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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개방은 1981년 외국인에게 단일품목의 도소매업을 허용하먼서 시 

작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외국인의 유통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단일품목， 점포규모 100 

평 이하에 한하여 허용됨으로써 외국인의 유통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였다． 이후 1982년 

에 점포규모 제한 면적을 200평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1984년에는 단일품목으로 제한되 

었던 취급품목에 대한 규졔가 철폐되면서 유통시장에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88올 

림픽을 기점으로 급격한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고객의 편리성을 중시하는 

편의점（convenience store: 약칭 cvs）의 등장은 소매업에서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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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펀의점은 1989년부터 국내의 대형유통업쳬에서 외국의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을 통 

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소비자의 욕구의 고급화， 펀리화， 다양화에 부합하면서 점 

뙈＝와 판매액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이재하， 문명렬， 

2002). 그러나 펀의점의 성장보다도 더욱 강력한 새로운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1993년 11월에 서울의 창동에 설립된 이마트（E-mart）라는 대형할인점이다（이희연， 

2000). 이와 더불에996년부터는 유통서비스 분야에 잔존하던 매장면적 및 점포수를 제 

한하던 것이 완전히 철폐되고，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까르푸， 월마트， 

코스트코 등 외국계 대형할인점들이 국내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유통경챙은 치열해지기 시 

작하였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중심의 대형유통업쳬는 모기업 제조 및 유통계열화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경챙력， 막강한 자본력， 이에 기반한 거래협상력을 발판으로 국내에 친출한 

외국계 할인점의 경챙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더욱 과점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은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픔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셩은 

제공하였지만， 대형할인점의 확산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몰락을 가져오는 여론의 비 

판에 칙면하게 되었다． 행정당국에서는 대형유통업쳬에 대한 등록제（유통산업발전밥）와 사 

업조정제도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할인점 업체쪽에서는 적절한 부지확보 

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장면적이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큰 형대의 

중소도시에 입점이 용이한 SSM의 형태의 유통망으로 확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 

근에는 대형할인점보다도 SSM의 무분별한 확장이 국내 전통시장 및 지역골목상권을 붕괴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더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김익성， 

2011).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대형유통업체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편의점의 확장에 더 

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편의점은 칙영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계약을 통해 일반 가 

맹점에게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상표， 노하우 및 기타 기업운영방식을 계약에 의해 사용 

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권을 허가해 주는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더욱 확산되고 

있다． 

유통형태의 확산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과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영학분야에서는 점 

포전략， 상품구성， 매장연출， 상권분석， 구매행동， 소비자 인식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 

영실태 및 판매전략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리학에서는 공간 확산과 입지 

문제를 중심으로 편의점의 확산과 분포에 관한 연구， 입지에 관한 연구， 유통업체의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재하， 문명렬， 2002). 최근에는 대형할인점을 중 

심으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상규， 

2004; 이태정 조성현， 2007; 신재호， 2008; 우찰민 외， 2011). 하지만 대형할인점이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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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점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 

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마트와 최근에 확장되고 있는 편의점의 점 

포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상충부분을 규멍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패널자료는 전국16개 도시에 대한 경제적， 인구적， 교통적， 토지이용적， 관광적 

요인을 도출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과연 유통업쳬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업체의 유형에 따라 어떤 요인이 유통업쳬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물론 대형유통업쳬의 증가로 중소유통업 

체의 감소와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하지는 않는 

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어떤 요인이 유통업체의 수에 영향을 미 

치는 가를 6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ㅍ． 선행연구의 고찰 

2.1 대형유통업의 특성과 성장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 

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2（약 910평） 이상인 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이서는 대형할인점을 비롯하여 쇼핑아울렛， 회원제 

할얀점 등 毓000m2이상의 모든 매장을 포함하여 대형유통업체로 구분하였다． 대형유통업쳬 

의 대표적인 업쳬로 대형할인점을 들 수 있는데， 대형할인점은 보통 정가이하의 가격으로 

소비재 상픔을 소비자들에게 항시 판매하는 소매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대형할인점이 급 

격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희연， 2000). 

첫째，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세계적인 할인업체들이 국내에 친출하기 

시작하자 국내유통산업의 발전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규게를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정 

책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세일의 자유화， 셔틀버스의 자율화， 대형점 직업비율 완화， 자 

연녹지내 판매시설 설립규제의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세계유통업쳬들이 국내로 진 

출함에 따라 선진유통기술을 도입하고 점포의 대형화， 다점포화 및 업태다각화를 통하여 

물류비용과 유통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깨， 소비계층의 다양화 및 소비자의 구매행태의 변화이다． 경제정장이 둔화되면서 가격 

대비 시간， 효용， 이익을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구매행태의 변화와 승용차 보급으로 원거리 

쇼핑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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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대형마트 매출액과 점포수 

구분 
매흩액 정포수〈'EU 젱긷당 매츨액 

（억 웬 

걷麥l튤 

조원 % 총계 산규 

2〕J3년 臘5 261 74z1 

2刀4년 21.5 10.3 278 17 773.4 

3Th년 23.7 10.3 3x) 28 7745 

z〕（E년 25.7 a4 337 31 762.6 

z〕J7년 28.4 10.5 363 26 782.4 

alE년 30i 6.0 394 31 764.0 

乙（刀년 31.2 3] 40〕 15 762.8 

a겨0년 33.7 a0 437 28 772.3 

2JU년 3a8 9.2 446 9 825.0 

服 27.8 a3 359.0 22.1 772.8 

ㅈ口 : 통겨隧竅h眈pγ기＜《BS.kf) 

국내에 대형할인점이 도입된 것은 1993년에 영업을 개시한 서울시 도봉구의 이마트 창 

동점이 시초였다． 1996년에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까르푸（1996), 월마트（1998), 

테스코（1999) 등이 단독 혹은 합작법인 형태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대형할인점의 시작 

은 본격적으로 양적 및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전국의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2007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2008-2009년에 성장률이 다소 정쳬된 

후 2010-2011년에 다시 &0-9.2%까지 성장하였다． 대형마트 점포당 연간 평균 매출액 

이 773.8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해마다 대형마트가 15-31개씩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중소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해마다 1-2조원찍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은 연도별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점포수를 보여주 

고 있다． 

2.2 편의점의 특성과 성장발전 

편의점은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짧아 일찍 혹은 밤늦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점포이다． 주로 거주지역 근처에 

위치하며， 연중 24시간 영업을 하며， 주로 회전율이 높은 식품과 편의품 및 일용 잡화 등 

에 한정하여 판매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cvs）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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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김수정， 1994; 이재하， 문명렬， 2002). 첫째， 하루 12시간 이상의 영업이나 

24시간 영업， 연중무휴 등으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라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 

는 시간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둘째， 시장규모가 반경 500m이내로서 일상 활동의 근거지 

애서 도보로 점포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셋째， 2,000-3. 000품목 

에 달하는 다양한 품목을 갖춤으로써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상품의 편 

의성을 제공한다． 넷째， 청결하고 안정된 매장 분위기， 신속한 구매를 위한 정돈된 상품진 

열 등 고객들이 펀안한 분위기에서 신속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의 편의성을 졔 

공한다는 점이다． 

편의점의 운영형태는 주로 프랜차이즈 체인（franchise chain）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소수의 레귤러 체인（regular chain）과 자발적 쳬인（voluntary chain) 등이 존 

재한다． 프랜차이즈 형태는 다시 모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가맹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방식은 모기업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인 기업 

（가맹점）에게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상표， 노하우 및 기타 기업운영방식을 계약에 의해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권을 하가해 주는 유통형태를 의미한다（이경희， 

1990). 이러한 방식은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배송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다품 

종 소량친열과 패스트 푸드류의 판매방식， 최소한의 재고로 유퉁효율을 극대화하기에 적 

합하기 때문에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미굴의 편의점들도 프랜차이즈 형태를 취하연서 고도 

의 경영기술과 시설 등을 제공하는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옥선종， 1995; 이재하 문명렬， 2002). 

편의점은 1927년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사우스랜드 스토어사《현재 사우스랜드사） 

가 12점포의 쳬인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본은 196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1980년 

대에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편의점의 

역사는 1982년 뉴코아에서 서울 반포에 소개한 뉴타운 내에 ‘세븐일레븐’을 개점한 것이 

처음이지만 경영노하우의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소 변질된 형태로 운영되다가 88 

올림픽과 더불어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였다《이재하， 문명렬， 2002). 1990년 이후 우리 

나라에서 편의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단계별 유통시장 개방정책과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볼 수 있다． 

편의점은 점포수가 1998년 믹06(｝개에서 2006년 이928개， 2011년에 21,221개로 증가 

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도 2006'-201 1년간 연평균 15.4% 성장 

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편의점 점포수는 2만개 점포에 임박하였으며 편의점 

업계는 공격적인 출점이 지속되며 10조 규모로 전년대비 20.7% 성장하였다． 〈표 2〉는 

연도별 편의점의 매출액과 점포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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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편의점의 매출액과 점포수 

구분 
즌擁수 마를액 

억 원 성짇튿（떼 개 갇媤릍（%) 

20无년 49,624 9,928 

axJ7년 55.613 iai 11,055 11.4 

2(8년 64鍵1 16.7 1z485 ia9 

2Th년 73,046 126 14120 13.2 

2010년 8a驪 1 15.0 16,937 臘9 

乙11년 101,泌J 20.7 21.221 25.3 

평균 71,418 15.4 14,293 16.4 

자료 통계청（h tp:Ilkosis.kr) 

2.3 유통업쳬의 입지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입지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Zhou( 1999）는 대형할인점의 분포패턴을 미국의 애틀란트시를 중심으로 인구밀도， 가구소 

득， 흑인비중， 빈곤의 정도， 주택건설， 강챙점포， 고속도로 등과 관련하여 입지특성을 연구 

하였다． 그는 대형할인점의 입지패턴을 GI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걀과 인구적 요인， 

깅제적 요인， 도로망 등이 대형할인점의 입지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 

떤 특청한 요인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상권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주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scar(2003＞은 도시 내의 시장에 

서 공간적 도달범위와 입지패턴으로부터 상이한 점포형태별로 나타나는 경쟁걱 상호작용 

을 분석하였는데， 압지에 따른 경챙효과는 일정하지 않으며， 경챙 점포의 형태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우철민 외， 2011 재인용）. 

국내에서 최대식（1998), 김지영（1999), 임영록（1999) 등은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대형할인점의 유형 및 입지 전략과 그에 따른 상권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희연과 김지영（2000）의 연구에서는 인구 10반 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들 간에 

대형할인점 점포수의 결정 뵤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인구학적 변수， 경제적 변 

수， 용도지역 변수 등 3가지 변수 그룹에 대한 13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함께 경제적 요인과 용도지역 요인을 이용 다중회귀분석을 한 갈과 도시간 

대형할인점 점포수의 변화가 인구 경제적 요인과 용도지역 요인에 의해 91% 설명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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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잠재적 상권 규모나 구매력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권용걸．강양석（2002）은 2001년 6월 기준으로 서울에 분포에 있 

는 33개의 대형할인점 영업담당자로부터 인터뷰를 통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지갈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졔적 요인， 인구적 요인， 토지이용 요인， 교통적 요인 등 4가지 범 

주의 22개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걀과， 인구학적 요인， 단지 상권 요인， 지 

가 요인， 역세권 요인， 소득·거리 요인， 접근성 요인 등 6개 요인을 추출하고 대형할인점 

의 입지 결정에 인구학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열， 석혜주＜2004）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성 및 선호요인을 분 

석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주거지와의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주차의 용이성 등 

이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규（2004＞는 국내 대 

형할인점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인구밀도는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소득수준은 일정수준까지만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권을 나누어 분석하면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용구， 한경동（2004）는 대형할인점의 적정 점포수 

또는 포화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인점의 포화 

지수와 지표를 측정하였다． 분석 갈과 인구 10만명당 1개의 대형할인점이 입지할 수 있다 

는 통상적인 이론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태정， 조성현（2007）은 대형할인점의 상위업 

체를 중심으로 매장별 상권을 정의하고， 각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권내에 재래시장이 존개하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치방세액은 U자형 구조를 갖고 

있어 중산층이 높을수록 대형할인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며， 대형할인점의 입지가능성은 

가구수와 대형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에 입점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표 3〉은 대형유통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연구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형 유통업쳬의 시장구조는 거래 지역에서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갈정하는 중요한 요인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성， 인구밀 

도와 소비자의 쇼핑 습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나 나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대형 유통업쳬의 시장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변수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 

지만 이들의 연구들은 주변현황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지 및 매출액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 

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의 확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여 어떤 변수가 

대형할인점과 펀의점의 점포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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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형유통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연구 

연구자 갸，념빈수 

규

④ 

1. 안모적 요인： 인무밀도（○）. 가구쑈＜×） 주택숴x) 

《○） Z 깅ㅈㅢ떡 요인 지빙세 납부O 炙O), ㅈ듬차 등록대숴차 총종사자수 

3. 교통 토지O臣옹 요인： 주변도로（×）. 대줌교통 0呂여부《×）, 도시겨燻燈소（×） 공사ㅈ 7 Kx) 

잠재력요인： 기타경쟁업처【×）, 경쟁정뫼o) 

점포특성： 영업ㅅ간x) 영업면젝o), 주차7늠마숴0) 영업개웰수慟 

o IE

(2m 

1. 안구적 요인 인구밀되지 인무（0) 가구숴×） , 

z 깅쩌P걱 요인 ㅊ曜奎등록대i수《o), 1인당지빙써【o). 공사찌7K). 

3; 지역적 요인； 자격면젝×）. 도로연장：×）, 도로밀도（×） 

4 강쟁적 요인： 재라l사쟝숴C) 초ㅌ접 타힐오떰과의 거ㄹK×）,2卜」ㄲ 반경내 타흴인점 인접유무（○）, 상권내 

타할긴점 유무（x)X뼘L서 타 힐오떰가수〈×） , 

5. 매상걸 요인 주차대I수《0). 업력（이 마咫！면긷《o) 

欄 

1. 인무특성： 인무밀도（o) 총인尸낙눼○）, 주믹수《ㅇ） 차7目등록L隅＜o) , 

a 주택유형별밀도 ㅌ峰주택a), o睡l틔×）, 연립주딛※×）, 다세대주트페x) 

a 자가 공사재7 Ko) 

4. 대중교통 인접도로전면폭（×）, 상권내긴선연장길0K×）. 상권내긴선도로주〈×） 간선도로까쟈의 거리（×） 지 

하철0隱z躬 o) 

경쟁요인 상권내백화점수《a), 상권내자褘陞사짇쭉《0), 싣퀀L卄슈퍼마컷뛰0), 기타문화사셀×） 

돼겨隱l 싣권나屎거차격바율｛×）. 상권마상업지역ㅂ뭍（×）, 상권마공업차격ㅂ읕〈×）. 상권내녹자ㅈ！격ㅂ뭍（o) 

우철민 

오【20U) 

1. 매짇특성： 영업알숴a), 연면적C) 복흼단지내 매짇K0), 택쟈재볕내 매징（a) 

Z 경저떰 특성： 가구수《0) 주택가24o) 

3. 브랜드 특성 각 브랜드를 더미변수로 사용 

ㄵ一∼

a 

자료원： 우철민 외（2011）의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함 

皿．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권용걸과 강양석（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통업체의 규모와 입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특성， 인구적 특성， 교통적 특성， 토지이용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입지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경제적 기반을 분석하여야 

한다． 경제적 특성요인은 유통업체를 개점하는 지역의 경게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지역 

의 지방세 납부액， 총 사업체 수， 총 종사자 수， 1인당 GRDP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 

역내의 소득수준은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소득수준과 경제기반은 해당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상권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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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입지를 고려하는 유통업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소득수준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세액， 주민세， 재산세 등 

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간접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등은 소득수준을 파악하 

고 상권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이상규， 2004). 특히 도시형 

의 경우 특정 점포의 예상 고객수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대수로 시來구모 

를 알 수 있다． 대형할인점의 정격상 방문객들의 60％가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볼 때 배후 

상권의 승용차수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이상규， 2004). 자동차는 먼 거리에서도 

방문할 수 있고， 여가 시간을 즐기려고 쇼핑을 하는 고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 

정 지역의 경제적 발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산업체의 비중과 종업원수를 고려 

할 수 있다． 산업체 및 종업원수의 비중은 대체로 대도시가 높지만 입지분석에 있어서는 

각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그 지역의 강제적 산업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인구적 특성이란 특정지역의 인구의 수， 인구밀도， 가구수， 아파트가구수와 같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상권내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 

은 고객분포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쳬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 제품과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존개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구적 특성은 유통업체의 점포의 수를 결 

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연구이서 인구적 특성은 반경 5km 이내에 

15-20만 명의 인구규모를 최소 요구치로 잡고 상권 내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칙업， 소 

득수준， 라이프스타일， 주거형태， 지가비율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인구가 많아지면 

통근비가 증가하게 되어 기업들로 하여금 도심 또는 중심업무지구（CBD) 바깥에 위치하게 

하는 유인을 갖게 하는데， 본 연구아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나 아파트 거주 가구 수， 

지역 인구밀도 등이 대형할인점에 대한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즉， 지역 내 인구수， 아파트 거주 가구 수， 인구밀도 등은 지역 내 인구 수나 아파트 거주 

가구 수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대형할인점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업체의 점포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별하게 해당지역 

의 숙박객수를 변수로 도입하였다． 숙박객수는 이동인구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높을수록 편의점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교통적 특성은 특정 유통업쳬로의 이동의 편리성을 결청하는 요인으로 상업인지 

에 있어 도로의 구조와 교통수단 등의 문제는 상권의 규모와 안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배후지의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점포에 도달할 수 있는 교수수단이 발달하지 못 

하면 고객을 유인할 수 없다． 대형할인점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와 교통수단의 편리성이 

고객 흡입력을 좌우한다． 교통의 특성에서 대중교통은 거의 감안하지 않으며， 주 간선도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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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차로가 주거지로부터 주행거리 1O-15분 내에 위치하는 것이 증요한 입지요인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적 특성을 대형할인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인당 도로면적과 자동차보유 대수를 대형할인점에 대한 수요 측정의 주요 설명변 

수로 선정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교통적 특성의 주요 변수인 1인당 도로면적이나 자동차 

보유 대수 등이 대형할인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므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편의점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존개하기 때문에 교통적 특성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만 교통적 특성에서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입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4>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예상 

종속반수 

  

설명 빈수 

   

      

 

결정요인 조작적 반수 ，
내
 

艇

＋
+
+
+
+
+
+
+
+
+
+
 

   

총 사겁체 숴딘위； 만개［ 

  

     

  

경저떰 특정 총 종사자 수《딘덖 민명） 

  

    

   

1인당 지벋턍ㅖ닙부엑딘0I-tm 딘운9 

  

   

가구수《만가구） 

  

     

대항힐H빈졈수 
딘l 7= 

편의점수 

 

안구적 특성 
아파ㅌ 가구수＜만가구） 

  

 

자격 인구밀도（백민명댕 

  

  

숙박객쉬연인원）（딘위； 민명） 

  

     

 

교통적 특셩 
1인당 도로면적 

  

  

ㅈ隱차 보유〔汁수〈딘위； 딘icl) 

  

  

토지O屎특성 
꼲업지역 면즈孝백민명댕 
준주거지역 면적，백민명님（) 

  

       

       

넷깨， 토지 이용적 특성은 유통업체의 설립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용가능한가를 나타내 

는 개념이다． 최근 대형할인점의 확산이 장체된 이유로는 정책적 제한과 더불어 만족할 

만한 충분한 규모의 부지와 다양한 매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할 

인점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최소 &000평 이상의 넓이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토지용도 제한에 관한 법적 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 

지 이용적 특성은 대형할인점이 입지에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준주거 

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대형할인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 하 

지만 편의점인 경우에는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적 특성이 점포확산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토지의 가격은 편의점의 수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수 

와 예상되는 예측관계를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1) 헌개 대형할인점이 입지할 수 있는 토지용도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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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증적 분석 

4.1 자료수집과 기초적 통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6개 시·도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 6년간의 대형유통업과 편의점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5〉는 이용된 자 

료의 출처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6〉은 조사한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 

회문화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각 지역에 입점한 대형 유통점과 편의점의 점포수를 종 

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 이용 자료의 출처 

설명 빈수 
종속반수 

결정요인 조작적 반수 ㅈ曜출처 

16걔사도별 
대형유통업처빠 
편와점의 짇ㅌ수 

경저I-i 특성 

총ㅅ隧야令 
통겨隧l및 

전국 사탭쩨 조사 
총 종사자 수 
1인당 (n. 

안구적 특성 

안구수 

통겨隧l 및 안구 총E사 
O隊트,坪 가구 수 

자격 인무밀도 
숙빅'ft수＜연인원） 

교통적 특성 
1인당 도로면적 

통겨隧」 
ㅈ隱차 보유대冷 

토지oI 특성 
꼲업차격 면적 
섞뜨거자격 면적 통까청 및 국토하ㅌ 

〈표 6> 분석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반수 N 평균 표준편차 촤소 최대 

Ia꿎 
（대형유통업치D 

3D 31.0125 31.03795 8 
，「 

αn7m 
（편와정l 

돈30 8545375 9579ㅉ〕1 1&3 4254 

eripi 
（총ㅅ F 	#) α 20.53413 1 9.23 	4 43戚끄 召3753 

e*T〕oy 
（총종사자수） 3D loa6w 1《 L3D31 17.5348 448.7357 

rx끄」a 
（지역별 안구수） 

aioi 124 a이9536 .5无4踞 1 1.7蹈32 

a) 22. 78ffB 40.36192 .9351983 170.4553 
由rd 

（자격별 안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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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卄/ 
（지역별 7R수） 

83 105.0432 98.79124 m1313 383.9171 

fanitya 
（아하트 가구수） 

든I〕 4L041 71 46B2466 3.655183 없끄8783 

nus 
（준공업쟈격면적 

83 10.16658 71126291 1.831781 27.73399 

mT《枕 
(1인당 도로면적 

없 J3.04077 31.（요无7 .58明641 111.543 

wmTe 
(01 

없 64.56653 6441499 8.05597 2747783 

b-in얹 
（숙박객숴 

8D 210.5246 312.4218 21.7185 181 3375 

a」b 
（ㅈ隱차보유마쉬 

a 81.83331 77.98452 143815 339.0116 

4.2 분석결과 

종속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입지를 나타내는 점포수를 종 

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갈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대형할인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ㅂ匿준화겨l수 

표준화 
계수 ㅣ 

001
- TflH 공선성통겨턍 

B 표준오차 버타 공차 MF 

1 	（상수） 

fa玔n 

冊 .653 

.983 

.332 

51 .5I i.a:o i.ㄸo 

2 	（상숴 
冶楸β 

〔轍견〕 

-.027 

.ftO 

.123 

485刪010 

柵 棚 

-:056 
71.012 

12.521 

955oxcoo .749 

.749 

棚

1.334 

3 	（상수） 

I玔a 

d珊珊】 

tcuri얹 

-428

.599

ceO

.037 

458慨
014032 刪 104幡 

.934 

76.803 

5.555 

3863 

3530300)3099 
748296323 

t338 

3.373 

翩 乙 

4 	』 （싱수） 

徹1參β 

ㅢ．田3 

.5刀 

SF6 

.037 

.315 

柶 冊側

.002冊 

一 

43421

6.  155

4354

2.780 

0990)3
刪

00037 
243266
315
311 

4122 

3453 

3.172 

3219 

（力ㄲ 

tairst 

r 〕cb 

灘 
川

.075

.04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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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수） -6.816 

.555 

.057 

.(xB 

.328 

.075 

朋 

013013052105026 

837
113

coD
051幡 

3.645 

41 .314 

6.554 

3.474 

ao46 

2硼 

刪 脫脫051053

as 

珊 聊
283
310470 

4756 

a458 

3.491 

3225 

Z128 

a꿰y0 

（轍ㄲ 

b」1驢 

rScie 

m1a× 

a. 종속변수： 대형마트 

이 표에서 보듯이 대형할인점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파트 가구수， 인구 

밀도， 숙박객수， 준주거지역면적． 개인당 지방세액이 p<0.o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사업체수， 종사자수， 인구수， 가구수， 1인당 도로면적， GRDP, 자동차 보유대수 등 

의 요인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VIF값도 모두 10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표 8> 편의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ㅂ匿준화74 

표준화 

유의획률 
공전성통겨턍 계수 

B 珊돈오차 베타 공차 끼E 

1 （상쉬 -57.953 48.734 .238 

1a397 .737 .948 26.336 .(x〕o i.ccn fa瑯. 

2 （상수） -125.56 26.537 4.732 .050 

a꿰β 16.739 ．기38 .818 32.182 .050 .810 1.235 

twist .917 .cUe .205 12.9肥 .(x:O .810 1235 

3 （상숴 -4E41 111.159 -a田3 .050 

taTβ 16.018 .502 .783 31 .921 .OGO 574 1.743 

I以ㅔ얹 .838 .070 .273 11.940 .050 659 t이 7 

知 418〕 1.驪）3 .071 2.624 .011 471 2.122 

a. 종속반수： 편의점의 수 

1.139 

1.05 

펀의점의 입지를 나타내는 편의점의 점포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 

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편의점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아파트가구수， 숙박객수， 개인당 지방세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하지만 사업체수， 종사자수， 인구수， 가구수， 1인당 도로면적， 

GRDP, 자동차보유대수， 준주거지역 면적 등의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 

입변수들의 VIP의 값도 모두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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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형 할인점과 최근에 확장되고 있는 편의점의 입지를 나타내는 점포수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국16개 도시에 대한 

경제적， 인구적， 교통적， 토지이용적， 관광적 요인에 대한 패날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갈 

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형할인점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파트 가구수， 인구밀도， 숙박객 

수， 준주거지역면적， 개인당 지방세액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할인점의 

확장은 개인당 지방세액이 높고， 인구밀도와 아파트가구수가 높고， 이동인구가 높은 준주 

거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가구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셔틀버스의 중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형할인점이 아파트가구수가 밀접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준주거지면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 

유로는 도심지역에서의 교통쳬증과 높은 지가 등으로 매장면적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 

라 지가가 저렴한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편의점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아파트 가구수， 숙박객수， 개인당 지 

방세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펀의점은 아파트가구수가 많은 지역을 

증심으로， 이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개인당 지방세액이 높은 지역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편의점 증가에 숙박객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역내 관광 

산업이 발달될수록 그만큼 유통 선진화와 소비 편리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 

의점의 운영은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칙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파트 가구수， 숙박객수와 개인당 지방세액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특 

히 인구밀도는 대형할안점의 확산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침에 따 

라 대형할인점이 진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미는 기존연구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연구결과로 인하여 유통업체의 확산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통업의 확산에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입지의 결정은 기업의 경영전략적 측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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