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국의 저렴한 생식품 및 의 

있다. 까르푸는 홍콩에 

주문자 생산(OEM)방식으로 생산해 

고
 

。

T셰
”
 

해
케
 --

짧
 빨
 

기지로 

반입한다는 

동남 아시아 등지에서 

해외상품 

국내로 

있다. 또한 중국내 매장을 

직접 생산， 구매해 

70% 정도를 중국 및 

하고 

류제품을 

있는 아시아 지역 무역 담당기구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는 몇몇 품목을 

상품을 브랜드 위드원의 경우， 해외유명 

외부수주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을 

있는데， 의류 브랜드 중 

ESQUEL사에 서 직 접 

고
 댐

 
주
 

I 해외에서 

생산하는 만족시키고 동시에 

있다. 

〈표 V-13> 유통업자 자체브랜드(Private Brand) 

자연주의 
E-마 

E 

η'k~ 효 λl-E r-'=, 。 τs-

가장 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라인 

E 
-까

 푸
 

고품질， 합리적 가격 
홈플 

러스 

롯데 

마트 

킴스 
크럽 

LGm 
E 

마
 E 

월
 

자료: 디스차운트 머천다이저， 2001 ， Vo l. 6 , No. 8 , 통권 68호， p.25와 각 업체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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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할인점의 온라인 사업진출 

최근 대형할인점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위협을 느끼고， 이 부문의 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대형할인점들은 다점포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한국 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 

래 시장의 비중이 워낙 커지자 신선식품과 생활용품을 위주로 온라인 사업을 대폭 강 

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 쇼핑몰과 e-슈퍼마켓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은 마케팅 전략 수정과 함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세계 (www.cyberemart. co.kr) E-마트는 서울 일부 점포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사이버몰을 올해 초에는 수도권의 모든 점포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미 옹 

라인 상에서 1 ， 500여개 주력 품목을 앞세워 2001년말 현재 30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월평균 15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대형할인점 사이 

버몰을 롯데닷컴에서 분리시킨 롯데마트( www.ilottemart. com)도 최근 전자문서교환 

(웹 -EDI)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할인점 고객관리와 협력업체 업무를 온라인을 통 

해 처리하고 있다. 델타클럽( www.dongadept. com)은 동아백화점 사이트에서 매장안내 

와 가격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화마트(hwm.co.kr) 또한 한화유통에서 분리하여， 

고객 서비스 제도， 보너스차드 제도， 한화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외국업체 가운데는 한국까르푸가 2002년 1월 까르푸코리아닷컴을 오픈하고 매장， 

상품소개， 세일행사， 가격정보 제공 등 전자 상거래 초기도입 단계의 고객서비스를 시 

작하고 있다( www.carrefour.co.kr) . 또한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는 올해 초 

e-홈플러스(www.e-homeplus.com)를 출범시키고 1만 5천여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 

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경기도 안산점을 전자상거래 시범점 

포로 설정하고， 결품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이 직접 대체상품을 선택하거나 배송 예정 

일자를 결정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월마트도 올해 안으로 매장 및 

상품 소개 등 전자 상거래 초기도입 단계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에 있다. 

대형할인점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당연히 저가지향형 

전략을 채택하여 지가가 저렴하고 매장의 비용구조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순히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닌， 편의성마저 갖춘 곳으로 전략 

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사례 대형할인점들의 경영전략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표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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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4> 사례 대형할인점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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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蠻鐵蠻隨혔蠻斷짧혔變蠻懶뽑麗蠻變蠻變斷톰찌휠 
한 

·전세계 1 ，598개 할인점 운영 ·매장의 고급화 
국 

·국가별로 초기 몇 년은 물류 ·문화마케팅 강화 
·지역주민 고용정책 

외 까 효율화 위해 5-10개 이상의 ·감각적 이미지와 넓고 쾌적 
·지역사회 단체에 기부 

국 
근 

점포 개점 한쇼펑공간 
·문화교실 등 이벤트 계획 

자 τ E 

본 월 
·전세계 5，000여개 대형할인점 ·국제적인 구매력과 공급선 확 

·지역소매엽체와 파트너 채택 
대 마 

운영 보 
·공동체 환경 프로그램 

형 E 
·해당국가의 유통업체 대상으 ·상품구색을 줄이고 목적구매성 

·다양한 주민이벤E 
할 로 인수·합병 전략사용 상걷효r-A「 돋 」ir리 n 

인 3rε1 ·전세계 700여개 점포 ·백화점의 고품격과 재래시장의 
·고객 리서치 활동 활발. 

점 IEEE -영국 테스코 그룹과 합작하 생동감 제공 
·녹색도시 만들기 

러 여 국내 정서에 맞게 식품부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쾌적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까、 문 강화 등으로 품질 차별화 한 쇼평환경제공 

자료: 면담조사에 의함. 

4. 소결 
먼저 대형할인점들의 입지전략은 다음과 같다. 국내 유통환경은 다점포화를 선점하 

려는 경쟁적인 대형할인점의 출점으로 과포화 상태에 도달한 지역이 많다. 이들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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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맞대응 가격 전쟁으로 영업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서비스 욕구 증대와 

초기 투자비용 증대로 점포 운영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자본 대형 

할인점들은 공장지대나 교외간선도로 주변 등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곳에 우선적으로 

입지하지만， 국내자본 대형할인점들은 대체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선호하기 때문 

에 비싼 지가로 인해 다층 구조로 점포를 출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운영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상권 특성과 점포구조에 따른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점포 투자 비용을 산 

출하는 등 손익에 맞는 점포 출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들에 부지를 확보하고 출점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과다한 출점 

경쟁은 상권확보에 어려움만 가져다 줄 뿐이다. 

한편， 대형할인점들의 경영전략을 살펴보면， 지역 최고점이 되기 위해 업체마다 치 

열한 판매전략과 상품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 첫번째는 상품구색 측면인데， 물론 

월마트나 롯데마트처럼 단순히 상품의 총류만 늘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갖추려고 하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상품 종류를 끊임없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도록 증가시켜 나가고 많은 종류의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 

둘째， 최근 들어 업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목표고객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고 

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비- ‘가치지향형 소매점’이 

되는 것이다. 소비자 기호가 개성화되고 소매업태가 다양해지면서 패션상품이나 계절 

상품 등 수시로 매출액의 변화가 심한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선호도 등을 파악하는 경 

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지역 최고점이 되기 위해 각 업체들은 고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는 

데， 고객들이 대형할인점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객에게 편안하고 쾌 

적한 쇼핑환경 제공과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휴식공간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시 

션로 여행사， 약국， 안경점， 의류 수선실， 카센터， 사진 현상소， 꽃집， 식당가 등을 운 

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유실， 유아놀이방， 심지어 커피숍까지 갖추었다. 

넷째， 대형할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주로 제조업체의 유명상표이지만， 최근 들어 

유통업체 상표인 PB상품의 종류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이것은 PB 상품이 중간상 

배제 효과를 갖고 있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격에 보다 민감하고 구매가 

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구매행태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129 



VI. 대형할인점의 소비자 구매행태: 대구시와 

인천시 사례연구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구매행태는 지역별로 어떤 차 

이가 있는가? 또한 대형할인점이라는 업태가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소비행태는 어떻 

게 달라졌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밝히기 위해 사례지역인 대구시와 인천시의 지역간 

소비행태와 자본 계열별 소비행태를 소비자 설문을 통해 비교한다. 또한 입지유형별로 

대형할인점을 분류하고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것은 대형할인점의 

입지전략과 경영전략에 대응한 소비자들의 할인점 선택 요인과 불편 사항， 구매행태의 

변화 등을 살펴 기존의 소비자 구매 행태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대형할인점이 입지 

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과 다른 유통업태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가구수， 가구 형태， 소득수준， 교육 정도 등의 소비자 

속성 변수를 파악하였다. 둘째， 대형할인점 이용행태에 관한 질문으로 대형할인점 이 

용 횟수， 이용목적， 다른 업태와의 차별성， 대형할인점 이용에 대한 태도 및 만족성 등 

에 관해 조사하였다. 셋째， 대형할인점 등장 이전과 이후의 구매행태 변화에 대한 질 

문으로 식료품，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등과 같은 편의재와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 등 

의 선매품을 소비자가 어느 유통업태에서 구매하는지 조사하여， 대구시와 인천시 각각 

321 명씩， 총 64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자본계열별 소비자 구매행태 

1)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인구 특성 

φ 성별 구성 

대구시와 인천시의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의 성 

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35명으로 21.0% , 여성은 504명으로 78.5%를 차지한다. 

대형할인점 이용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표 VI- l), 남 

성의 비율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대형할인점이 기존의 여성 중심의 유통공간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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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가족 중심의 유통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며， 부부가 

함께 쇼핑을 하는 것은 대형할인점에서 흔한 모습이기 때문이다94 설문 응답자 가운 

데 기혼자가 전체 응답자의 85%나 되는데， 대구시의 남성 비율(29.3%)이 인천시 

(1 2.8%)보다 더 높다. 이것은 대구시에 회원제 대형할인점과 전국적 규모의 업체가 있 

고， 이 업체를 대구시 뿐만 아니라 대구시 주변 지역인 구미시， 칠곡군 등에서 남자 

소매상인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VI-l> 대구·인천시의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 이용객의 성별 구성 

성별 

겨| 

224 
70 .4 
318 

단위 : 명， (%) 

자 본 계 열2) 

지방자본 | 외국자본 

( 100.0) 1 (100.0) 11 (100.0) (100.0) 
주 1) XL 

= 27.0 , (유의수준 0.000): 자유도 1, 카이스퀘어 통계량 27.0은 유의수준 
0.0000에 해당할 정도이므로(자유도 1, 유의수준 0.005의 카이스퀘어 임계치는 7.9 임.)， 

대구와 인천 사례도시별로 대형할인점 이용객의 성별 구성이 서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주 2): X2 = 12.3 , (유의수준 : 0.002): 자유도 2, 카이스퀘어 통계량 12.3은 유의수준 
0.0002에 해당하여(자유도 2, 유의수준 0.005의 차이스례어 임계치는 10.6 임) , 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 등 자본계열별로 대형할인점 이용객의 성별 구성이 서로 차이가 있다.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 연령 구성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연령구성은 30대가 44.9%로 가장 많고， 40대가 

35.7%로 그 다음이다.V장에서 대형할인점 업체의 목표 고객이 주로 30~40대 소비자 

였던 점을 상기해 보면， 이렇게 소비자 설문에서 주 이용고객이 30~40대 소비자인 것 

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VI- l). 이것은 이 연령대의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하 

는 연령층이기도 하며， 또한 대형할인점이 자녀들과 함께 쇼핑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인천시를 비교해 보면 95 대구시는 20대， 30대가 더 많은 반면， 40~50대 

94 대구시의 인구 성비는 남자 50.3% , 여자 49.7%이며， 인천시는 남자 50.5% , 여자 49.5%이다. 
95 대구시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10대 15 .4%, 20대 18.1 %, 30대 17.9%, 40대 15.7%, 50대 이 
상 15.5%이며， 인천시는 10대 15.1 %, 20대 16.3%, 30대 20.5% , 40대 15.8% , 50대 이상 
1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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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은 인천시가 더 많다. 그리고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이나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보 

다 지 방자본 대 형 할인 점 이 40대 이 상의 소비 자가 더 많이 응답했다(표 VI-2). 

(%) 
60 

50 

40 

30 

20 

nU 

nU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그림 VI-l> 대형할인점 고객의 연령분포 

〈표 VI-2> 대형할인점 고객의 연령충 구성 
단위 : 명， (%) 

연령 

10-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지밤자본 외국자본 

주 :X'::=33.1 , (유의수준 : 0.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2) 사회·경제적 특정 

@ 직업 분포 

일반적으로 대형할인점의 고객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중산층 주부라고 여겨지 

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예상대로 전업주부가 대구시 33 .4%, 인천시 4 1.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무직， 공무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비자도 비교적 많다. 

소비자들의 직업구성은 대구시와 인천시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무직，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는 인천시가 많고， 대구시 소비자들의 경우 자영업， 판매 서 

비스직， 전문직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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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3>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 고객의 직업 

직업 鋼-
η
패
 

중
 -( 

641 
(100.0) 

전업주부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전문직 

기타쥐 

겨| 

주 : XC = 26.8 , (유의수준 : 0.00 1) 
주) 운수업， 자영업， 학생 등이 이에 포함됨.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자본계열별 소비자의 직업구성을 비교해 보면(표 VI-3) , 지역별(대구시와 인천시) 

분류보다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의 경우 전업주부가 35.5%,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35.2%인데 반해，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은 49.5%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매우 많다. 그리고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전문직의 비율은 외국계 대형할인 

점이 가장 높다. 지방자본은 자영업을 하는 계층도 많이 응답했는데， 이것은 자영업을 

하는 소매 상인들이 대구시의 회원제 할인점과 대형할인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지만 최근 들어 여성 

의 사회진출이 많이 늘면서 전업 주부 외에도 직업을 가진 소비자들도 대형할인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교육정도 

대형할인점 이용고객의 교육 수준96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63.8%, 고졸이 33.5% 

로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로는 설문 응답자의 학력 구성에 큰 차이는 없으 

나， 외국계 대형할인점 (68%)의 소비자들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 (60%)이나 지방자본 

대형할인점 (58%)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VI-

4). 

96 대구시 인구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중졸 28.6%, 고졸 42.1%, 초대졸 이상 졸업은 29.3%이 
며， 인천시는 중졸 13.5%, 고졸 53.0%, 초대졸 이상 3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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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4> 대형할인점 이용고객의 교육정도 

단위 : 명， (%) 

학력 
자 본 계 열 

겨| 
대구시 인천시 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 

중졸이하 
7 10 9 2 6 17 

(2.2) (3.1) (4.2) (1.9) (1.9) (2. 7) 

고졸 
107 107 77 41 96 214 

(33.3) (33.6) (35.8) (39.8) (29.9) (33.5) 

대졸이상 
207 201 129 60 

(64.5) (63.2) (60.0) (58.3) 

겨| 
321 318 215 103 

(100.0) (100.0) 

주 : x~ = 14.0 , (유의수준 : 0.007),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대형할인점은 그 입지적 특성상 소득이 안정적인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점에 입지한다. 설문 조사 결과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계층이 가장 많았다. 설문 응답자 중 인천시는 400만원 이상의 응답자 

가 15%나 되어 비교적 고소득층에서도 일상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2). 자본계열별로 대형할인점 고객의 소득수 

준을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소득이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IV-5). 이것은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외국에서의 대형할인점 이용 경험이 

있거나 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0 

45 

40 
35 

30 

25 

20 

15 

200-300 300-400 400만원 이 상 

〈그림 VI-2> 지역별 대형할인첨 고객의 소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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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5>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 고객의 소득 

단위 : 명， (%) 

소득정도 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 겨| 

200만원 미만 79 37 98 214 
(37.8) (37 .4) (30.5) (34.0) 

200-300만윈 77 36 98 211 
(36.8) (36.4) (30.5) (33.5) 

300-400만윈 
31 13 61 105 

(14.8)) (13. 1) (19.0) (16.7) 

400만윈 이상 22 13 26 99 
(10.5) (13. 1) (8. 1) (15. 7) 

겨| 209 99 321 629 
(100.0) (100.0) (100.0) (100.0) 

T 'Xι = 14.0 , (유의수준 : 0.03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 주거 유형 

대형할인점 이용고객의 거주 형태는 아파트가 60.2%로 가장 많았고， 

21.9% , 다세대 가구 17.9%로 나타났는데 97 대부분의 대형할인점들이 1차 상권에 

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입지의 우선 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두 지역 소비자들의 주거형태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 소비자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67%)이 대구시 (53%)보다 다소 높았다(그림 VI-3-VI-4). 자본계열 

지방자본 대형할인점 응답자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78%)이 가장 높게 나타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의 경우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 

단독주택 

대 

로 보면， 

났다. 이것은 

기 때문이다. 

다서|대 

19% 

網% 
아파트 

53% 

다세대 
17%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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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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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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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4> 인천시 소비자의 주거형태 〈그림 VI-3> 대구시 소비자의 주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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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구시 전체의 주택유형 구조는 단독주택 30 .4%, 아파트 49.7% , 다세대 주택 16.8%, 인천 
시는 단독주택 24.7% , 아파트 54.6% , 다세대 주택 2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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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이용행태 

(1) 이용 특성 

대형할인점은 기존의 다른 유통업체와는 경영 전략이나 입지 전략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품구색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운영 시간도 대부분 밤 11시까지， 심지 

어 24시간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또한 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 시설과 기 

타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입지전략은 V장에서 밝힌 것처럼 15분에서 30분내 

의 1차 상권을 중요시 여기지만， 부지확보와 교통의 문제로 주거지와 떨어진 교외 간 

선도로 유형도 선호한다. 이러한 대형할인점의 입지 특성 및 경영 특성은 소비자들의 

이용 특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대형할인점 1회 지출비용 

대형할인점 이용시 1회 평균 구매 금액은 대구시와 인천시 두 지역간에도 다소 차 

이가 난다.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금액대는 5만-10만원이고， 그 다음이 3만-5만원이지 

만， 대구시는 5만-10만원이 42.5%로 가장 많고， 인천시는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소 

비자들도 25%로 꽤 많은 편이다(그림 V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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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만 3만-5만 5만-10만 10만이 상 

〈그림 VI-5> 대구시와 인천시의 1회 지출비용 

그러나 자본계열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소비자들이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하는 곳은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으로 3만-5만원의 구성비가 43%로 가장 많다. 또 

한 10만원 이상의 구매자도 비교적 많아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구매금액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구매지 부근의 지역 주민들은 적은 규모 

의 소비행태를 보이고， 반대로 지역 상인들은 대형할인점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구입해 이렇게 구매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다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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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있는 중앙자본 대형할인점들은 5만-10만원의 구성비가 가장 많고， 3만-5만 

원 미만의 응답비율도 높은 편이다(표 VI-6).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에서의 소비자 구매 금액은 지방자본이나 중앙자본 대형할인점 

보다 규모가 크다.5만-10만원 정도 구매한다고 응답한 고객들의 비율도 많지만， 10만 

원 이상 구매한다는 소비자들도 29%로 많았다. 이것은 국내 대형할인점들이 식료품 

위주의 매장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역 토착할인점이나 중앙자 

본에서는 3만-10만원 정도 이용하는 반면，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에서는 의류 및 잡화， 

화장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VI-6> 대형할인점에서의 1회 구매 금액 

3만-5만윈 

5-10만원 

10만원 이상 

겨l 

주 : xc, = 45.6 , (유의수준 : 0.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한편，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계 전체의 소비 금액 중에서 

대형할인점에서 지출하는 비중을 조사하였는데， 평균 25. 1%로 높은 수치로 나타냈다 

98 이것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할인점에서 많이 지출하고 있 

다는 것을 말한다. 인천시 소비자들의 대형할인점 지출 비중이 대구시보다 다소 높으 

며，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이 중앙자본이나 외국자본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7). 

〈표 VI-7> 가계지출비 중 대형할인점에서의 구매 비율 

이
 -% 

「t
-
떠
 

대
 
-
깅
 

시
 -% 천

 
-
퍼
 

인
 
-
낀
 

자 본 계 열 

지방자본 

28.27% 

외국자본 

26.43% 

사례도시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98 대형할인점 고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할인점 지출 비중이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실제보 
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 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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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대형할인점 고객들의 구매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횟수와 이용시간대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횟수는 월 평균 3-5회가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10회 (21%)정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VI-6). 이는 대형매장 

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바탕으로 한번에 많은 물건을 구매하여 잦은 쇼핑을 줄이는 다 

목적 구매행태의 쇼핑이 선호되어 때문에 일주일에 1-2번 정도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형할인점을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59%)에 이용하는 것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I-7). 

5꽤 많 3회미만 
21%/...-r': 를‘c;.U 10 

i?." 
i 45% l 

수시로 

8%\ 

금
 
깨
 

/ 

월 -옥 _/ 
26% 밑 

27% 

〈그림 VI-6> 대형할인점 고객의 이용횟수 〈그림 VI-7> 대형할인점 고객의 이용요일 

그런데， 대구시와 인천시 두 지역간에 대형할인점 이용횟수나 이용요일은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의 경우 한 달에 10회 이상， 다른 업체들보다 자주 이용 

하는 구매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차 상권의 소비자들이 수시로 지방자본 대형 

할인점을 이용해 이제 대형할인점이 지역주민에게 밀착된 유통업체가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지역 기반의 중·소 유통 업체들이 대형할인점의 등장 

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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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8>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 이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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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의 이용시간대는 오후 12시에서 5샤까지가 55%로 가장 높아， 가족들이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주말 오후 시간을 보내는 쇼핑공간으로 대형할인 

점이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외에도 5시에서 8시까지가 21% , 밤 8시 이후에도 

12%나 되어，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대형할인점의 특성상 직장인들이 퇴근한 후 늦은 

시간에도 쇼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I-9). 

이 후 1 2 시 

2 •% 듀듣:::::::::=-뿔뿔-듀~ 

] 
〈그림 VI-9> 고객의 이용시간대 

@ 이용 교통수단과 매장까지의 소요 시간 

기타 

3% 

〈그림 VI-10> 고객의 교통수단 

입지 전략과 경영 전략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형할인점들은 1차 상권의 인구 크기와 

교통의 편리성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할인점들의 전략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형할인점 매장까지의 

소요시간과 이용 교통수단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천시의 경우 소요시간이 15분 이내라 

고 답한 소비자가 52% , 15분에서 30분이 40% ,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8.7%이다. 이 

것은 30분 이내 거리의 1차 상권 소비자들이 인천시에서 대형할인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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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이내 15-30분 30분-1 시간 1 시간이상 

〈그림 VI-11> 대형할인점 고객의 매장까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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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 또한 15분 이내가 54%로 가장 많고， 15분에서 30분이 32%로 인천시 

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대구시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10.6%, 1시간 이상도 

3.1%나 되는데， 이것은 대구 주변지역의 구미시， 칠곡군， 경산시， 하양읍， 심지어 경주 

시에서까지 대구시의 대형할인점으로 쇼핑을 하러 오기 때문이다(그림 VI-1 1). 대형할 

인점의 자본계열별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의 소요시간이 가장 짧 

아 15분 이내가 68.9%나 되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은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이 

조금 높다(표 VI-8). 이것은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의 상권이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이나 

중앙자본 대형할인점들보다 좁게 형성되어 있고，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의 상권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VI-8>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 고객의 소요시간 

소요시간 중앙자본 

15분 이내 
103 

(47.2) 

15-30분 
83 

(38.1) 

30-60분 
29 

(13.3) 

1 시간 이상 
3 

(1 .4) 

겨| 
218 

(100.0) 

T :Xι = 18.6 , (유의수준 : 0.017)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지방자본 

71 
(68.9) 

25 
(24.3) 

7 
(6.8) 

103 
(100.0) 

단위 : 명， (%) 

외국자본 겨| 

166 340 
(51.7) (53.0) 
122 230 

(38.0) (35.8) 
26 62 

(8.1) (9. 7) 
7 10 

(2.2) (1.6) 
321 642 

(100.0) (100.0) 

한편 대형할인점을 이용할 때의 교통수단은 자가용 승용차가 65%로 가장 많았다99 

이는 대부분의 대형할인점들이 자가용 이용 고객을 고려하여 입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특히 국내자본 대형할인점들이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스스로 상권의 최소 요구치에 구애됨이 없이 배후지를 형성하던 것과 달리，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개점 초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던 점에서 자가용 고객을 더 우선 

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도보도 18%나 되는데， 이것은 대 

형할인점 주변의 1차 상권 내에 있는 전업주부들이 주로 도보로 오는 경우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다(그림 VI-10). 

99 대형할인점 고객 중 70%가 자가용을 1대 소유， 약 22%가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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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할인점 선택요인 

@ 방문 목적 

대형할인점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현재， 소비자들이 설문조사 당일 대형할인점 

을 왜 찾았는지 조사하였다. 이것은 대형할인점의 개념적 이용 목적에서 벗어나 구체 

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할인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료품을 구입하러 옹 소비자가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공산품을 구입하러 온 소비자(33.3%)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에서 

단순히 식료품이나 공산품만 사는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한다. 문화센터를 이용한다 

던지， 식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대형할인점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러 오기도 한 

다. 

다목적 구매를 위해 방문한 소비자도 17.4%나 되며， 식사 및 단순 구경도 6.5%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인천시 소비자들은 대구시보다 식료품 

구입 비율이 더 높지만 지역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에 

서 문화센터를 이용한다던지 식사 및 아이쇼핑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것은 이들 

업체가 다른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이나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에 비하여 규모가 작아 편 

의시설이나 문화센터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표 VI - 9). 

〈표 VI-9> 대구·인천시 대형할인점 고객의 이용 목적 

이용목적 

식료품 구입 

생활공산품 구입 

편의시설 이용 

문화센터 이용 

가격 알아보기 

식사 및 아이쇼핑 

다목적 구매 

겨| 

사례도시 자 본 계 열 

주 : xC: = 12.9 , (유의수준 : 0.044) , xC: = 44.1 , (유의수준 : 0.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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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업시설과 대형할인점 이용빈도 

소비자들이 얼마나 자주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통시설에 대한 

한달 평균 이용빈도를 조사하였는데， 재래시장은 한달에 평균 2.4회 이용하고， 대형할 

인점은 5.1 회， 백화점 l. 8회， 전문점 l. 4회， 슈퍼마켓과 거주지 주변의 상점은 9.3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슈퍼마켓을 가장 많 

이 이용하며， 그 다음으로 대형할인점을 자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은 그만큼 대형할인점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유통업태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재래시장과 거주지 슈퍼마켓이나 상점을 이용하는 빈도는 대구 

시 지역이 다소 높았다. 또한 국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재래 

시장이나 거주지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빈도가 잦았다(그림 VI-12). 

월평균 상업시설 이용횟수 

재래시장 백화힘 거추지주변 전문가깨 대혐할인접 
슈퍼마켓 

〈그림 VI-12> 월평균 유통시절 이용빈도 

@ 대형할인점 점포 선택요인 

인근 지역에 기타 다른 유통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대형할인점을 이 

용하는 이유， 즉 점포 선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백화점이나 일반 재래 

시장， 동네 수퍼마켓 등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 

였다. 이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34.3%)를 가장 많이 들었고， 

상품구색이 다양하기 때문(28.3%)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22.3%)이라는 이유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대구시와 인천시를 비교하면 인천시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이라고 39%나 대답했고， 대구시 고객은 30% 정도가 가격요인을 들었다. 한편， 상품구 

색의 다양성을 주요 이유로 꼽는 경우가 대구시는 32%나 되는 반면 인천시는 2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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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대형할인점 자본계열별로 점포 선택요인을 비교해 보면， 지방자본 대형할인 

점은 가격요인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는 고객이 월등히 높다(53%). 반면 교통의 편리 

성을 점포 선택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는 업체는 외국계 할인점이다(표 VI-I0). 이것은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들의 교외간선도로형 입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면 쉽게 이 

해가 된다. 그리고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의 경우 매장 인테리어와 쾌적한 점포분위기， 

다양한 부대시설 등도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경우 조그마한 불 

량이나 불만사항에도 즉시 반품이나 교환을 해주는 반면， 일반 대리점에서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응답한 고객도 있고， 대리점의 경우 유상으로 수리 및 애프터 

서비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을 찾는다고 응답한 고객도 있다. 

여기서 대형할인점과 다른 유통업체와의 차별성은 결국 저렴한 가격과 상품의 다양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리， 편리한 교통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요인으로 

꼽아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대형할인점들이 마케팅 경영전략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자들이 할인점을 찾는 이유는 가격이나 거리요인도 중요하지만 

경쟁업체가 많을 경우 다양한 서비스 시설， 매장의 분위기， 문화센터 이용 등 기존의 

유통시설의 서비스와는 한 차원 높은 고급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0> 대구·인천시 대형할인점 고객의 점포선택요인 

선택요인 

가격이 저렴 

거리가 

가장 가까뭄 

상품구색이 

다양함 

교홍，주차시설 편리 

대량구매 가능 

종업원친절 등 기타 

겨| 

사례도시 

대구시 인천시 

(띠2경짧웰2점흙?휴7끼) I (띠2김많짧1?많0%8밍) 11 띠 

(셔잃;겹~) 1 (잃) 111 (껍) 
(5 S) | (5.E) I (3l) 

(133jo) l (135j이 평 I (1많0) 
주 : X'" = 8.2 , 

자료:설문조사 

(유의수준 : 0.147) , XL 
= 44.5 , (유의수준 : 0.000) 

@ 대형할인점에서의 불만족 요인 

단위 : 명， (%) 

외국자본 

24 
(7.5) 
25 

(7.8) 
9 

(2.8) 
321 

(100.0) 

겨| 

37 
(5.8) 
35 

(5.5) 
25 

(3.9) 
642 

(100.0) 

많은 소비자들이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느끼고 있는 불만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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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VI-1 1). 전체적으로 대형할인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은 상품구색이다. 대부분의 대형 

할인점들이 계산대를 30개에서 40개씩 두고 있지만， 하루 대형할인점 내점객이 평일 

6 ，000명， 주말 10 ，000-12 ，000명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유통업태보다 계산대에 

서 많이 기다리는 편이다. 또한 아무리 할인점들의 영업시간이 길다 하지만， 소비자들 

이 찾는 시간은 대체로 오후 2-6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대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의 강점 가운데 하나가 상품구색이 어느 

유통업태보다 많다는 점이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종류， 크기， 성능， 가격을 

가진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형할인점에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아 상품구색에 

도 불만족을 나타냈다. 그 외에도 매장의 분위기， 교환시의 불편한 점 등도 불편한 점 

으로 꼽고 있다. 

〈표 VI-11> 대구·인천시 대형할인점 고객의 불편사항 

불편사항 
사례도시 자 본 계 얼 

대구시 인천시 중앙자본 지방자본 

13 20 9 
규모가 작다 

(4.3) (6.8) (4.4) 
65 55 34 

상품구색이 적다 
(21.6) (18.8) (16.5) 

22 33 22 
불쾌한 매장 분위기 

(7.3) (11.3) (10.7) 

주차장 시설이 불편 

기타 

301 293 
(100.0) I (100.0) 

겨| 

주 : xc. = 23.8 , (유의 수준 : 0.002), xc. = 43.9 , (유의 수준 : 0.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단 

외국자본 
겨| 

33 
(5.6) 

사례 도시간에는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 차이가 크진 않지만， 상품구색에 대해 느 

끼는 불만 정도는 대구시 소비자들이 인천시보다 더 크다고 응답했으며，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자본계열별로 느끼는 불만사항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의 경우는 상품구색이 부족한 점 (35%)을 가장 큰 불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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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꼽은 반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과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계산대에서 기다리 

는 시간을 각각 42%, 40%로 꼽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은 상품 

구색， 매장의 분위기 등을 불편사항으로，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상품구색， 가격이 다 

른 업체에 비해 비싼 점 등을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표 VI-l l). 

3) 상품 구매지 변화와 다른 유통시설에의 영향 

대형할인점이 추구하는 경영전략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구색， 고객 편의시설 

확보 등임을 이미 업체 인터뷰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기존의 

유통업태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재래시장， 근린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백 

화점과 제조업체 대리점 등은 나름대로 수행하는 유통기능이 각기 달리 존재했었고， 

계층성이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할인점이 등장하면서 취급상품의 계 

층이 파괴되어 1차 산품에서부터 대형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각 유통업태가 수행하던 기능이 대형할 

인점에서 통합되고 각 업태의 계층성마저 파괴되고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등장은 

전통적인 소규모 상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존에 우위를 점하던 상업지역의 

대형 점포에도 영향을 미쳐， 상품의 특징에 따라 형성되던 소매상권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형할인점 등장 100 이전의 구매지와 이후의 유통시설 이용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소비자의 구매공간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유통업태의 계층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 

다. 

(1) 대형할인점의 구매 품목 

일반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1차 산품은 거주지 주변의 재래시장과 접근성이 좋은 

상점에서， 가공식품과 음료， 주류， 일상 생활용품 등은 인근의 근린 슈퍼마켓이나 거리 

상 약간 떨어진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입했었다. 또한 의류， 잡화 등 비교 선택이 필요 

한 선매품은 상업 중심지와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며， 가전제품과 같이 구 

매빈도가 낮고， 상표의 인지도를 중요시하는 상품은 제조업체의 대리점이나 백화점을 

100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주지 인접지역에 다른 유통업체가 입지하는지에 대한 조 
사를 하였는데， 대부분 경쟁 유통업체가 있었고， 경쟁업체 중 다른 대형할인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경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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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입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여기서 한꺼 

번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 

비자의 행태는 다른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행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소비자 행 

태를 파악하는 것은 기존 유통시설에 대형할인점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 

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형할인점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선 

생식품， 주류， 음료 등의 식료품(70%)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은 비누， 치 

약， 세제， 그릇 등의 생활용품과 자동차용품(1 8.4%)이며， 의류 및 잡화는 7.8% , 가전 

제품은 2.3% , 가장 구매 빈도가 낮은 것은 화장품과 악세사리였다(표 VI -12). 생활공 

산품의 구매비율은 대구시 소비자들이 인천시 고객보다 높았고， 의류 및 잡화의 구매 

비율은 인천시 대형할인점 고객들이 더 높다. 

자본계열별 특정에서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은 식료품 구매비율이 86%나 되는 반면， 

지방자본 대형할인점과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각각 67%와 60%로 중앙자본 대형할 

인점보다 낮다. 그러나 생활공산품과 자동차용품의 구매비율은 지방자본 대형할인점 

(26.2%)과 외국자본 대형할인점 (22.4%)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 (8.7%)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대구시의 델타클럽이 회원제 창고형 대형할인점이라 소매상인들이나 지역 상권 

내의 소비자들이 다른 것에 비해 할인폭이 큰 공산품 위주의 물품을 많이 구입하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국의 경우 대형할인점은 원래 공산품을 싸게 파는 것부 

터 시작했고 식료품류의 판매로 슈퍼센터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 

〈표 VI-12> 대구·인천시 대형할인점 고객의 구매품목 

구매품목 

가전제품 

화장품，액세서리 

생활공산품，자동차용품 

계 

주 : X" = 26.3. (유의수준 : 0.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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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반해， 국내의 대형할인점에서는 고객의 식품 구매빈도가 높은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식료품류의 구색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 품목별 구매지의 변화 

2000년 5월에 한국소비자 리서치에서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의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의류와 식료품류， 가전제품， 아동·유아용 

품， 주방 생활용품 등의 구입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에서는 주로 의류， 구두· 

가방， 보석류， 아동 유아용품을 많이 구입하고 대형할인점에서는 식료품류와 주방생활 

용품을 많이 구입하며， 전문상점에서는 가구류와 보석류 등을， 가전제품은 전자도매상 

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1 한편 한주성(1998)은 수도권과 대구권 지역을 

소매업 경영 측면에서 비교하였는데， 수도권 지역은 쇼핑재화의 소매업이 대구권보다 

구성비가 높고， 대구권은 편의재화 소매업의 구성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 

례지역인 대구시와 인천시의 소비자들이 대형할인점에서 주로 어떤 품목을 구매하고， 

또 어떤 품목이 아직도 전문 상점에서 많이 구매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대형할 

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알려진 식료품과 생활용품， 둘째， 전문 수리점 

에서 주로 판매하던 자동차용품， 셋째， 기존에 백화점이나 제조업체 대리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던 의류 및 잡화， 넷째， 소규모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류， 다섯째， 기 

존에 제조업체 대리점에서 거의 전매하다시피한 가전제품 등으로 분류하여 대형할인점 

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구매장소를 비교하고자 한다. 

@ 식료품 

1차 산품은 그 특성상 구매빈도가 높고， 운반이 어려우며，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근린 재래시장과 상점， 슈퍼마켓 등지에서 구매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대 

형할인점의 엄청난 상품 구색과 구매력으로 질 높은 신선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101 서울시에서도 소득이 높은 집단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서초·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식료품류와 주방 생활용품 등의 대형할인점 이용비율이 매우 높게 나왔 
다. 이것은 그만큼 대형할인점이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체임을 말하는 것 
이다. 

〈서울시 강남·서초·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할인점 이용행태〉 단위:% 

구분 의류 人6.l 프 C그E T ETE 피혁류 보석류 가구류 가전제품 아동용품 주밤생활품 

t:!!l~ 숨~~저그 68.1 15.8 60.4 49.2 19.3 18.7 49.1 25.3 
대형할인점 8.1 51. 1 10.1 4.0 9.5 11.5 15.1 46.7 
저무.'사 c>저 C그 17.3 5.9 27.0 42 .4 62.6 26.1 22.0 10.3 
재래시장 5.5 27.2 2.5 4.4 8.6 43.7 13.8 17.7 
자료: 한국소비자리서치 2000.2000년 대형할인점 이용행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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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략은 더 이상 1차 산품을 최근린 상점에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소 

비자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의 1차 산품의 공급 경쟁력은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일반 식료품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경쟁 

력 우위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가공식품을 박스나 묶음단위로 판매함으로 인해 

식료품의 경우 가격이 근린 슈퍼마켓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그림 V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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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할인점 

〈그림 VI-13> 식료품의 구매 유통시설 변화 

재래시장에서의 식료품 구입은 대형할인점이 생기기 이전에는 약 26%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약 4%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대형할 

인점 이용의 주 고객이 30-40대 주부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더 

욱 큰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근린 슈퍼마켓은 할인점이 생기기 이전에는 61%의 큰 

이용률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16%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1차 산품 

을 구입하는 경우는 10%였으나 대형할인점이 개설된 이후에는 겨우 2%가 이용한다 

고 답했다. 그에 반해 대형할인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한다고 답한 고객의 비율은 70% 

이상이나 되어 결국 근린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이 대형할인점의 입지로 인해 큰 타 

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형할인점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신선식품을 주 매출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점들은 대형 

할인점들의 다양한 상품구색과 진열， 그리고 현대식 보관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대형할인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인천시가 대구시보다 다소 높으며， 

대형할인점이 등장한 이후 재래시장이나 근린 슈퍼마켓， 백화점에서 이용하는 비율 등 

은 비슷했다. 또한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이나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보다는 지방자본 대 

형할인점에서의 식료품 구매비율이 더 높다(표 VI-13). 이것은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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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의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펀 업체이기 때문에 1차 상권에 있는 주민들이 식품 

을 주로 구매하러 오기 때문이다. 

〈표 VI-13> 유통시절별 식료품의 구매 변화 

단위:% 

사례도시 자 본 계 얼 

유통시설 대구시 인천시 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재래시장 26.5 4.7 25.3 2.5 25.8 3.7 28.2 2.9 25.2 3.7 

슈돼마켓 65.1 16.9 56.9 14.6 59.9 17.1 56.3 8.7 63.2 17.1 

백화점 6.2 2.5 14.1 1.6 9.2 1.8 14.6 3.9 9.3 1.6 

대형할인점 76.0 81.3 77 .4 84.5 77.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 생활용품 

세제， 식기，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생활용품은 소모품이 많고， 구매빈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제품들은 대형할인점이 생기기 이전에는 주로 근린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던 

품목들이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의 구매력과 엄청난 상품구색， PB 상품 등으로 인한 저 

렴한 가격 때문에 더 이상 최근린 거리가 한계요인이 되지 못한다. 특히 치약， 비누，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은 대형할인점의 경쟁력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박스나 

묶음단위로 판매하여 가격이 일반 소매점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그림 VI-

14). 따라서 생활용품 또한 식료품류와 더불어 대형할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 

목이다. 자본계열별로 생활용품의 구매지 변화 차이는 작지만， 표 VI-14와 그림 VI-

14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시 (60%)보다 대구시 (68.4%)가 대형할인점에서 생활용품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4> 생활용품의 구매 유통시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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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4> 유통시설별 생활용품의 구매 변화 

단위:% 

사례도시 자 본 계 열 

유통시설 대구시 인천시 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재래시장 20.3 9.4 19.2 10.1 20.9 7.0 17.5 7.8 19.7 12.2 

슈퍼마켓 65.6 10.9 61.8 15.8 64.2 12.1 63.1 16.5 63.6 13.2 
님--，니 ; 를디L 저 C그 14.1 11.3 18.9 14.2 14.9 12.6 19.4 9.7 16.6 11.6 

대형할인점 68.4 60.0 68.3 66.0 63.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외국자본 대형할인점 이용고객 중 대형할인점이 등장하기 이전에 재래시장에서 생활 

용품을 구입하던 비율은 19.8%였고， 근린 슈퍼마켓에서는 63.7% , 백화점에서는 

16.5%였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이 등장하고 나서는 64% 이상의 소비자가 대형할인점 

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용품의 구매지 변화율이 높은 것은 영세 

한 재래시장이나 근린 슈퍼마켓 등 중·소 규모의 상점들이 대형할인점들의 다양한 상 

품구색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자동차용품 

자동차 용품은 대부분 자동차 서비스센터나 정비소와 같은 전문점에서 구매되는 경 

향이 있었다. 자동차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며，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구매빈도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할인점들이 자동차 소모품 

전문코너를 개설해 판매하고 있으며， 가족단위로 쇼핑을 하러 온 경우 여성들이 식품 

류나 의류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성들은 공구， 자동차 코너 등에서 시간을 보 

내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에서 이 품목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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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전문가게 백화점 대형할인점 

〈그림 VI-15> 자동차용품의 구매 유통시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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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인천시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에서의 자동차 용품 구매가 대구시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이나 지방자본 대형할인점 

보다는 자동차 용품을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표 VI-15). 

〈표 VI-15> 유통시설별 자동차용품의 구매 변화 
단위:% 

사례도시 자 본 계 얼 

유통시설 대구시 인천시 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슈돼마켓 4.2 0.3 2.5 0.6 3.8 1.4 4.0 0.0 2.8 0.0 
전문점 82.3 35.3 74.2 19.1 66 .4 36 .4 76.0 26.2 83.0 21.7 
백화점 13.5 3.8 23.3 2.8 19.0 3.7 20.0 3.9 14.2 2.8 

대형할인점 60.5 77.5 58 .4 69.9 75.8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 의류 및 잡화 

의류 및 잡화는 상품 특성상 구매빈도가 낮고， 비교적 긴 시간의 구매 탐색을 거치 

며， 주로 상업 중심지에서 구매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도심 상 

점가의 의류전문점， 또는 유명 의류 제조업체의 대리점에서 주로 구매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형할인점에서 의류는 물론 구두， 가방， 속옷 등 각종 잡화용품을 취급하고 있 

어 고급 제품은 아니더라도 비교구매가 가능하고， 또한 일괄구매의 매력을 지니고 있 

어 이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형할인점은 주로 저렴한 PB 상품을 중심으 

로 특별한 디자인이나 상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의 의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한 상표의 의류나 외출복， 

패션을 고려한 의류 등은 여전히 백화점에서의 구매가 우선이다(그림 VI-16). 

l60)다 

〈그림 VI-16> 의류 및 잡화의 구매 유통시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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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6> 유통시설별 의류 및 잡화의 구매 변화 

단위:% 

유톰시설 
대구시 인천시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재래시장 6.6 3.1 4.1 2.5 
전문대리점 41.0 33.3 24.5 10.6 
백화점 48.9 33.3 68.6 49.5 

대형할인점 30.2 37.4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인천시의 경우 의류나 잡화전문 상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24.5%에서 10.6%로 줄어 

들었고， 대구시는 41%에서 33.3%로 줄어들었다. 백화점에서 의류나 잡화를 구매하는 

비율은 대형할인점이 등장하기 이전보다 각각 19% , 16% 더 감소하였고， 인천시 설문 

응답자들은 37 .4%, 대구시 설문 응답자의 30.2% 정도가 대형할인점에서 의류 및 잡 

화를 구매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류나 잡화의 구매는 백화점에서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다(표 VI-16). 

@ 화장품 및 악세사리 

화장품 및 악세사리의 구매 장소는 상표 피부 적합성 등과 관련된 구매 소비자의 

취향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비싼 외제 화장품은 백화점에서， 일반 소비자들 

은 화장품 전문 대리점에서， 저소득계층 중 일부는 재래시장 잡화상에서 화장품을 구 

입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할인점들은 화장품 및 액세서리 중 국산 제품의 다양한 

상표를 모두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 기존의 화장품 전문 대리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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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래시장 전문가게 백화점 대형할인점 

〈그림 VI-17> 화장품의 구매 유통시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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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7> 유통시절별 화장품의 구매 변화 
단위:% 

사례도시 자 본 계 얼 

유통시설 대구시 인천시 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재래시장 3.5 1.6 1.0 0.9 1.9 1.4 3.0 1.0 2.2 1.3 

전문대리점 73.3 52.2 66.2 28.9 69.6 52.9 62.4 30 .4 72.2 25.6 

백화점 16.4 12.7 27.1 16.4 21.7 12.4 29.7 25.5 19.2 12.5 

대형할인점 33.5 53.8 33.3 43.2 50.7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또한 대형할인점의 주 이용고객이 주로 주부들이기 때문에， 식료품류의 일괄구매와 함 

께 다목적 구매행태로 화장품 및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문화장 

품 대리점이나 악세사리 상점에서 화장품이나 악세사리를 구입하는 비율이 약 66%에 

서 약 29%로， 대구시의 경우 73%에서 52%로 확연히 낮아졌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비율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대형할인점에서 화장품이나 악세사리를 구입하는 

비율은 인천시 약 53% , 대구시 약 34%로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많이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VI-17). 그리고 자본계열별로 화장품 및 액세서리 구입율을 보면 중앙자 

본에서의 구입율은 33% , 지방자본은 43% , 외국자본은 51%나 된다(표 VI-17). 

@ 가전제품 

이제까지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을 주로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구입해 왔다. 

가전제품은 구매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번 구입하게 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탐색기간이 길고 구매를 위한 이동거리도 길어 주로 중심 상점가나 백화점에서 구 

매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가전제품 회사 대리점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전문 유통업 

체가 생겨 그곳에서의 구입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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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게 백화점 대형할인점 

〈그림 VI-18> 가전제품의 구매 유통시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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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전제품은 가격비교가 쉬워 대형할인점의 전단지 광고 중 미끼상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상품이다. 대형할인점에서 주로 판매하는 가전제품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 

지 않고 이미 단종되었거나 대형할인점 전용 제품들이 많지만， 최근 제품 종류가 다양 

해지고 서비스가 고급화되며， 할인점의 각종 행사 기간에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할인점에서의 구매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띤다. 

인천시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 등장 이전에는 주로 가전 제품 전문점에서 제품을 구 

매 (79%)하였으나 지금은 약 54%가 대형할인점에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 

대구시 소비자들의 경우는 약 86%가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지금은 

57%가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대형할인점에서 37% 정도 구입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자본계열별로 중앙자본 대형할점을 이용하는 고객 중 36% , 지방자본 41% , 외국자본 

의 약 53%가 대형할인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전제품 

전체 구매자들 중 45%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표 VI-18) , 기존 가전 

제품 제조업체의 대리점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또한 제조업체 

에 대한 유통업체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VI-18> 유통시절별 가전제품의 구매 변화 

단위:% 

사례도시 자 본 계 열 

유통시설 대구시 인전시 중앙자본 지방자본 외국자본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재래시장 2.2 0.6 0.9 0.1 1.9 0.5 2.9 1.0 0.9 0.0 
전문접 85.7 56.8 78.5 38.6 84.5 56.9 75.5 47.6 82.6 41.4 
~~ 특2J 저 C그 10.5 6.0 18.3 7.4 10.8 6.5 20.6 10.7 14.9 5.6 

대형할인점 36.6 53.9 36.1 40.8 52.9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3) 대형할인점의 입지가 다른 유통시설에 미친 영향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할인점은 다른 유통시설에 어떠한 형태로 

든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이 생기기 이전보다 쇼핑하기가 편리해졌다 

고 하지만 다른 유통업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형할인점이 다 

른 유통시설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형할인점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경제에 도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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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한 고객이 약 40%나 되었고， 또한 ‘기존 상점들을 자극하여 질 높은 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고객이 약 13%이다. 이것으로 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들은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 유통 업태들 중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업태 

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 등 기존의 유통 시설들에 피해를 주 

어 지역의 상업활동에 저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고객이 약 21%이며， 과도 

한 경쟁으로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대답한 이용자가 약 14% , 승용차 이용 등으로 교통 

혼잡이 초래되고 있다고 대답한 이용자도 약 11%나 된다(표 VI-19) , 

한편， 대구시의 대형할인점 고객들은 인천시 고객들보다 대형할인점이 저렴한 가격 

으로 소비자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약 42%)도 높지만， 재래시장 등 기존 

상업시설에 피해를 주어 지역상업활동이 저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인천시의 약 17% 

보다 조금 높은 약 25%이다. 그리고 자본계열별로 보아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을 이용 

하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지역 상업활동의 위기 정도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 

자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앙자본 44% , 지방자본 52%인데 반해， 외 

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약 34%이다. 또한 재래시장 등 기존 상업시설에 피해를 주어 지 

역의 상업활동이 저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중앙자본 18% , 지방자본 17% 

인데 반해，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약 24%나 된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식료품류 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 등도 많이 구입하지만 국내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 VI-19> 대형할인점이 다른 유통시절에 미친 영향 
단위:% 

영 향 

시
 -

도
 -

례
 -

사
 

-
궤
 

대
 

자 본 계 열 

겨| 

겨|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경제 134 
(42.1) 

42 49 34 
(13.2) I (15.3) 11 (15.7) 

36 46 25 
(11.3) I (14.3) ‘ (1 1.6) 

27 44 22 8 
승용차 이용으로 교톰혼잡초래 ‘、 | | (8.5) I (13.7) 11 (10.2) I (7.8) 
재래시장 등 기존 상업시설에 78 56 39 17 
피해주어 지역 상업활동 저해 I (24.5) I (17.4) 11 (18. 1) I (16.7) 

317 319 216 102 
100.0) I (100.0) 11 (100.0) I (100.0) 

주 : XE- = 9.8 , (유의수준 : 0.044) , X'L = 2 1.9, (유의수준 : 0.038)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에 도움율 준다 

과도한 광고와 경쟁으로 과소 
비 조장 

기존 상점둘 자극하여 질톨은 

서비스 받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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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에서 대형할인점이 워낙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취급 상품에 

의한 유통시설의 계층성을 붕괴시키고 있고，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지역의 상업 시설들 

이 가지고 있던 상권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재래시장이 

나 근린 상점들의 영세 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 

인다. 

대형할인점의 자본계열별 특성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와 그에 따른 업체들의 

성장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VI-19). 

다 

E수 

E수 

· 구매특징: 전업주부 많이 이용， 가격이나 거리， 상품 구색 요인을 중요하게 생 

각함. 식료품 구매 비중 높음.1 차 상권도 많이 포섭하지만 의외로 시장 넓응 

성장전략차 상권 고객 확보롤 위한 지역밀확헝 경영 전략과 더불어 

독창적인 한국형 대형할인점 이미지 구축에 주력. 

· 구매특징: 전업주부 이용비율 높응.1 회 구매비용 낮음. 소요시간 비교적 짧음. 

식료품 구매 비중 높음. 가격 요인을 점포 선택요인 1 순위로 생각할. 

· 성장전략: 지역특성을 고려한 접포배치 1 차 상권 소비자들을 고려한 식 

품 매장 강화와 의류 및 잡화매장 강화하여 차별화. 

구매특징: 직업을 가진 여성， 고소득층의 비율이 다른 대형할인점보다 

많음. 샘활공산품과 선매품의 구매비중 높고， 다목적 구매행태 보임. 

성장전략: 국내 토착화에 전념하고 상권 범위 넓으므로 가족 단위의 가치제공 

복합 쇼핑공간 되도록 문화시설이나 휴식공간， 식당가 등 다양한 시설 필요. 

〈그림 VI-19> 사례 대형할인점의 소비자 구매행태와 그에 따른 성장 전략 

156 



2. 입지 유형별 소비자 구매행태 

이 절에서는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성이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지 유형별로 소비자 구매행태를 분석하였다. 

V장에서 연구대상지역 대형할인점의 입지 유형을 밝혔듯이， 부도심 지역에 위치한 업 

체 중 주거밀집지 지향형에 위치한 5개 업체와 상업지역에 위치한 2개 업체， 도시 주 

변부에 위치한 업체 중 교외 간선 도로형 4개 업체와 공장부지 입지형 1 개 업체로 분 

류102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파악하였다. 

1) 소비자 이용행태 

(1) 이용상의 특정 

@ 이용횟수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월 평균 이용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도심 

의 주거밀집지 지향형에 해당하는 대형할인점과 교외간선도로형 대형할인점을 이용하 

는 소비자들이 할인점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0> 입지유형별 대형할인점 이용횟수 

이용횟수 

주 : xc. = 15.2 , (유의수준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대형할인점을 월 3-5회 정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데， 주거밀집지 지향형 

102 대구광역시， 1997 ,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 1997 ，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 
본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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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외간선 도로형 할인점들은 5-10회 이상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약 22%를 

넘고， 10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비율도 7%나 된다(표 VI-20) , 반면 상업지역에 위치 

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대형할인점에 비해서 꼭 필요할 때만 이용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거밀집지 

지향형 할인점들은 그야말로 근린지구에 분포한 쇼핑시설로 정착되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교외 간선 도로형 대형할인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으며， 대량으 

로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이나 식료품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이용 

하는 유통시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용 교통수단과 요일 

한편 대형할인점까지 오는데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라고 응답했 

다. 이것은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성도 있지만 대형할인점에서는 대량으로 상품을 구 

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지유형의 특성에 상관없이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한다. 

특히 도시 주변부에 있는 공장부지형 대형할인점의 경우， 입지전략에서부터 도시 주변 

부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했기 때문에 주거지가 없고 공장들 뿐이라 대중 교통수 

단의 이용이 어려워， 약 85%나 되는 소비자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 

답했다(표 VI-2 1), 

〈표 VI-21> 대형할인점 고객의 이용교통수단 

교통수단 

도보 

버스 

부도심 

주거밀집지 
지향형 

주 :xι = 32 .4, (유의 수준 : 0 ,00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도시 주변부 

상업지역형 | 공장부지형 교외간선 
도로형 

단위: 명， (%) 

계 

대형할인점을 주로 이용하는 요일에 있어서도 부도심의 주거밀집지 지향형 대형할인 

점과 다른 대형할인점들 간에 차이가 있다. 주거밀집지 지향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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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은 평일(월~목)에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대형할인점에 비해 높으 

며， 요일에 상관없이 수시로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고객도 많다. 부도심에 있는 

상업지역형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말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20대의 비 

율도 높고 직장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평일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에 이용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에 반해 도시 주변부의 공장 부지형에 해당하는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주말에 대형할인점을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평일에 가기에는 적당한 위치도 아니고，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대형할 

인점에서 1주일 양의 상품을 구매하고 가족과 주말 한 때를 보내는 공간으로 생각하 

기 때문이다. 

@ 매장까지의 소요시간 

고객들이 대형할인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22). 먼저 부도심 지역 중 주거밀집지 지향형은 15분 이내 거리가 가장 많다. 

이것은 주거밀집지 지향형의 대형할인점들이 인근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가 많아 소비자들이 도보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5-30분도 약 38%를 차 

지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상업지 

역에 위치한 경우 소요시간은 15분에서 30분이 43%로 가장 많고 30-60분도 약 

15%나 되어 주거밀집지 지향형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은 상업지역에 있는 

대형할인점의 경우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기 위해 온 경우도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왔다 

가 들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도섬에 있기 때문에 다소 먼 거리에서도 이용하는 경 

우가 있다. 

〈표 VI-22> 대형할인점까지의 소요시간 

소요시간 

15분 이내 

15-30분 

30-60분 

1 시간 이상 

겨| (100.0) (100.0) 

주 : X(, = 35. 1. (유의수준 : 0.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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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 주변부의 교외간선도로형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소요시간은 

15분 이내가 가장 많은데， 비교적 근거리의 소비자들 중 교통이 편리한 점을 이용하여 

자가용 승용차로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30-60분 소요되는 비율도 10%를 넘어 상반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많이 소 

요되어도 교외간선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 멀리서 쇼핑을 오는 고객이 있 

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공장부지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은 특히 다른 입지유형에 속하는 

대형할인점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30-60분이 9% ， 1시간 이상이 6% 정도로 소요 

시간이 길어도 매장이 넓고 교통이 편리한 점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1회 구매비용 

대형할인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비용을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 

도심 지역의 대형할인점보다 도시 주변부의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더 많다. 

부도섬의 주거밀집지 지향형과 상업지역을 비교해 보면， 주거밀집지 지향형에서 구매 

하는 비용이 더 많다.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3-5만원대가 34%, 5-10만원대가 37%인 

데 반하여 상업지역은 각각 40%와 46%이다. 그에 반해 주거밀집지 지향형 할인점에 

서는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도 약 19%나 되어 상업지역보다는 구매 금액이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23> 대형할인점의 1회 구매금액 

구입버용 

만-3만윈 

3만-5만훤 

5-10만윈 

10만윈 이상 

기타 

주 : XG = 40.8 , (유의수준 : 0.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반면 도시 주변부의 교외 간선도로형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은 3-5만원대와 5-10만 

원대의 비율도 높지만， 10만원 이상의 비율(25%)도 비교적 높다. 가장 구매 비용이 많 

은 입지유형은 도시 주변부의 공장부지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인데 5-10만원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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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도 약 50%를 넘으며， 10만원 이상의 구매를 한다고 응답한 고객들도 30%를 넘 

는다(표 VI-23). 이렇게 도시 주변부에 위치한 대형할인점들은 부도심 지역의 소비자 

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방문하여 식료품이나 저렴한 의류를 구입하는 것과는 

달리， 1주일치 상품을 구입하거나 의류 및 잡화， 가전 제품 등을 구입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대형할인점 선택요인 

소매점포에는 백화점， 재래시장， 전문가게， 편의점， 근린 슈퍼마켓 등 다양한 소매 

점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것은 곧 

대형할인점과 다른 점포와의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대형할인점의 장점을 파 

악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다. 입지유형별로 상품구매시 대형할인점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주거밀집지 지향형 대형할인점의 경우 가격요인， 거리， 상품의 다양성 순이지만 

다른 입지유형의 대형할인점보다는 교통이 펀한 대형할인점을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부도심의 상업지역 103 에 위치한 할인점의 경우 거리 요인을 1순위로 

꼽은 소비자가 많았다. 또 기타 이유도 11%나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저녁 늦은 시간에 

안전하게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주변의 다른 상업시설이나 상점을 함께 이용 

할 수 있어서’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표 VI-24> 대형할인점의 점포선택요인 

선택요인 

가격 저렴 

거리 가장 가까뭄 

상품구색 다양 

교통 편리 

대량 구매 가능 

기타 주) 

겨| (100.0) 

주) 매장 쾌적， 종업원 친절 등. xz = 38.9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103 특히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다른 할인점과 재래시장이 인근 지역에 있다고 응답 
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 원거리가 많고 상품구입의 선택 
폭이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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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구매지 변화와 다른 유통시설에의 영향 

(1) 대형할인점의 구매품목 

최근 들어 대형할인점에는 없는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구비해 놓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상업시설에 대형할인점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아보고， 입지유형별로 대형할인점 구매 품목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형할인 

점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거밀집지 지향형의 대형할인점은 식료품이 약 66%, 생활공산품이나 자동차용품이 

약 21%로 두 품목만 합해도 83%이다. 즉 대형할인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품 위주로 구입하고 있다. 또한 상업지역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약 89% 

가 식료품만 구입한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상업지역에서 다른 소매 상품， 즉 의류 

및 잡화， 화장품 및 액세서리 등은 인근 소매 점포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식료품 외에 

는 구매하지 않는 것 같다. 한편 교외간선 도로형 소비자들도 식료품이 약 66%, 생활 

공산품이나 자동차용품 22%로 역시 이 두 품목의 소비가 가장 많다고 응답한다. 그러 

나 공장부지형은 다른 입지유형의 업체들보다 구매품목이 다양하다. 의류 및 잡화의 

구매비율도 약 13%나 되며 가전제품도 5.7%로 다른 입지유형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 

다. 이로써 대형할인점에서는 주로 식료품이나 생활공산품을 많이 구매하지만， 도시 

주변부에 위치한 공장부지형 할인점에서는 식료품 이외에도 의류 및 잡화， 가전 제품 

등 비교적 다양한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표 VI-25). 

〈표 VI-25> 대형할인점의 구매 품목 

구매품목 

식료품 

의류 및 잡화 

주 : X.:: = 3l.4 , (유의수준 : 0.002)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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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구매 유통시절의 변화 

@식료품 

식료품의 경우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거지와의 거리가 가장 큰 요인 

이었지만，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은 식료품이 주요한 판매상품이라 각 할인점마다 그에 

맞는 전략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어 최근에는 거리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근린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형할인점에서 구 

입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런데 주거밀집지 지향형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더욱 클 것 같지만 입지유 

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업지역형이나 교외간선 도로형 대형할 

인점에서 대형할인점 개설 이전보다 식료품을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대형할인점들은 업태별로 상 

품구색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 주변부의 공장부지에 입지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 근린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비율도 

높은 편 이 다(표 VI-26). 

〈표 VI-26> 유통시설별 식료품의 구매 변화 
단위:% 

유통시설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 생활용품 

생활용품은 식품류와 더불어 대형할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다. 앞 절에 

서도 지역간 차이나 자본계열 대형할인점 간에 생활용품 구매지 이용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입지유형별 구분에 의한 생활용품 구매 유통시설 변화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부도섬에 위치한 상업지역형 대형할인점은 근린 슈퍼마켓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 

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상업지역이 워낙 교통도 혼잡하고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린지역에서도 생활용품을 많이 구입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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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품 

대부분 자동차 서비스 센터나 정비업소 같은 전문점에서 구매하던 자동차용품은 전 

문성을 요구하는 제품을 제외한 품목은 사실상 대형할인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그 

리고 웬만한 대형할인점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를 편의시설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부 

들이 쇼핑을 하는 동안 남자들은 자동차 정비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동차 용품의 

전문점 구매율이 대폭 감소했는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곳은 부도심의 주거밀집 

지 지향형의 대형할인점이다. 이것은 주거지 주변에서 물건 구매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순전히 자동차 정비를 위해 대형할인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 

시 주변부의 공장부지 대형할인점에서도 자동차 관련 상품을 많이 구입한다고 응답하 

고 있다(표 VI-27). 

〈표 VI-27> 유통시설별 자동차용품의 구매 변화 

단위:% 

유통시설 | 주거밀집지지향형 상업지역형 공장부지형 교외간선도로형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 의류 및 잡화 

의류 및 잡화는 아직까지 전문점이나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데， 입지유형 

별로 비교해 보면， 의류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은 공장부지형이다. 이 유형은 백화 

점에서 약 53%, 대형할인점에서 약 43%가 의류 및 잡화를 구입해 양극화 현상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의류는 백화점에서， 일상 생활복은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거밀집지 지향형도 35% 정도 

가 대형할인점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대형할인점이 주거지 

주변에 있어 수시로 쇼핑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저렴한 일상 생활복 

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표 VI-28). 

164 



〈표 VI-28> 유통시절별 의류 및 잡화의 구매 변화 

단위:% 

부도심 도시 주변부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한편 부도심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 보 

다는 의류 전문 상점이나 백화점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부도심의 상 

업지역에 입지한 대형할인점은 주변의 다른 가게나 백화점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 

외에도 패션감각을 추구하는 의류의 성격상 대형할인점보다는 백화점이나 의류 전문점 

을 이용하게 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 화장품 및 액세서리 

한편 화장품 구매 유통시설의 변화도 의류 및 잡화 구매의 변화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 

났다. 응답자들 중 공장부지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여 

기서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업지역의 소비자들이 가장 적게 구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역시 다른 대형할인점들보다 10대， 20대 소비자가 많고 직 

장인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전업주부들보다는 비싸고 질이 좋은 백화점이나 전문상점 

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할 수 있다(표 VI-29). 

〈표 VI-29> 유통시설별 화장품의 구매 변화 

단위:% 

유통시설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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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최근 들어 대형할인점에서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도 

시 주변부에 있는 공장부지형 대형할인점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할인점에서 구입하 

는 비율이 가장 많다. 주거밀집지 지향형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전문점에서 가 

전제품을 사는 경우가 약 43%, 대형할인점에서 가전제품을 사는 비율이 51%로 대형 

할인점에서도 비교적 가전제품을 많이 사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도심의 상업지 

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전문 상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약 65%,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약 28%로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 10대， 20대 

소비자가 다른 입지 유형의 대형할인점들보다 많고， 또 응답자 중 전업주부들보다 사 

무직， 판매직， 전문직 등의 직장인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공장부지형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전문 상점에서 가전제품을 사는 비율 

이 73.1%에서 25%로 많이 줄었고，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약 64% 정도여 

서 다른 입지유형의 할인점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전제품을 대형할인점에서 많이 구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30). 이것은 대형할인점의 규모가 워낙 크고， 상품구색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대형할인점이 설립된지 비교적 오래되어 다양한 상품을 저 

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표 VI-30> 유통시절별 가전제품 구매의 변화 

단위:%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166 



3) 입지유형별 소비자의 거주지 공간분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는 지역간 차이보 

다는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에 의한 차이가 더 크다. 그러므로 대형할인점이 입지해 

있는 곳이 부도섬 지역인지 도시 주변부인지， 또는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상 

업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교외간선도로 부근에 입지해 있는지， 공장부지에 입지해 있 

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거주지 공간분포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각 입지 유형별로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거주지 공간 분포를 지 

도상에 나타내어 대형할인점이 포섭하고 있는 상권의 범위가 대형할인점이 위치한 입 

지유형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대구시와 인천시 두 지역간 차이는 나타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거밀집지 지향형 

대구시의 주거밀집지 지향형에 속하는 대형할인점들은 대형할인점 부근의 소비자들 

이 많이 이용하지만， 인천시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대형할인점의 경우 입지해 있는 해당 구와 인접 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 

지만 인천시보다 상권이 넓은 편이다(그림 VI-20). B 대형할인점도 이 할인점이 입지 

해 있는 해당 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상주시나 경산시에서도 이용하고 있 

다(그림 VI-2 1). 또한 대구시의 대형할인점 중에서 가장 먼저 개점하였고， 매출액 부 

문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C 대형할인점의 경우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는 주거밀집지 지향형에 속하지만， 대구시의 어떤 대형할인점보다도 상권의 범 

위가 넓어 1차 상권뿐만 아니라 2차 상권까지도 포섭하고 있다104 대형할인점들이 경 

쟁 대형할인점이 없는 지역에 가장 먼저 출점하려고 하는 이유도 지역선점 효과를 노 

리는 것인데， 포항시나 경주시， 구미시 등에서 조차 이 대형할인점을 이용한다(그림 

VI-22). 설문조사에서 이 대형할인점은 오전에 지역 소매상인이 상품을 대량으로 구 

매해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이 점포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형 

할인점 중 가장 처음 이용한 점포라는 점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있는 것을 보면 

지역선점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4 2차 상권은 점포 고객의 15-20%가 거주하는 상권의 범위로 1차 상권의 바깥에 위치하며， 
고객의 분산도가 완전 편의품인 경우에는 2차 상권 지역에서 약간의 고객밖에 흡수하지 못하지 
만 선매품일 경우에는 2차 상권도 많이 포함하게 된다. 선매품의 2차 상권은 흔히 버스나 승용 
차로 30-60분 걸리는 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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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시 지역의 주거밀집지 지향형 대형할인점의 경우， 남동구에 위치한 D 

대형할인점은 할인점 소재지인 남동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바로 인근 남구 

와 연수구에도 이용한다(그림 VI-23). 또한 부평구 소재 E 대형할인점은 할인점이 위 

치한 부평구와 주변 1차 상권 10“에서 많이 이용해， 비교적 한정적인 공간 포엽력을 보 

인다. 이 대형할인점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뿐 아니라 놀이시설， 패스트푸드점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그림 VI-24). 

〈그림 VI-20> 대구시 주거밀집지 지향형 A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10(; 1 차 상권은 흔히 상점 고객의 60-70%가 거주하는 상권의 범위를 말하는데， 고객들이 다른 
상권의 고객들보다 점포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고객수나 고객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지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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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1> 대구시 주거밀집지 지향형 B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그림 VI-22> 대구시 주거밀집지 지향형 C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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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3> 인천시 주거밀집지 지향형 D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그림 VI-24> 인천시 주거밀집지 지향형 E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170 



대구시와 인천시의 대형할인점들이 주거밀집 지역에 비슷한 유형으로 입지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대구시의 대형할인점은 인근 경상북도의 

중·소 도시에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형할인점과 같은 넓은 주차시설， 저렴한 

가격， 대량 구매， 상품구색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인근 시에서도 이용할 만한 충분 

한 이유가 되므로 상권의 범위가 인천시보다 넓다. 그것은 곧 대형할인점의 입지로 인 

해 중·소 유통업체가 도매상보다 더 저렴한 값으로 대형할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또한 그만람 대구시의 재 

래시장이나 인근 중·소 도시의 유통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기도 하다. 

(2) 상업지역 입지형 

부도심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거주지를 살펴 

보면 예상과 달리 주거밀집지 지향형보다 상권의 범위가 좁다. 이것은 인천시 상업지 

역 대형할인점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규모가 작고， 주차장도 다른 대형할 

인점과 달리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근거리의 소비자들 위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 같 

다(그림 VI-26). 그러나 대구시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F 대형할인점은 인천시 업체 

보다 더 먼 거리의 지역에서도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그림 VI-25). 이러한 현상은 

대구시의 도심부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구미시， 달성군 등 인접 시·군에서 이곳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주변환경이 왕복 4차선 도로에， 복 

잡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라 자가용 승용차 고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어 주거밀 

집지 지향형이나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점포보다는 상권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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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5> 대구시 상업지역 입지형 F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그림 VI-26> 인천시 상업지역 입지형 G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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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부지 입지형 

도시 주변부의 공업용지에 속해 있는 대형할인점 또한 상권 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H 대형할인점은 인천시 지역에서의 상권 범위도 넓지만 강화군， 김포시， 서울시， 인천 

시 영종도 등 시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7 (그 

림 VI-27). 

o 5 애lometer. 
~ →￥ 

〈그림 VI-27> 인천시 공장부지 입지형 H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4)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도시 주변부의 교외간선도로핵에 속하는 대형할인점은 주거밀집지 지향형과는 달라 

고객들의 거주지가 가까운 곳도 많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7 소비자들의 거주지와 대형할인점의 평균 거리(단위 :km) 
입지유형 | 대구 l 인천 

주거밀집지지향형 
상업지역형 

교외간선도로형 

공업지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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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동부에 치우쳐 있는 I 대형할인점은 인근 경산시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 

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도시 주변부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은 입지해 있는 구 뿐만 아니 

라 대구시에 인접한 경상북도의 중소 도시들의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VI-28) , 또한 대구시의 교외 간선 도로형에 속하는 대형할인점도 상권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고속국도 북대구 나들목에 인접해 있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J 대형할인점은 해당 구 뿐만 아니라 경산시， 구미시， 칠곡군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 

다. 이것은 상품가격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점을 이용해 대구 주변의 중·소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VI-29) , 

제 1 경인고속국도의 끝과 제 2경인고속국도와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K 

대형할인점의 경우 대형할인점이 입지한 해당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이 

용하고 있고， 경인고속국도 끝 지점에 있는 이 곳은 서울시에서도 이용하기 편한 교통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고객도 이용하고 있었다(그림 VI-30) , 또한 L 대형 

할인점의 경우도 해당 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경인고속국도 부평 톨게이트에서 

50m도 안되는 위치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부평구와 인접한 서울시， 부천시에서도 이 

용하고 있다(그림 VI-3 1), 

〈그림 VI-28> 대구시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I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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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29> 대구시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J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그림 VI-30> 인천시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K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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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31> 인천시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L 대형할인점 고객의 분포 

이상으로 대형할인점의 입지 유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와 공간적 범위를 살 

펴보았다. 지역이나 자본계열별 특정보다는 입지유형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태가 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대형할인점의 입지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부도심 지역보다는 도시 주변부의 상권범위가 넓고 인천시보다는 대 

구시의 상권범위가 더 넓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외국과 달리 식료품류나 

일용잡화 위주의 구매를 위해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간적 범위 

를 나타낸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상권의 인구 크기가 가장 중요한 입지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주변부의 교외간선도로에도 대형 

할인점들이 많이 입지하여， 교통이 편리한 점 때문에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 

는데， 이것은 교외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형할인점들과 주거밀집지에 입지한 대형할인 

점들은 상권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종류나 구색， 경영전략이 다트게 전개되어야 한 

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각 입지유형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와 그에 따른 성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V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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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련 VI-32> 입지유형에 따른 소비자 구매 특성과 성장전략 

주거밀집지 지향형은 1차 상권의 고객 요구를 잘 수용하여 식품류의 강화와 더불어 

저렴한 의류 및 잡화 등의 구색에도 유의해야 하며， 상업지역은 주변에 다른 유통시설 

들이 많으므로 주변 유통시설들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주차시설을 보다 

확충하여 복잡한 상업지역의 단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장부지형 입지형은 

매장의 고급화와 더불어 쾌적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은 공장부지형과 마찬가지로 상권이 넓은 편이므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가족단위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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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품 구색을 다양하게 갖추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구매행태가 지역별， 자본계열별， 입지 

유형별로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며， 다른 유통업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대 

구시와 인천시를 사례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대구·인천시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아파트에 거주 

하는 30-40대의 전업 주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등의 고객 구성비가 높았다. 

둘째， 월 평균 3-5회 정도 이용하는 고객이 가장 많았으며， 주말에 다양한 상품구 

색을 바탕으로 한 대형할인점에서 한번에 많은 상품을 구매하며 잦은 쇼핑을 줄이는 

다목적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 정도의 고객이 자가용 승용차 

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할인점들이 입지전략에서 자가용 승용차 

고객을 고려하여 입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소비자들은 백화점이나 일반 재래시장， 근린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지 않고 대 

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과 상품구색의 다양성， 가까운 거리 때문이라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품구매의 목적 이외에도 편의시설 이용이나 단순 구경， 식사 

등의 쇼핑목적 이외의 이용도 높고， 주말에 ‘가족들의 여유공간’으로 생각하면서 대형 

할인점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내계보다는 외국계 대형할인점에서 그런 경 

향이 더 강하다. 이것은 앞으로 대형할인점들이 마케팅 경영 전략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소비자들이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나 거리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쟁업체가 많을 경우 다양한 서비스 시설， 매장의 분위기， 

문화센터 이용 등 기존의 유통업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 

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넷째， 대형할인점의 입지가 기존 소비자들의 구매습관과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식료품은 재래시장이나 큰 슈퍼마켓에서， 일상 생활 

용품은 주변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구입했고， 가전제품 등은 제조업체 직영 대리점에서， 

의류 및 잡화는 백화점에서 구입하였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이 입지하고 나서부터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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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품이나 일상 생활용품은 70% 가까이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고， 화장품이나 가전제 

품， 의류나 잡화 같은 기타 선매품도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의류 및 잡화는 아직도 백화점에서， 화장품은 전문대리점에서， 가전제품도 전문 

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만， 식료품，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대 

형할인점 구매비율은 매우 높다. 즉，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편의재는 대 

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으며， 구매단가가 높고 구매횟수가 적은 선매품은 아 

직도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유통업태마다 그 영역이 있으므로 

각 유통업태들은 대형할인점과 차별화된 운영만 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는 것이다. 사례지역에서는 인천시가 대구시보다 의류나 잡화， 가전제품 등의 선매품 

의 구매비율이 높았고， 자본계열별로는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에서의 선매품 구매비율이 

높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의 표준화 전략으로 저가 실현과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도 물 

론 중요하지만， 대형할인점은 지역이나 자본계열별 특정을 살려 적절한 경영전략을 전 

개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한편 입지유형별 구매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30대， 40대가 많이 이 

용하지만 상업지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은 20대의 구성비가 다른 입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구성은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전업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 

업지역형 대형할인점은 전업주부도 많이 이용하지만 직장인도 많았다. 이것은 이 지역 

의 대형할인점들이 도시기능이 복잡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더불어 다양한 직업계층이 시내 중심지의 대형할인점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은 부도섬 지역보다는 도시 주변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소득이 

높게 나타났는데， 주변부 지역은 반드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고 가족단위로 

쇼핑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대형할인점 이용행태에 있어서 주거밀진지 지향형의 대형할인점은 5회 이상 

자주 방문한다고 응답했고，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도시 주변부의 공장부지에 위치한 대 

형할인점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이 대형할인점의 초기 입지 

전략이 구매력 있는 자가용 승용차 고객을 목표로 개점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대형할인점 고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대형할인점을 많이 이용한다. 대 

부분의 소비자가 가격요인， 거리， 상품구색의 다양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 주변부의 공장부지에 입지한 대형할인점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첫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은 다른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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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과 함께 이용하기 편하다는 요인도 꼽고 있다. 

넷째， 대형할인점의 입지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는 변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형할인점들은 업태별로 상품구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을 대형할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다. 그러나 입지유형별로 이러한 구매행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주거지에 밀집해 있는 대형할인점에서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많이 

구입하고， 공장부지에 위치한 할인점에서는 식료품 등도 많이 구입하지만 화장품이나 

의류， 가전제품 등 제조업체 중심의 대리점이나 백화점 및 기타 전문상점에서 주로 취 

급하는 제품도 많이 구매하는 편이다. 즉 소비자들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대형할인점 

에서 편의재를 주로 구입하는 반면， 도시 주변부에서는 선매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비 

교적 높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의 입지는 기존 도시의 입지유형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거 밀집지역에 입지한 대형할인점은 비교적 한정적인 공간 

포섭력을 보인다. 부도심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은 생각과 달리 주거밀집지 

역에 입지한 대형할인점보다 상권이 좁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 주변부의 공장지대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은 상권이 넓으며， 도시 주변부의 교외 간선도로형에 속하는 대형할 

인점도 고객들의 거주지가 가까운 곳도 많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많이 이용하여 

상권이 가장 넓게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보다는 대구시의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공간적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났다. 대구시와 인천시의 대형할인점들이 비슷한 상권 유형인 경우에도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대구 지역의 대형할인점들을 인접 경상북도의 중소 도시인， 

경산시， 하양읍，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포항시， 심지어 경주시에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데， 대형할인점과 같은 대규모， 저렴한 가격， 대량 구매， 상품구색의 다양성 등 

을 고려하면 인근 시에서도 이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인천시보다 대 

구시가 중심성이 높고 배후지가 넓어 상권의 범위가 더 넓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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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최근 국내 유통시장은 엄청난 구조재편 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대형할인점의 등장이다. 대형할인점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대형할인 

점과 그에 대응한 국내 대기업의 진출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유형과 소비자 구매행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도시화와 유통자본의 거대화와 집중화， 

시장개방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한국 유통시장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대 

형할인점이 우리나라의 도시계층구조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간적 분포와 입지특성， 그리고 입지유형을 구분하여 공간적 확산과정을 분석하 

였다. 셋째， 대형할인점이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대 

형할인점들의 경영전략과 입지전략을 분석하고， 대도시 대형할인점 이용자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 중에서 규모 및 제반 사회·경제적 지표가 유사한 대구시와 인천시의 대형할인점 

을 사례로 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유통자본의 대형화와 지역적 편중 

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증대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국내산업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 

와 효율적 경영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소매업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대형할인점의 등장이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기 

업 진출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첨 

단유통기술의 발달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상품의 

저렴화， 상품구색의 다양화，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형할인점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 대형할인점은 다점포화가 특정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점유율이 

매우 높고 유통자본은 대형화， 집중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형할인점의 성장은 재 

래시장 쇠퇴 및 영세 유통업의 도산으로 연결되고，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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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유통시장은 자본규모나 지역적 측면 모두에서 양극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2) 대형할인점은 수도권과 영남권 대도시에 편중된 입지특성을 보이고 있다. 점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지만， 고양시 일산구와 성남시 분당구에 많이 몰려 있어 경 

기도 전체의 인구를 고려하면 그다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부 

산시， 인천시， 대구시 등이다. 이렇게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등에 대형할인점이 편중되 

어 있는 것은 업체들이 높은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입지하였기 때문이다. 

자본계열별로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자본 대형할인점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가 

장 많이 입지해 있긴 하지만，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보다는 다른 권역에도 비교적 골고 

루 입지한 편이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의 90%7}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시장 수요가 확실하지 않으면 섣불리 투자하 

지 않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파악되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 출점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대형할인점이 300 

개 정도가 되어야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아직까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대형할인점 입지의 여유가 있고， 서울시나 부산시도 인구에 비해 점포수가 많 

지 않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의 개설은 계속될 전망이다. 

3)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을 주거밀집지 지향형， 상업지역 입지형， 공장부지 입지형， 

교외간선도로 입지형， 복합형 등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할인점의 약 절반이 주거밀집지 지향형에 해당하고， 기존 백화점의 대형할인점으 

로의 업태전환이나， 유동인구의 확보， 기존 건물의 활용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업지역 

입지형도 있다.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교외간선도로 입 

지형도 늘어가고 있다. 자본계열별로 보면， 국내자본 대형할인점들은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나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선호해 특히 주거밀집지 지향형이 가장 많다.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국내자본보다는 도시 외곽에 입지하는 교외 간선도로형 입지유형이 많은 

데， 지가가 저렴하고 대규모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교외간선도로 부근， 공장이 이전 

된 공업용지 등 본국에서의 입지행태와 유사한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대형할인점의 확산유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전염확산이， 확산기에는 계 

층확산， 심화기에는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이 동시에 나타난다. 자본계열별로는 중앙자 

본은 시기별 확산패턴과 거의 유사하고， 지방자본은 본사의 입지 특성에 따라 그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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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국지적인 전염확산 패턴을 보이는 반면， 외국자본 대형할인점은 섬화기로 갈수 

록 계층확산 패턴이 강하다. 입지유형별로는 주거밀집지 지향형의 경우 초기에는 가장 

전형적인 전염확산 그 이후 계층확산의 패턴을 나타내었고， 교외간선도로 입지형은 

도시계층을 따라 파급되어 나가는 계층확산 패턴이 많이 나타나지만， 확산경로가 뚜렷 

하지 않은 유형도 있다. 

5) 수도권 지역의 인천시와 지방 도시 중에서 인구， 면적， 30-40대 인구수， 아파트 가 

구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인천시와 비슷한 대구시를 사례도시로 선정하여 대형할인점 

의 성장과정을 세가지 범주 즉 @유통경쟁환경，@상품공급 네트워크 관계，@소비자 

특성으로 구분한 뒤 비교·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의 대형할인점들은 업체들마다 그 지역 

상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집중화， 체인화 현상에 따라 중앙 집권화된 의사결정을 하였다. 또한 대형할 

인점들은 상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영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유 

통업자 고유브랜드 상품의 개발을 통한 가격 저렴화， 전자상거래 사업 진출을 통한 온 

라인 사업에서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승부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유통업태로 탈바끔하고 있다. 또한 입지전략 

에 있어 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은 1차 상권을 중요시 여겨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밀집되 

어 있는 곳에 주로 입지하고，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은 지역토착이란 강점을 내세워 교 

통이 편리하고， 지가가 저렴하면서 1차 상권이 좋은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 

자본 대형할인점은 주로 외국에서의 입지전략과 유사하게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입 

지 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6)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전업주부가 두 지역 모두 

가장 많았다. 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식료품과 공산품을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가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에서 단순히 식품이나 공산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센터 이용， 식사， 대형할인점의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등 다목적 구매를 위해 방문한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 이러한 사 

실을 증명한다. 또한 대형할인점 등장 이후 의류 이외에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 

제품 등은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기존 업태들의 시장을 잠식하여 

소매업계의 구조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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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할인점의 입지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형 

할인점들은 업태별로 상품구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할인점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다. 그러나 입지유형별로 구매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주거밀집지 지향형 대형할인점에서는 식료품 생활용품 자가용 용품 등과 같은 편의 

품 위주로 구입하는 반면， 외곽지대에 입지한 대형할인점에서는 선매품을 구입하는 비 

중이 다른 대형할인점들보다 높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이 입지한 주변지역의 상권 특성 

이 구매행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거밀집지 지향형인 대형할인점은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만 이용해 비교적 한정적인 공간 포섭력을 보인다. 부도심의 상업지역에 위치 

한 대형할인점은 주거밀집지 지향형 대형할인점보다는 상권의 범위가 넓다. 또한 도시 

주변부의 공장지대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의 경우 상권 포섭 범위가 넓어 주변 중·소 도 

시들도 이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주변부의 교외간선도로형에 속하 

는 대형할인점은 고객들의 거주지가 가까운 곳도 많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보다는 대구시의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공간적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언근 경상북도의 중소 도시-경산·상주·구미·포항시와 경주시， 

칠곡군-에서도 대구시 지역의 대형할인점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형할인점의 

구매력， 저렴한 가격， 대량 구매， 상품구색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대형할인점이 부족 

한 인근 중소도시에서 이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상권 범위가 인천시보 

다 넓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형할인점의 입지로 인해 대구시의 대형할 

인점과 다른 유통업체들이 상부상조할 수도 있지만， 또한 중·소 유통업체나 인근 시·군 

의 유통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형할인점은 1993년 신세계의 E-마트에서 시작하였지만， 세계적인 외 

국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유통업 자체가 엄청난 구조재편과정을 겪는 가운데 발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뚜)신세계， 롯데쇼핑뜸)， f주)뉴코아 등 백화점 업계의 국내중앙자본 

대형할인점들과 월마트， 까르푸， 삼성테스코 등의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들이 각축을 벌 

이는 가운데， 아람마트， 빅마트， 탑마트 등의 지방자본 대형할인점들 또한 지역토착이 

라는 강점을 내세워 성장하고 있다. 중앙자본 대형할인점과 지방자본 대형할인점은 할 

인점 입지유형에 있어서 주거밀집지 지향형을 주로 추구하는 반면 외국자본 대형할인 

점은 주거밀집지 지향형도 많지만 다른 자본계열보다 공장부지형이나 교외간선도로형 

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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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행태의 분석에서는 지역이나 자본계열별 비교보다는 입지유형별 비교가 

더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만를 대형할인점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입 

지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대형 

할인점을 식료품류나 일용잡화 구매를 위한 유통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상권의 인구크기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자본계열 대형할인점들은 주거밀집지 지향형을 

추구하고 그에 알맞은 성장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들은 공장 

부지형이나 교외간선 도로형이 많으며， 자가용 승용차 고객을 대상으로 매장의 고급화 

와 상품구색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의 유통업과 대형할인점에 관한 연구가 점포입지선택과 소비자의 점 

포선택에 관한 내용 위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대형할인점 업체들의 경영전략과 

입지전략， 그리고 소비자 구매행태의 공간적 특성을 구체화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공급자측 관점뿐만 아 

니라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주체(수요자)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면담 

조사와 설문조사 등으로 대형할인점의 발달요인을 구체화시켰다. 이것은 한가지 관점 

에서만 연구한 기존 연구와 달리 대형할인점의 발달이 업체들의 경영전략이나 입지전 

략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행태와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관련됨을 밝힌 것으로， 대형 

할인점의 발달 요인을 통합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둘째，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정을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입지유형별 

소비자 구매행태를 파악하고 대구시와 인천시의 소비자의 공간적 범위를 밝혔다. 이것 

은 유통업의 구조재편이란 개념에 의해 우리나라 유통업의 구조변화와 더불어 신유통 

업태인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의 전략추구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구매행태를 분석한 것으로， 유통지리학에 있어 추상적 수준의 이론적 연구에 구체적이 

면서도 객관적으로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과 소비자 구매행태의 분석방법을 확대시킨 

점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연구결과와 관련된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형할 

인점에서 주로 식료품이나 일용잡화를 구매하며， 대형할인점 등장 이후 의류를 제외한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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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통업태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래시장이나 인근 슈퍼 

마켓， 전문점 등 다른 유통업태들이 대형할인점과 경영전략을 차별화하고， 틈새 시장 

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거시적인 유통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통정책의 방향을 제 

시한 점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자본계열별， 입지유형별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를 통하여 대형할 

인점이 향후 입지 선정시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과 대 

형할인점의 발달이 단순히 기존 유통구조는 물론 상권 자체를 재편성하게 되므로， 지 

역 토착 유통업과 더불어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먼저， 자본계열별 대형할인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중앙자본 대형할인점의 소비자들은 주로 1차 상권에서 많이 이용하므로 앞으로 

독창적인 한국형 할인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며， 지방자본 대형 

할인점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신선식품 매장 강화나 의류 및 잡화 구색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자본 대형할인점들은 고소득층이나 취업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 

므로 가족 중심의 복합쇼핑공간이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내 유통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형할인점의 입지유형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주거밀집지 지향형 대형할인 

점의 경우 1차 상권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식료품 매장 강화와 더불어 생 

활용품의 구색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상업지역형은 대형할인점 부근 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비율도 높으므로 인근 상가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품을 선정 

하여 식료품과 더불어 판매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도시주변부의 

공장부지형은 상권포엽범위가 넓으므로 식료품 외에도 의류와 가전부문도 확충하고 기 

타 편의시설도 더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주변부의 교외간선도로형 대형 

할인점도 1차 상권뿐만 아니라 주변 중·소 도시들의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매 

장의 대규모화와 함께 다양한 상품구색， 가족 중심의 복합쇼핑공간이 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형할인점의 업태 차별화와 소비자 

유인 등의 경영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관점 

과 지역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매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업태인 대형할인 

점에 의해 형성된 유통환경은 대형할인점이 입지한 주변 지역의 성격에 의해서 구매행 

태가 차별화 될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계층상의 위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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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것은 동질화되는 세계 경제 환경속에서도 지역의 유통환경의 중요성 

이 부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통업 전반 

에 대한 거시적 통계자료가 불충분하여 유통업 전체 구조 속에서 대형할인점의 구조적 

특성을 객관적 자료로 접근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문조사， 면담조사 신문자료，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 비교를 통해 가능한 한 객 

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그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대형할인점의 입지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게 될 재래시장， 근린 슈퍼마켓， 심 

지어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대형할인점 입점 이후 어떤 영향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향후 지역의 중·소 유통업과 신업태가 함께 발 

전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그리고 정책 대안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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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할인점 업체용 절문지 > 

1. 열반사항 

1. 업체명: 

2. 다음 항목을 적어 주십시오. 

2.1 개점연도: 년 

2.2 종업원수: 

2.3 본 매장면적: 설립당시: 펼 현재: 

2.4 본 매장 주차장 크기: 대수 

펼 

며 
。

며 
Q 

2.5 2001년 본 매장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률%， 물류비용% 

2.6 총 판매 물품수 공산품: sku‘ 식품: 웰u 

2.7 계산대 수: 개 

3. 귀 업체의 부대시설 중 다음 중 있는 것만 표시해 주십시오. 

@ 식당( ) (2)휴식공간( ) @어린이 놀이방( ) @ 약국)(5) 세탁소 ( 

@ 꽃집( ) (J) 사진현상소( ) @ 책파는 곳)@ 커피 shop 

4. 귀사의 매출액은 설립당시와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 

CD( )% 정 도 증가했다. (2) ( )% 정도 감소했다.@ 거의 변화없다. 

5. 귀사의 판매 물품수는 설립당시와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CD ( ) % 정도 증가했다. (2)( )% 정도 감소했다.@ 거의 변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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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업체의 주 고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령별: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2) 직업별: 주부( %) 회사원( %) 소매상인( %) 

학생( %) 기타( %) 

7. 개점 기획시 목표로 삼았던 상권의 지역적 범위와 고객층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상권범위 :φ 전국 @ 해당시 전역 @ 인접 시，군까지 @ 해당 지역구 @ 기타( 

2) 주고객 :CD 20대 (2) 30-40대 전업주부층 @ 맞벌이가구 @ 지역 소매상 @기타( 

11. 구매환경 

1. 귀 업체의 매장구색품목확대 또는 특정품목할인이나 서비스 정도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 

@ 전단지 배포 @ 광고또는 선전팀이 있다.@ 이벤트 행사 @ 매장내에서 @ 기타 

2. 귀 업체는 고객이 구입한 제품에 대해 보증이나 교환 및 반품과정이 확실합니까? 

@ 예 @ 아니오 

3. 귀 업체는 환경 · 재활용품 사용을 적극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귀 업체는 영업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 중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의 번호에 V 표시해주십시오.) 

4.1 물품의 최저가격 주장 

4.2 고객의 기호 및 선호도의 신속파악 

4.3 다양한상품구색 

4.4 주차장 확보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게 

4.5 매장의 인테리어와 쾌적함등 점포분위기 

4.6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노력 

4.7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4.8 생산비 절감 위한 물류시설의 확보 

아주중요 다소중요 별로중요안함 아주중요안함 

CD <---앙---@----땅---앙---@-→ @ 

CD <---앙---앙---땅---앙---앙--) (J) 

CD <---앙---@----땅---앙---앙--) (J) 

CD (---앙---앙---땅---당---앙--) (J) 

CD <---앙---앙---망---앙---앙--) (J) 

CD <---앙---앙---땅---앙---앙--) (J) 

CD <---앙---앙---땅---앙---앙--) (J) 

CD <---앙---앙---@)----앙---앙--) (J) 

4.9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영업이익을 나눔 CD <---앙---앙---땅---앙---앙--) (J) 

4.10 식품 부문에의 주력 CD <---앙---앙---땅---앙---(강--) (J) 

4.11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판매 확대 

4.12 다양한 부대시설로 고객유인 

4.13 신선한 계절상품의 유치 

4.14 제품견본과 시연 둥 특별판매행사 

CD <---앙---앙---따---앙---앙--) (J) 

CD <---앙---@----땅---앙---앙--) (J) 

CD <---앙---앙---땅---앙---앙--) (J) 

CD <---앙---앙---방---앙---@---)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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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 업체가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 귀 업체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1 자금확보의 어려움 

6.2 점포의 투자액 과다 

아주많음 다소많음 별로없음 없음 

CD (---앙---앙---땅---앙---@---) (J) 

CD (---앙---@----땅---앙---당--) (J) 

6.3 관리 및 물류 비용의 과다 CD (---앙---앙---땅---앙---앙--) (J) 

6.4 상권경합， 업체난립으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CD (---앙---@----땅---앙---@---) (J) 

6.5 영업시간 장기화로 인한 인건비 증가 CD (---@----앙---땅---앙---(강--) (J) 

6.6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쟁우위 무력화 CD (---앙---@----땅---앙---앙--) (J) 

6.7 고유 상품(PB)개발의 미약 CD (---앙---@----땅---앙---앙--) (J) 

6.8 완전 직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비용추가 

6.9 재고 로스 과다 발생 

6.10 물류 시설의 확보 어려움 

6.11 교통 및 주차장 문제 

6.12 할인업계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6.13 유통기술 전문화와 정보시스템 구축 

CD (---앙---앙---땅---앙---@-→ @ 

CD (---앙---앙---땅---앙---앙--) (J) 

CD (---@----앙---땅---앙---앙--) (J) 

CD (---앙---@----땅---앙---앙--) (J) 

CD (---@----@----땅---앙---@-→ @ 

CD (---@----@----땅---당---@---) (J) 

6.14 귀 업체의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1. 입지환경 

l. 지금 현재의 토지는 처음부터 할인점을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1-1. 아니라면 예전에는 이곳이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었나요? 

φ 건설업체가 일단 상가용으로 건설한 곳이다.(2) 놀고 있는 토지였다. 

@ 백화점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다른 할인점이었다.@ 기타 

2. 본 매장의 용도지역은 무엇입니까?( 

@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공업지역 @ 자연녹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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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입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 -3위까지) 

4. 인근 지역에 경쟁업체가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 대략적인 거리를 부닥합니다. 

@ 재래시장 km) CZ) 백화점 km) @ 할인점 km) 

IV. 상품채널 
* 귀 업체가 판매하는 물품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판매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받습니까? 

@ 자체생산 @ 협력업체 @ 본사에서 100% 공급 @ 기타 

2. 2002년 현재 귀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수는 약 몇 개입니까? 

( 총 대략 개 업체 ) 

3. 귀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다음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합니까?(sku 기준) 

· 동일 및 인접 區 (市): % 기타 서울% 경기% 

·기타국내%해외% 

4. 귀 업체의 마케팅 전략은 누가 수립합니까? 

@ 본사 @ 점포의 점장 @ floor의 장 @ 종업원 @ 기타: 

5. 매장의 제품구색(어떤 종류의 물건을 얼마나 구비해 놓을지)은 누가 결정합니까? 
@ 본사 @ 점포의 장 @ floor의 장 @ 종업원 @ 고객의 요청으로 @ 기타: 

6. 고객들의 수요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 전산처리망(SCM등)을 통하여 본사에서 @ 수요조사팀이 매장 내에 있다. 

@ 종업원들이 물건판매상황을 보아 가며 한다. 

@ 제조엽체에서 납품하는 대로 받는다C5J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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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고관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제조업체에게 돌려준다cz) 본사창고에서 처리한다. 

@ 다른 납품업체로 돌린다@ 더 가격을 저렴하게 파는 곳으로 덤핑처리한다. 

@ 기타: 

9. 납품받는 제조업체와의 관계가 설립당시와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예: 제품가격결정이라든지 제품디자인 측면 등에서 

@ 제조업체의 주장이 더 강하다cz) 우리 업체의 주장이 더 강하다. 

@ 상호협조체제이다@ 기타 ( 

10. 고유상표(Private Brand) 물품이 있습니까? 어떤 물품들인지 상표와 물품명을 적 

어 주십시오. 

10-1 글로벌 소싱 등으로 저가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11. 유통환경의 변화와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거래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로운 물품구비로 제품구색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저가 정책을 유지해 가격으로 승부를 건다. 

@ 제품의 질을 다소 높여 다른 업체와 차별화한다. 

@ 매장내의 layout을 새롭게 바꾸거나 매장분위기를 쇄신시킨다. 

@ 가급적 자본 제휴 등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동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간다. 

@ 고유브랜드를 계속 개발한다. 

@ 상호보완적인 유통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도모한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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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웃소싱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온라인 사업에의 진출여부는? 

3. 마진율이나 운영비용(그 중 인건비)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4. 본사에서 배정해 주는 물품 외에 귀 업체에서 받는 물품 비중(귀업체가 발주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5. 외국 할인점 중에서 토착화 전략을 강화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는 국내업계에서 외국업체를 벤치 마켓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6.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경쟁입찰을 통해 ￠ 수급계약을 통해 

@ 기존의 거래 실적을 고려해서 @ 개인적인 친분(학연 지연 등)을 통해 

@ 기업의 지명도나 신뢰도 때문에 @ 기타: 

7. 유통경로 

1) 식품 

2) 공산품 

3) 의류 

8. 임대와 직영 비율 

9. 지역내 경쟁업체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11. 지역내 중소 유통업체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12. 귀 업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주변 지역의 유통경제 상황은 어떠하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하게 웅답해 주셔서 진섬으로 감사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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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용 절문지 > 

l. 오늘 이 할인점에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 물건 사러(공산품(2) 장보러(식료품) 

@ 기타편의시설 이용하러(세탁소， 사진관 등) @ 문화센터 이용 위해 

@ 물건값을 알아보러(생선물이 좋은가， 오늘은 무슨 야채가 싼가 등) 

@ 밥도 먹고 시간 때우기 등 @ 기타:( 

2. 귀하는 이 할인점을 한 달에 평균 몇 회 이용하십니까? 

CD3회 미만 (2) 3-5회 @5회 -10회 @ 10회 이상 

3. 이 곳에 오실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무엇입니까? 

φ 도보 @ 버스 @ 태시 @ 승용차 @ 자전거 @ 기타 

4. 이 곳까지 오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φ 15분 이내 (2) 15-30분 @ 30분 -1시간 이내 

5. 이 할인점에는 주로 어느 요얼에 오십니까?( 

@ 월-목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6. 주로 어느 시칸대에 오십니까? 

@1시간 이상 

φ오전(개점 -12시)(2)오후(12시 -5시)@ 저녁 (5시 -8시)@ 밤 8시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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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인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를 골라 표시해 주십시 

오. (한가지 이상 답하실 경우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8. 이곳에서 주로 구매하시는 물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구매하시 

는 물품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9. 할인점이 생기기 이전에 다음의 상품은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재래시장 

@재래시장 @ 전문점 @ 백화점 @ 기타( 

@재래시장 @ 전문점 @ 백화점 @ 기타( 

@재래시장 @ 전문점 @ 백화점 @ 기타( 

10. 이 할인점이 생긴 후 다음의 상품을 구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래시장@슈퍼마켓 @백화점 @이 할인점@ 다른 할인점 

@재래시장 @전문점 @백화점 @이 할인점@ 다른 할인점 

@재래시장 @전문점 @백화점 @이 할인점@ 다른 할인점 

@재래시장 @전문점 @백화점 @이 할인점@ 다른 할인점 

@재래시장 @전문점 @백화점 @이 할인점@ 다른 할인점 

11. 인근 거리(비슷한 거리)에 다른 경쟁업체가 있습니까? 

@ 백화점 @ 다른 대형할인점 @ 큰 재래시장 @ 기타 ( ) (5)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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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있다면 왜 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을 이용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거리가 가깝다(2) 물건이 다양 @ 교통이 편리 

@ 매장의 인테리어와 쾌적함 등 점포분위기 @ 서비스가 좋다. 

@ 다양한 부대시설 @ 신선한 계절상품의 유치 

@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노력이 보인다.@ 식품부문이 강력하다. 

@ 제품견본과 시연 등 특별판매행사가 많다. 

@ 할인점 중 제일 처음 여기를 이용해서 @ 기타 ( 

12.할인점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 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 규모가 작다.(2) 물건 가지수가 너무 작다.@ 영업시간이 짧다. 

@ 매장의 분위기가 쾌적하지 않다. @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 값이 다른 업체에 비해 비싸다.@ 주차장 시설이 불편하다. 

@ 기타( 

13. 1회 쇼핑시 평균 구매금액은 얼마입니까? 

CD1만원이상-3만원미만 (2) 3만원이상-5만원미만 @5만원이상-10만원미만 

@ 10만원 이상 @ 기타( 원) 

14. 귀하는 다음의 상업시설을 한달 동안 대채로 몇 회씩 이용하십니까? 

@ 재래시장( 회)(2) 대형할인점( 회) @ 백화점( 회) 

@ 수퍼마켓， 동네 구멍가게 등 거주지 주변 상점( 회) 

@ 전문점( 회) 

15. 대형할인점이 들어섬으로써 지역에 마치는 영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저렴한 가격으로 소벼자 경제에 도움을 준다. 

@ 과도한 광고와 경쟁으로 과소비를 조장 

@ 기존의 상점들을 자극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승용차 이용으로 교통혼잡초래 

@ 재래시장 등 기존 상업시설에 피해를 주어 지역의 상업활동 저해 

@ 기타( 

16. 이 업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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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별 CD 남 @ 여 

2) 연령 CD 10대 (2) 20대 @ 30대 @ 40대 (5) 50대 이상 

2. 주소: ( )시 ( )구 ( )동 

3. 학력 :CD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이상 

4. 직업: ( ) CD 전업주부 ￠ 학생 @ 사무직 @ 생산직 @ 판매/서비스직 

@ 공무원 @ 전문직 @ 운수/운송업 @ 농림수산업@ 자영업 

5. 가계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보너스， 이자， 부업 등 모두 포함) 

CD 100만원 미 만 (2) 100-200만원 미 만 @ 200-300만원 @ 300-400만원 

(5) 400-500만원 @ 500만원 이 상 

6. 귀하가 한달에 쇼핑에 지불하는 금액 중 이 할인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대략 몇 %입니까? %) 

7. 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 없다 (2) 1 대 @2대 @3대 이상 

8. 귀하의 결혼여부와 가족 구성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결혼여부:CD 기혼 

2) 가족 구성: 총 ( 

@ 미혼 

명) 

9. 귀 댁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연립주택 등) 

친절하게 웅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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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명 업체명 주소 개점일 면적 (km 2 업태 

하이웨이산업 입스클럽 동인천즌 인천 중구 인현동 3-2 1992-05-29 4 ,000 DS 

2 (주)신세계 이마트장동점 서 울 도봉구 장5동 135-26 1993-11-12 5,092 DS 

3 (주)신세계 이마트 일산점 경기 고앙시 백석동 1194 1994-09-08 6,857 DS 

4 동성유통 동성탑스 아울렛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1994-09-17 4.290 DS 

5 )코스트코코리 야트코 흘세일 양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65 1994-10-07 9.240 MWC 

6 이천일아울렛(주 001 아울렛 당산g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16-7 1995-01-01 10.890 DS&OUT 

7 이천일아울렛(주 b01 아울렛 천호흩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21-4 1995-03-20 4.026 DS&OUT 

8 (쥐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죠 서울 서초구 앙재동 230 1995-05-01 9 ,900 MWC 

9 그랜드백화점(주 마l랜드마트 화곡걷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5 1995-05-02 5,861 DS 

10 (주)빅마트 빅마트주월점 광주 남구 주월 동 408-1 1995-05-24 4 ,950 DS 

11 (주)뉴코아 킴스클럽 강남점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1 1995-06-01 5,742 DS 

12 (주)신세계 이마트 안산점 경기 안산시 원시동 773-9 1995-07-07 4.950 DS 

13 (쥐농심가 메가마켓 동래점 부산 동래구 명륜동 506-3 1995-08-17 7.788 DS 

14 (주)뉴코아 킴스클럽 야탑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7-1 1995-09-06 12.342 DS 

15 (주)뉴코아 킴스클럽 수원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2-12 1995-09-06 17 ,414 DS 

16 그랜드백화점(주 다랜드마트 신촌죠 서 울 마포구 노고산동 57-1 1995-09-23 6,174 DS&OUT 

17 (주)뉴코아 킴스클럽 구월점 인천 남동구 구월 1 동 1465-1 1995-11-30 12 ,497 DS 

18 (쥐신세계 이마트부평점 인천 북구 갈산동 171 1995-12-01 15 ,510 DS 

19 월마트 코리아(주 월마트 인천점 인천 동구 송림동 296-2 1996-01-17 12 ,540 SC 

20 (주)뉴코아 킴스클럽 일산점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7-2 1996-04-26 4 ,673 DS 

21 한국까르푸(주) 까르푸중동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59 1996-07-30 11 ,880 HM 

22 (주)해태유통 해태마트광주점 광주 남구 진월동 294-5 1996-09-18 5,610 HM 

23 (주)아람마트 아람마트무거점 울산 남구 무거동 30-1 1996-10-25 3 ,300 HM 

24 화성산업(쥐 댈타클럽 칠곡점 대 구 북구 관음동 1369-1 1996-11-01 6,600 MWC 

25 한국까르푸(쥐 까르푸일산점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755 1996-11-06 11 ,880 HM 

26 한국까르푸(주) 까르푸둔산점 대전 서구 탄방동 591 1996-11-07 11 ,880 HM 

27 (주~LG유통 LG마트 고양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 1 동 941 1996-11-15 6.600 SC 

28 (쥐신세계 이마트제주점 제주 제주시 삼도동 1259-2 1996-11-22 10 ,131 DS 

29 (주)부림 BM 클레프광명점 경기 광명시 철산3동 261 1996-11-29 8 ,725 HM 

30 {주)신세계 이마트분당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1 1996-11-30 8 .415 DS 

31 (주)대한통운 한통운마트목포 전남목포시 호남동 89 1996-12-06 3 .432 DS 

32 월마트 코리 0빠 월마트 일산점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203-1 1996-12-20 11.550 SC 

33 (주)서원유통 탑마트 진주점 경남 진주시 하대동 315 1997-01-24 4.950 DS 

34 (주)빅마트 빅마트 북부점 광주 북구 매곡동 45-6 1997-01-24 8.250 DS 

35 이천일아울렛(주 þ01 아울렛 중계즌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9 1997-01-30 12 ,293 DS&OUT 

36 (주)대한통운 한통운마트전주 떤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3-1 1997-02-01 3.102 DS 

37 (주)뉴코아 킴스클럽 서현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12 1997-03-05 8,649 DS 

38 )와01 디 거평마 거평마트광주점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1997-04-24 8.039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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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천일아울렛(주 001 아울렛 분당E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1 1997-04-25 4,686 DS 

40 이전일아울렛(주 001 아울렛 안산f 경기 안산시 고잔동 533 1997-04-29 9 ,339 DS&OUT 

41 (?)신세계 이마트 남원점 전북 남원시 왕정동 146-1 1997-04-29 4,950 DS 

42 (주)비사벌굿마트 굿마트전주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7~481- 1997-07-01 4 ,950 DS 

43 )코스트코코2.1 t트코 홀세일 대: 대구 북구 산격동 1817 1997-07-26 13 ,200 MWC 

44 월마트 코리아뮤 월마트 남부점 경기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1019-24 1997-08-06 17 ,820 SC 

45 신성통상(주) 리치마트 양주점 경기 양주군 호|천읍 덕계리 694 1997-08-14 3.960 HM 

46 (주)신세계 이마트 안앙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1 1997-08-14 8 ,679 DS 

47 (주)신세계 이마트서부산점 부산 사상구 감전동 502-1 1997-08-29 9,570 DS 

48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대구점 대구 북구 칠성2가 378-23 1997-09-04 14 ,025 SC 

49 파주농협 하나로클럽 파주죠 경기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463-5 1997-09-06 3.300 DS 

50 갑을개발(주) 홀마트 대명점 대구 남구 대명 10동 1647-3 1997-09-09 3.277 HM 

51 (주)나산클레프 }산클레프 광주걷 광주 북구 유동 87-1 1997-09-09 13 ,616 HM 

52 월마트 쿄리아(주 월마트 대전점 대전 서구 월평동 510 1997-10-01 10.890 SC 

53 이천일아울렛(주 001 아울렛 안양g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287 1997-11-01 5,471 DS&OUT 

54 쥐동밤생활산맡 동방마트 아산점 충남 아산시 배밤면 잠재리 515-2 1997-12-05 6.600 DS 

55 (주)아람마트 아람마트 연산점 부산 연제구 연산1 동 590-6 1997-12-12 6.600 DS 

56 (주)한화유통 한화마트 부평점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52 1997-12-18 14 ,619 SC 

57 (주)LG유통 LG마트 시화점 시흥시 정왕동 지원시설 2구역 3나 8 1997-12-20 7,742 SC 

58 (주)뉴쿄아 킴스클럽 순천점 전남 순천시 조례동 89-8 1997-12-27 10 ,814 DS 

59 (주)신세계 이마트 김천점 경북 김천시 신음동 990-1 1998-01-01 9.900 DS 

60 (쥐LG유통 LG마트 금정점 부산 금정 구 부곡동 223-1 1998-01-16 7,115 SC 

61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계산점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1 1998-02-10 13.398 HM 

62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강변점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 1998-04-01 5,445 DS 

63 (주)뉴쿄아 킴스클럽 평촌2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3 1998-04-03 3.960 DS 

64 (주)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창동즌 서울 도봉구 창4동 1-10 1998-05-01 10 ,890 MWC 

65 (주)이씀 킴스클럽 강동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5 1998-05-01 3.498 DS 

66 (주)서원유통 탑마트 장원접 경남 장원시 팔용동 190 1998-05-28 4,620 DS 

67 )코스트코코리 E트코 홀세일 대 f 대전 중구 오류동 116-3 1998-05-29 10 ,560 MWC 

68 (주)신세계 이마트 동광주점 광주 동구 계림동 100-11 1998-06-18 4,290 DS 

69 (주)신세계 이마트 청주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돔 123-1 1998-06-27 9,900 DS 

70 (주)농심가 메가마켓 언양점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619-61 1998-07-23 8 ,240 DS 

71 그랜드백화점(주 그랜드마트 계앙E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1 1998-07-31 13 ,972 DS&OUT 

72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월드점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1998-08-21 12 ,738 SC 

73 (주)해태유통 해태마트 군산점 전 북 군산시 나운동 854-1 1998-08-28 3 ,300 HM 

74 (주)아람마트 아람마트 영도점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 151-1 1998-09-10 6.600 DS 

75 빌하는사람들(주 세이브존화정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 1998-09-14 9 ,804 Outlet 

76 (주)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청주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밤서동 118 1998-09-17 7,590 MWC 

77 (쥐세화마트 세화마트광안점 부산 수영 구 광안2동 175-1 1998-09-25 7,755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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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한국까르푸(주) 까르푸동촌점 대 구 동구 동촌동 908-5 1998-11-24 11 ,768 HM 

79 (주)신세계 이마트 전주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7 1998-12-03 7 ,161 DS 

8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관악점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2 1998-12-12 5 ,280 DS 

81 한국까르푸(주) 까르푸울산점 울산 북구 상안동 322-9 1998-12-18 8 ,458 HM 

82 한국까르푸(주) 까르푸분당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9 1999-01-06 9.818 HM 

83 삼성테스코(주) 홍플러스 서부산죠 부산 사상구 패 법 동 529-1 1999-01-27 8.039 SC 

84 (주)미도파마트 도파마트 청량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71 1999-01-30 7,897 DS 

85 (주)신세계 이마트 부천점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316-2 부천역 1999-02-08 9,570 DS 

86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안양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 1 동 559-1 1999-02-11 12 ,210 HM 

87 (주)라성 라성마트성수점 률 성동구 성수동 성수 아카데미 지하 1999-03-13 5.280 DS 

88 (주)신세계 이마트 원주점 강원 원주시 무실동 1062-1 1999-03-20 8,874 DS 

89 롯데쇼핑(주) 룻데마트서현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5 1999-03-28 8 ,283 DS 

9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청주점 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우메가폴리스 1999-06-17 6 ,600 DS 

91 (주)빅마트 빅마트 첨단점 광주 광산구 쌍암동 654-2 1999-06-24 3 ,960 DS 

92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구리점 경기 구리시 인장동 430 1999-06-30 10 ,250 DS 

93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 남구 달동 830-1 1999-07-15 9 ,900 DS 

94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구월점 인천 남동구 구월 1 동 1130 1999-07-27 9,900 HM 

95 틸마트 코리아뮤 월마트 강남점 울 강남구 역삼동 755 한솔필리아 빌 1999-07-29 6 ,600 SC 

96 한국까르푸(주) 까르푸서면점 부산 진 구 전 포3동 892-20 1999-08-17 10 ,560 HM 

97 (주)신세계 이마트 구로점 서 울 구로구 구로3동 188-26 1999-08-26 8 ,250 DS 

98 (쥐신세계 이마트 신월점 서울 양천구 신월 5동 26 1999-08-26 2.970 DS 

99 (주)농심가 메가마켓 포항점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484-1 1999-09-09 3 ,950 DS 

100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면목점 서울 중랑구 면목5동 168-2 1999-09-15 7,359 HM 

101 쥐동방생활산g 동방마트 대전점 대전 동구 중동 318-1 1999-09-17 8 ,250 DS 

102 (주)아람마트 아람마트김해점 경남 김해시 삼밤동 175 1999-09-17 6 ,600 sc 
103 (주)농심가 메가마켓 천안접 충남 천안시 신당동 452-5 1999-11-17 10 ,560 DS 

104 (쥐신세계 이마트 성서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4 1999-11-18 8 ,580 DS 

105 (주)신세계 이마트 산본점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23 1999-11-25 11 ,220 DS 

106 (주)한화유통 한화마트 연수점 수구 동춘동 932 연 수 2차 한양APT ~ 1999-12-03 5,844 SC 

107 (주)이씀 킴스클럽 포항점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618-20 1999-12-25 3.980 DS 

108 (주)신세계 이마트 천호점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4-1 2000-01-01 8 ,580 DS 

109 (주)논두렁 주렁 365마트 중2 서올 노원구 중계 1 동 517 2000-01-07 15 ,312 DS 

110 (주)서원유통 탑마트신평점 E산 사하구 신평동 452-11 2000-01-20 4,290 DS 

111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주엽점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5 2000-01-20 23 ,760 DS 

112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천안점 충남 천안시 신방동 784-9 2000-01-20 11 ,418 HM 

113 화성산업(주) 댈타클럽 수성점 대구 수성구 수성4가 1090-8 2000-01-21 9.900 DS 

114 그랜드백화점(주 다랜드마트 강서죠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8-14 2000-01-21 7,362 DS 

115 한국까르푸(주) 까르푸중계점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9-2 2000-01-26 14 ,850 HM 

116 (주}대한통운 한통운마트 대전 대전 대덕구 읍내동 2000-01-28 5,940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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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롯데쇼핑뜸) 룻데마트부평정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1 2000-02-24 7.920 DS 

118 (쥐신세계 이마트가양점 서 울 강서 구 가양3동 449-19 2000-03-09 11.220 DS 

119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대전점 대전 서구 괴정동 423-1 2000-03-17 7,920 DS 

12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연수점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4-4 2000-03-23 8 ,910 DS 

121 한국까르푸(주) 까르푸사상점 부산 사상구 패법동 531-2 2000-03-30 9,240 HM 

122 한국까르푸(주) 까르푸야탑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2000-04-05 9,240 HM 

123 (쥐신세계 이마트해운대점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67 2000-04-06 10.890 DS 

124 (주)신세계 이마트 시화점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1 2000-05-04 9,240 DS 

125 (주)농심가 메가마켓 울산점 북구 진장동 진장명촌지구 54블록 1 2000-05-25 13.200 DS 

126 (주)신세계 이마트상봉점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1 2000-06-01 9.570 DS 

127 (주)신세계 이마트이천점 경기 이 천시 증포동 47-4 2000-06-27 8.580 DS 

128 (주)LG유통 LG마트 송파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 2000-07-20 12.210 SC 

129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장림점 부산시 사하구 장림 2동 176-1 2000-07-29 17.820 HM 

130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순천점 전남 순천시 통덕동 300-14 2000-08-05 11 ,880 HM 

131 한국까르푸(주) 까르푸해운대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02-2 2000-08-05 16 ,500 HM 

132 (주')LG유통 LG마트 춘천점 강원 춘천시 석사동 27 2000-08-17 6.065 SC 

133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안산점 경기 안산시 성포동 586 2000-08-30 10.230 SC 

134 (주)농협성남유통 하나로클럽 성남흩 경기 성남시 구미동 174 2000-08-30 22.424 MWC 

135 (주)아람마트 아람마트창원점 원시 반지동 케이프타운 복합상가 지 2000-08-30 5.940 DS 

136 롯데쇼핑(주) 룻데마트 천안점 충남 천안시 쌍용동 1367 2000-08-31 7.095 DS 

137 (주)신세계 이마트 진주점 경남진주시 인사동 3 2000-08-31 8 ,580 DS 

138 (주)서원유통 탑마트금사점 부산 금정구 금사동 85-6 2000-09-01 4.290 DS 

139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상무점 광주 서구 치평동 1239 2000-09-06 13 ,200 DS 

140 삼성테스코(쥐 훌플러스 북수원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280-2 2000-09-21 10.230 SC 

141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하점 부산 사하구 장림 동 1033-2 2000-09-28 9,570 DS 

142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영통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94-2 2000-10-12 10.230 SC 

143 룻데쇼핑(주) 훗데마트 서대구죠 대구시 서구 내당동 965 2000-10-13 7,590 DS 

144 삼성테스코(주) 홉플러스장원점 경남 장원시 시화동 용원상업지구 2000-10-19 9,900 sc 
145 한국까르푸(쥐 까르푸가양점 서울 강서구 가양동 18-24 2000-10-24 9.900 HM 

146 월마트 코리아(주 월마트 대구점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6-3 2000-10-27 11 ,550 SC 

147 삼성테스쿄(쥐 홉플러스김해점 경남 김해시 내동 1131-2 2000-11-02 16 ,005 SC 

148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원천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77-1 2000-11-24 9.900 HM 

149 )코스트코코리 느트코 흘세일 양X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2000-12-12 10 ,560 MWC 

15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의정부걷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7-1 2000-12-14 11 ,550 DS 

151 (주)신세계 이마트 목포점 전남 목포시 옥암동 915-25 2000-12-19 9.900 DS 

152 길하는사람들(주 세이브존울산점 울산시 남구 삼산동 1377-8 2001-01-11 16 ,345 Outlet 

153 농협대구경북유 하나로클럽 군위즌 경북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438 2001-01-12 4.026 DS 

154 (주)신세계 이마트동인천점 인천시 중구 신생동 38-10 2001-02-07 11 ,550 DS 

155 뜸)신세계 이마트 만촌점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2001-02-27 11.550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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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한국까르푸(주) 까르푸목동점 서울 양전구 목동 919-7 2001-03-22 21 ,450 HM 

157 롯데쇼핑(주) 롯데마트화명점 부산시 북구 화명동 1975 2001-03-29 11 ,220 DS 

158 (주)신세계 이마트군산점 전 북 군산시 경 암동 579-1 2001-04-10 13 ,200 DS 

159 (주)신세계 이마트성수점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33-16 2001-04-19 11 ,220 DS 

160 )코스트코코리 야트코 훌세일 상f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 2001-04-21 13 ,200 MWC 

161 (주)신세계 이마트 월배점 대구 달서구 대천동 555 2001-04-25 13.860 DS 

162 (주)신세계 이마트 천안점 충남 천안시 쌍용동 191 2001-04-30 12 ,540 DS 

163 (주)아람마트 아람마트서면점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 동 123-1 2001-05-24 7,260 DS 

164 (주)신세계 이마트수서점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4 2001-05-24 2 ,640 DS 

165 룻데쇼핑(주) 롯데마트화정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2 2001-05-31 6 ,930 DS 

166 (주)농협고앙유통 하나로클럽 고양즌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6 2001-06-08 8 ,910 MWC 

167 뭘마트 쿄리아듀 월마트화점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 2001-07-19 13 ,200 SC 

168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간석점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3 2001-07-26 16 ,830 SC 

169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작전점 인천 계양구 작전2동 448-7 2001-08-30 10.230 SC 

170 롯데쇼핑(주) 룻데마트 익산점 전북 익산시 영등동 833-9 2001-08-31 8 ,910 DS 

171 롯데쇼핑(주) 롯데마트금전점 서울 금천구 관악동 259-10 2001-09-12 12 ,200 DS 

172 벌마트 코리아(주 벌마트 대구비산죠 대구 서구 비산7동 1612-3 2001-09-13 13 ,200 SC 

173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김포점 경기 김포시 감정동 526-2 2001-09-13 15 ,840 SC 

174 한국까르푸(주) 까르푸시흥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7 2001-09-14 10 ,700 HM 

175 (주)신세계 ÞI 마트 광주상무죠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8-5 2001-09-14 11 ,000 DS 

176 봅마트 쿄리아연 월마트울산중앙죠 울산시 중구 학성 동 349-15 2001-09-20 13.200 SC 

177 롯데쇼핑(주) 륨데마트해운대죠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7-2 2001-09-20 4 ,950 DS 

178 (，-?)신세계 이마트수원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2001-09-20 11 ,800 DS 

179 롯데쇼핑(주) 흩데마트 영등포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8가 62-1 2001-09-25 12 ,540 DS 

180 (주)신세계 이마트 충주점 충북 충주시 문화동 1024 2001-10-15 9.900 DS 

181 (주)신세계 이마트 평택점 경기 평택시 지제동 50 2001-10-23 10 ,560 DS 

182 롯데쇼핑(주) 톰데마트 서대전흔 대전시 유성구원내동 2001-10-24 10 ,230 DS 

183 삼성테스쿄(주) 홈플러스경주점 경북 경주시 용강동 800-11 2001-11-01 3 ,548 SC 

184 삼성테스코(주) 플러스 대구 철곡 대구 북구 동천동 968 2001-11-22 10 ,200 SC 

185 (주)신세계 이마트은평점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 2001-11-28 12 ,000 DS 

186 (주)신세계 이마트포항점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76 2001-12-12 12 ,000 DS 

187 삼성테스코(쥐 뽑플러스 영등포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2001-12-13 10 ,230 SC 

188 (주)서원유통 탑마트신다대점 부산 사하구 다대 2동 120-18 2001-12-21 3 ,300 DS 

189 (주)신세계 이마트 여수점 전남 여수시 오림동 405-1 2001-12-23 9 ,240 DS 

190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울산점 울산 중구 복산동 100 2001-12-24 9.900 SC 

191 룻데쇼핑(주) 롯데마트 충주점 충북 충주시 칠금동 849 2001-12-28 8.205 DS 

192 (주)신세계 |마트 부산 연제{ 부산 연제구 연산동 822-7 2002-03-12 11 ,880 DS 

193 삼성테스코(주) 톰플러스 동수원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2002-03-21 10 ,560 SC 

194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서산점 충남 서산시 예천동 508 2002-03-21 6.600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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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주)한화유통 한화마트 잠실점 서울 송파구 잠실3동 40 1998-08-14 5.280 DS&OUT 

196 )와이디 거평口} 거평마트일곡점 광주 북구 일 곡동 845-1 2000-07-07 3.300 HM 

197 월마트 쿄리아(주 설마트 부산 서면 E 부산시 진구 부암1 동 93 2002-03-28 10 ,890 SC 

198 뭘마트 코리아(쥬 월마트 중동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7 2002-04-04 15 ,510 SC 

199 (주)신세계 이마트 칠성점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20 2002-04-10 9.900 DS 

200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마산점 경 남 마산시 합포구 장포동 3가 8-1 2002-04-18 9 ,570 DS 

201 (주)신세계 이마트 둔산점 대전 서구 둔산동 959 2002-04-24 10 ,890 DS 

202 이천일아울렛 아울렛분당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02-05-01 23.100 DS 

203 멜마트 코리아뮤 월마트 계앙점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1-1 2002-05-09 9.900 SC 

204 삼성테스쿄(주) 플러스 센텀시티 부산 해운대구 우1 동 19블록 2002-05-09 18 ,985 SC 

205 힘마트 코리아(쥬 월마트 평촌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광양동 2002-05-09 11 ,220 SC 

206 (주)홈센터 홈센터 연수점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1 2002-05-14 3.996 DS 

207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목포점 전남 목포시 상동 1134 2002-05-18 10 ,560 DS 

208 (주)신세계 이마트 구미점 경북 구미시 광평동 65-1 2002-06-15 10 ,890 DS 

209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도봉점 서울 도봉구 방학1 동 717-4 2002-06-21 9.900 DS 

208 (주)신세계 이마트 창원점 경남 장원시 중앙동 91 2002-06-24 12 ,210 DS 

209 (주'l LG유통 LG마트 동구점 대전 동구 대동 160-7 2002-06-27 3.300 SC 

210 (주)유레스 세이브존 대전점 대전시 서구 삼천동 2002-7-16 12 ,870 outlet 

211 (주)유레스 세이브존광명점 경기 광명시 철산 3동 2002-7-17 8,250 outlet 

212 (주)유레스 세이브존 노원점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4 2002-7-18 9.900 outlet 

213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의왕점 경기도의왕시 내손동 2002-7-19 10 ,560 DS 

214 (주)유레스 세이브존성남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02-7-19 10 ,890 。utlet

215 (주)농심가 메가마트 남천점 부산수영구 남천동 2002-07-26 12 ,870 DS 

216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가화점 인천시 서구가좌 1 동 2002-8-1 10 ,230 DS 

217 (주)신세계 이마트 인천점 인천시 남구관교동 2002-08-14 6.600 DS 

218 한국까르푸(주) 까르푸 안산점 경기 안산시 고잔동 533 2002-8-22 14 ,107 HM 

219 (주JLG유통 LG마트 신제주접 제주도 제주시 노형돔 919 2002-09-03 9 ,900 DS 

220 삼성테스코(주) 플러스부산가야 부산시 진구 가야동 624-7 2002-09-05 10 ,230 DS 

221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오산점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8 2002-09-06 8,250 DS 

222 (주)LG유통 G마트 청주상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02-09-06 7,940 DS 

223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동대전죠 대전시 동구 용전동 2002-10-16 9 ,900 DS 

224 롯데쇼핑(주) 룻데마트첨단점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694 2002-10-22 9 ,240 DS 

225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동광주죠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5-1 2002-10-24 12 ,540 DS 

226 멜마트 코리아얀 월마트성서점 대구 달서구 감삼동 521 2002-10-24 9.900 SC 

227 한국까르푸(주) 까르푸문화점 대전시 중구문화동 2002-10-24 10 ,379 HM 
」←

자료: 월간 디스카운트 머전다이저， 2002년 1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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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explores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customer shopping behaviors of large discount stores in Korea in order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growth process of large discount stores in the retail 

sector which has recently undergone restructuring due to its globalization. 

Thε literature on retailing has suggested a number of factors behind the recent 

restructuring: including the changes in the world economies and production systems, 

government’s regulations, changing mode of consumption at the macro level, and 

the variety and specialization derived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retailing at 

the retailing industry level. Given these economic circumstances and changes, thε 

conventional supplier-focused studies on optimal locations and behavioral analyses 

on consumers have some limitations in exploring the growth process of a modem 

form of retail outlets, i.e., the large-scale discount stores. Thus,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location and managεment strategies of large discount stores havε εvolved 

and how the shopping behaviors of customers have been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capital and the types of location. In particular,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ε following four research themes: 

Research Theme 1: the structural charactεristics of retailing industry and large 

discount sto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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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me 2: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typεs of the large discount stores, 
Research Theme 3: their locational and management strategies, and 

Research Theme 4: customer shopping behaviors ofthe stores. 

A nation-wide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227 discount stores listed in the member directory of the Korea Chain-store’s 

Association. An additional questionnaire survey of 321 each Customers in Daejeon 

and lncheon Metropolitan Areas was done in order to collec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locational types and customer shopping behaviors of large discount stores. Both 

of the nation-wide and local surveys were conducted in late 2001 through early 2002. 

Major findings of the study on thε four research thεmε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creases in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have allowed the share of 

retailing in the domestic economy to increase graduall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based upon high productivity derived 

from large-scalε facility investment and efficient management has made the 

growth of retail sector to be more conspicuous. Especially it is worthy of 

noting the rapid growth of large discount stores which can manage cheaper 

commodities, more diversity in commodity lines, convenience in shopping and 

so on. Sincε large discount stores have a characteristic of multi-locational sites, 

their share in retailing is higher than expected. The concentration of retail 

capital has consequently been accelerated. At thε same time, the growth of 

large discount storεs has led to a decline in conventional retail markets, and 

often to a bankruptcy in smaller retailers. The retail activities also tend to be 

distributed disproportionately among the regions of the na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tail market has been polarized in terms of the size of 

capital as well a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2) Since the εstablishment of large discount stores is based upon high market 

demands, they tend to be leaning towards large metropolitan areas than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and towards the Capital and Yeongnam 

Regions among others. Given such a trend of overall concentration on 

metropolitan areas and selected regions in the nation, the ge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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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discount stores nonetheless shows a remarkabl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ownership of the retail capital: the discount stores owned by 

domestic capital are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in other areas as well, 

whereas approximately 90% of foreign-invested discount stores are located in 

the Capital and Yeongnam Regions only. 

The diffusion pattem of 1arge discount stores is found to be changed over 

time: a contagious diffusion was dominant in the earlier stages; while both 

contagious and hierarchica1 diffusion pattems are found at the 1ater stages. 

At the 10ca1 scale, the 1arge discount stores examined in this study revea1 

the following four types of 10cationa1 orientation: one group of stores 10catεd 

within or near residentia1 districts, another group found in commercia1 districts, 
a third group 10cated in old industrial 10ts, and a fourth group found along 

suburban transport corridors. 

3) The growth processes of 1arge discount stores in two case study areas, the 

Inchon and Daegu Metropo1itan Areas, were examinεd in terms of competition 

in retai1ing, commodity-supp1y chai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ustomers. A 

comparative ana1ysis on the survey data found that the 1arge discount stores in 

the both regions have imp1emented a variety of marketing and 10cationa1 

strategies t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s. Moreover, centra1ized decision

making structures in retailing-channels have been set up due to the 

centra1ization and 1arge sca1ing of retailing. 

4) An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nt store customers shows 

that house-wives tend to use the discount stores most frεquently in both of the 

case study areas, that the m매ority of the customers are 1iving in apartments, 
and that they main1y purchase groceries and manufactured goods in the stores. 

In addition, the customers go to the discount stores for other purposes as well 

than simp1y buying goods: for instance, to eat out in the restaurants, or to visit 

the cu1tura1 centers and other faci1ities accommodatεd in the same store 

bui1ding. 

The study revea1s that the hinterlands of the discount stores in Daegu 따C 

1arger than those stores in Incheon, implying that locationa1 facto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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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 the evolution of large discount stores.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shopping behaviors of customers can be differentiated better when the 

discount stores are classified by the four types of locational orientation, as 

oppose to when the stores are grouped by the ownership, i.ε. ， the indigenous 

versus forεign-invested stores. 

Key words: the restructuring of retailing , retail capital , retail channel , large 

discount stores , locational types , locational strategies , shopping behaviors of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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