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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른 소매업 지역고용 및 소비행태 변화

온라인 쇼핑 확대와 소매업 구조 변화*
강 동 우**
1)

본고는 통계청 MDIS에서 제공하는 ‘경제총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미시 자료
를 이용하여 2010~18년 기간에 나타난 소매업의 인터넷 판매 매출 및 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을
업종 및 지역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2015년 이후, 인터넷 판매를 하는 소매업
사업체 비중과 총매출액에서 인터넷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이후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통신 판매업’, ‘전문소매
업’에서 뚜렷한 매출액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대형 종합 소매업’은 매출이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지역별 인터넷 판매 매출액은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 광역시의
약 9배, 기타 지역의 17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Ⅰ. 머리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속에서 한국은 2000년 이후 인터넷 기반의 통
신 판매, 즉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기 시작했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8: 43). 점진적으로 성장
하던 온라인 쇼핑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0년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되면서 모바일
환경이 정착되고, 2014년 이후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어
간편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송충렬, 2017). 또한 2014년 이후 익일 배송,
새벽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가 확대된 것에도 기인한다(이영종, 2019).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온라인 쇼핑은
보편적 소비행태로 정착하였다.
* 이 글은 강동우 외(2020), 『온라인 쇼핑 확대가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 소매업을 중심으로』의 제1장 및 제2장 내
용의 일부를 발췌ㆍ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dwkang1982@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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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강동우 외,
2019: 100~105).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 소매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택배로 대표되는 운수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의 개설과 관리, 물
류관리 시스템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분야 역시 성장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 확산은 오프라인 소비를 일부 대체하면서 매장 판매 중심의 소매업 분야에서는 매출 감소
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온라인 쇼핑 확대로 전통적인 매장 판매 소매업체가 폐
업하는 현상을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s)’ 또는 ‘소매업의 종말(retail apocalypse)’로 칭하기
도 한다(김태경 외, 2018; Mende and Noble, 2019).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을 ‘인터넷 판매’로 정의하고, 소매업의 인터넷 판매
매출 비중 및 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을 업종 및 지역 차원에서 살펴본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소매업의 인터넷 판매 매출 증가 추세를 살펴본다.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업종과 지역을 구분하여 소매업 구조 변화를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을 설명한다.

Ⅱ. 분석 자료

소매업의 온라인 쇼핑 확대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경제총조사’(2010년 및 2015년), ‘도소매업조사’(2011~14년 및 2016
년), ‘서비스업조사’(2017~18년) 각 연도 미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매업은 표준산
업분류 제9차 기준 ‘47 소매업(자동차 제외)’으로 정의하였고, 분석 기간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
로 대중화된 2010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가 가용한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각 연도 미시 자료
는 표준산업분류 제9차로 통일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의 종류와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산업은 세분류(4자리), 지역
은 광역시도 수준에서 통계적 대표성을 가지면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세분화되는
‘산업 세분류×광역시도’의 개별 조합들 중에서 사업체 수가 2개 이하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해 조사 항목이 ‘마스킹(masking)’ 처리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마스킹된 표본은 2012년 자
료 이후부터 나타나며, 부득이 본 연구에서는 마스킹된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 마스
킹 표본을 제외하고 사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매업 세분류 및 지역별 통

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통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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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산출하였다. 또한 분석 자료는 사업체의 매출액과 함께 ‘인터넷 판매 매출액 비중’ 또는
‘상품 판매 유형별 매출액 비중’을 포함한다.2) 본고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온라인 쇼핑으로 정

의하고, 총매출액에 인터넷 판매 매출액 비중을 곱하여 각 사업체의 온라인 쇼핑 매출을 계산하
였다.
[그림 1]은 분석 자료에서 산출한 소매업 사업체 수와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 추이를

나타낸다.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10년 61만 7천 개에서 2012년 64만 8천 개로 빠르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67만 7천 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2010~12년 기간에는 3% 미만이었다. 그러나 2013~16년 기간에는 4%대를 보였
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여 2018년 6.6%를 나타냈다.
[그림 2]는 2019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소매업 사업체 총매출액과 이 중 인터넷 판매

매출액의 비중 추이를 나타낸다. 소매업 사업체 총매출액은 2013~14년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
적인 증가를 보였다. 2010년 304조 원이었던 총매출액은 2015년 355조 원, 2018년 402조 원으
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인터넷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2011년 4.9%였던 비중은 2015년 8.6%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0.1%로 늘어났다.
[그림 1] 분석 대상 사업체 수와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 추이
(단위 : 천 개, %)

[그림 2] 소매업 사업체 총매출액 및 인터넷 판매 비중
추이
(단위 : 조 원(2019년 실질), %)

주 : 마스킹(masking) 표본은 제외하여 계산함.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총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각 연도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상품 판매 유형은 1) 인터넷 판매, 2) 매장 판매, 3) 방문 판매, 4) TV 홈쇼핑, 전화 우편 판매, 5) 기타 유형 판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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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종별 분석

제Ⅲ장에서는 업종을 구분하여 소매업 총매출액 대비 업종별 비중 변화와 인터넷 판매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 제9차 기준으로 소매업 업종을 분류하며, 소매업
을 산업세분류로 구분할 때 총 27개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3)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업종을 ①
4711 대형 종합 소매업, ② 47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③ 4719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④ 4791 통신 판매업, ⑤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⑥ 연료 소매업(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⑦ 전문소매업(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

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 7개로 구분하였다.
[그림 3]은 2010∼18년 기간 동안의 소매업 총매출액에 대비한 업종별 비중 변화를 7개 업종

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2010∼14년에 정체를 보이던 ‘대형 종합
소매업’의 비중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대형 종합 소매업’을 추월하여 ‘전문소매업’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신 판매업’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대
형 종합 소매업’과의 비중 차이가 3%p로 줄어들었다. ‘전문소매업’은 2015년 이후 비중이 41%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4]~[그림 7]은 2010년 이후 큰 비중 변화를 보인 ‘대형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위주 종

합 소매업’, ‘통신 판매업’과 비중이 가장 큰 ‘전문소매업’의 매출액 및 인터넷 판매 비중의 변화
를 나타낸다. [그림 4]의 ‘대형 종합 소매업’을 살펴보면, 2011∼16년 58조 원 수준이던 매출액
규모가 2017년부터 감소하여 2018년에는 51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매출액에서 인터넷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14년 기간에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지만 5% 미만이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5%를 초과하였고, 특히 매출액이 감소한 2017년과 2018년에는 7% 수준으로 급증

한 특징을 보였다.
[그림 5]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경우 다소 상반된 추세를 보인다. 매출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2014년 51조 원에서 2015년에 63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증가를 보여 2018년 78조 원 규모를 나타냈다. 그러나 매출액에서 인터넷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8년 기간에 1%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2012년 이후에는 0.2∼

3)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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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매업 총매출액 대비 업종별 비중
(단위 : %)

주ㆍ자료 : [그림 1]과 동일함.

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6] ‘통신 판매업’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 중

인터넷 판매 비중은 다소 등락을 보이지만, 201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림 7]
의 ‘전문소매업’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11년 126조 원에서 2014년 120조 원으로 다소 감소하
였다. 그러나 2015년 14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165조 원이
었다. 인터넷 판매 비중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2012∼14년 기간에는 2% 미만의 비중을 보였
다. 그러나 매출이 증가한 2015년부터는 비중이 2% 이상이었으며,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앞서 구분한 소매업 7개 업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2010∼18년

기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먼저 [그림 8]에서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전문소매업’ 사업체가
가장 많은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1만 4천 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체가 많은 업종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으로, 2010년 10만 5천 개에서 2012년 10만
7천 개로 증가하였고 이후 10만 6천 개~11만 개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다. 2010년 이후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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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형 종합 소매업’의 총매출액 및 인터넷 판매
매출 비중

[그림 5]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총매출액 및
인터넷 판매 매출 비중

(단위 : 조 원(2019년 실질, 좌측), %(우측))

(단위 : 조 원(2019년 실질, 좌측), %(우측))

주ㆍ자료 : [그림 1]과 동일함.

[그림 6] ‘통신 판매업’의 총매출액 및 인터넷 판매 매출 [그림 7] ‘전문 소매업’의 총매출액 및 인터넷 판매 매출
비중
비중
(단위 : 조 원(2019년 실질, 좌측), %(우측))

(단위 : 조 원(2019년 실질, 좌측), %(우측))

주ㆍ자료 : [그림 1]과 동일함.

수에서 가장 큰 변동을 보인 것은 ‘통신 판매업’으로, 2010년 6천 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만 6천 개로 늘어났다. 특히 2018년에는 2만 1천 개로 급증하였다. 반면 ‘대형 종합 소

매업’ 사업체 수는 600개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9]의 업종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문소매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다. 2010년
88만 4천 명이었으며, 2016년을 제외하고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103만 7천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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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업종별 사업체 수
(단위 : 천 개)

주ㆍ자료 : [그림 1]과 동일함.

[그림 9] 업종별 종사자 수
(단위 : 천 명)

주ㆍ자료 : [그림 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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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종사자가 많았는데, 2010년 27만 4천 명에
서 2018년 38만 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대형 종합 소매업’은 2010년 7만 8천 명에서 2015년
9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종사자가 감소하여 2018년에는 8만 3천 명으

로 줄었다. 반면 ‘통신 판매업’은 2010년 3만 5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종사자가 증가하여 2018년
9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 ‘기타 무점포 소매업’과 ‘연료 소매업’은 2010년 이후 대체로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Ⅳ. 지역별 분석

제Ⅳ장에서는 소매업 인터넷 판매 변화의 특징을 지역 차원에서 살펴본다. 분석 자료는 광역
시도 수준의 사업체 소재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지역(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림 10]~[그림 12]는 지역별 2010, 2015, 2018년의 소매업 매출액을 나타낸다. [그림 10]은

지역별 소매업 총매출액을 나타내는데, 수도권 총매출액은 비수도권 광역시 총매출액의 약 3배,
기타 지역 총매출액의 약 2배 수준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총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림
11]은 인터넷 판매 외 매출을 나타내는데, 총매출액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도권은 비수도권
[그림 10] 지역별 소매업 총매출액
(단위 : 1조 원, 2019년 실질)

주ㆍ자료 : [그림 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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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별 소매업 인터넷 판매 이외 매출액
(단위 : 1조 원, 2019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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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역별 소매업 인터넷 판매 매출액
(단위 : 1조 원, 2019년 실질)

주ㆍ자료 : [그림 1]과 동일함.

광역시의 약 3배, 기타 지역의 약 2배 규모를 보였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인터넷 판매 이외
매출액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 매출액의 경우,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의 왼쪽 그림에서 지역별 인터넷 판매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 광역시의 약 9배, 기타 지역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4)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수
도권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서도 인터넷 판매 매출이 증가하나,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터넷 판매
매출액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의 오른쪽 그림은 서울, 인천, 경기의
개별 인터넷 판매 매출액을 나타낸다. 서울의 인터넷 판매 매출액 규모는 인천에 비해 월등히
높고, 경기에 대해서는 2010년 4.6배, 2015년 3.3배, 2018년 2.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수도권 내 인터넷 판매 매출은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 지역 소매업의 인터넷 판매가 점차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과 <표 2>에서는 각각 ‘인터넷 판매를 제외한 연도별 소매업 총매출액 대비 지역별 비

중’과 ‘연도별 소매업 인터넷 판매 매출액 대비 지역별 비중’을 17개 광역시도로 구분하여 나타
낸다. <표 1>에서 인터넷 판매를 제외한 소매업 총매출액에서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47~48% 수
준이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52~53% 수준이다.
<표 2>에서 인터넷 판매 매출액의 경우, 서울과 경기의 비중은 82~84% 수준이며 인천을 포함
4) 인터넷 판매 매출액의 수도권 집중은 정보통신 인프라, 효율적 유통망 등 수도권의 보다 유리한 입지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정민수ㆍ송효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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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 판매를 제외한 연도별 소매업 총매출액
대비 지역별 비중

<표 2> 연도별 소매업 인터넷 판매 매출액 대비 지역별
비중

(단위 : %)
시도

2010

2015

2018

서울

25.7

25.8

24.1

경기

21.4

22.3

부산

6.7

경남

(단위 : %)
2010

2015

2018

서울

68.6

65.1

60.8

24.0

경기

14.7

18.9

21.0

6.7

6.4

부산

2.1

3.6

3.8

6.7

5.8

5.6

대구

1.8

2.7

3.4

인천

5.2

4.9

5.3

인천

3.6

2.4

2.8

대구

4.8

4.4

4.5

경남

1.6

1.1

1.4

경북

4.7

4.5

4.5

대전

1.2

0.9

1.3

충남

3.7

3.9

4.0

광주

2.0

1.4

1.2

전북

3.3

3.4

3.2

경북

0.9

0.6

0.8

전남

3.2

3.0

3.0

충남

0.6

0.8

0.7

강원

3.1

2.8

2.9

전북

0.3

0.6

0.7

광주

2.8

2.8

2.8

충북

0.7

0.9

0.7

충북

2.8

2.9

2.8

울산

0.3

0.3

0.5

대전

2.7

2.8

2.7

강원

0.7

0.4

0.3

울산

2.0

2.2

1.9

전남

0.5

0.3

0.3

제주

1.3

1.6

1.8

제주

0.3

0.1

0.2

세종

0.0

0.3

0.4

세종

0.0

0.1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경기

47.1

48.1

48.1

서울, 경기

83.3

84.0

81.9

서울, 경기, 인천

52.2

53.0

53.4

서울, 경기, 인천

86.9

86.4

84.6

비수도권

47.8

47.0

46.6

비수도권

13.1

13.6

15.4

합계

시도

합계

주ㆍ자료 : [그림 1]과 동일함.

한 수도권의 비중은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매업 인터넷 판매 매출액이 서울과 경기에 특히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비중은 감소하고(2010년 : 68.6% →2015년 :
65.1% → 2018년 : 60.8%), 경기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14.7% → 18.9% →21.0%). 서울

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 함께 수도권 비중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6.9%→ 86.4% →
84.6%).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2.1% → 3.6% → 3.8%)과 대구(1.8% → 2.7% → 3.4%)의 비중 증

가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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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통계청 MDIS에서 제공하는 ‘경제총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의 각 연
도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2010~2018년 기간에 나타난 소매업의 인터넷 판매 매출 및 산업 구
조 변화의 특징을 업종 및 지역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은 2000년 초반부터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5년을 전후로 온라인 쇼핑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온라인
쇼핑 거래 확대는 2010년 이후 대중화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2014년 이후 공인인증서 의
무 사용 폐지에 따른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 빠른 배송 서비스 확대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온라인 쇼핑 거래의 확대 추세는 본 연구의 소매업 미시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발견되는데,
특히 2015년 이후 인터넷 판매를 하는 소매업 사업체 비중과 함께 총매출액에서 인터넷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매업 총매출에서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2010년 총매출의 17.9%를 차지했던 ‘대형
종합 소매업’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2.7%로 줄어들었다. 반면 ‘음식
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대형 종합 소매업’을 추월하고, 2018년
19.5%를 나타냈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통신 판매업’의 매출 비중 역시 증가하여 2010년
5.8%에서 2018년 9.7%로 늘어났다.

주요 업종의 매출액 규모 변화와 매출액 중 인터넷 판매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2015년 이후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통신 판매업’, ‘전문소매업’에서 매출액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

난 반면, ‘대형 종합 소매업’은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기간에 대체로 ‘대형 종합
소매업’과 ‘전문 소매업’은 인터넷 매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의 경우는 0.5% 이하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요 업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매출액이 증가한 ‘통신 판매업’의 사업
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타 업종의 경우, 종사자 변동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6년 이후 대체로 ‘전문소매업’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대형

종합 소매업’은 감소하였다.
지역별 분석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매업 총매출액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볼 때, 수도권은 비수도권 광역시의 약 3배, 기타 지역의 약 2배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인
터넷 판매 매출액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광역시의 약 9배, 기타 지역의 17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 내에서는 인터넷 판매 매출이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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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소매업의 인터넷 판매가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인터넷 판매 매출액에 대한 지역
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80% 수준으로, 특히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서울의 비중은 감소하고 경기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수도권 비중
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구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쇼핑 거래가 급증한 2015년을 전후로 소매업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고 빠른 배송 서비스가 확대된 2014년 이후로 인터넷 쇼핑 거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매업 총매출액에서 인터넷 판매의 비중은 2014년과 2015년에
특히 증가하였고,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2010~14년 기간에 소매업 총매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던 ‘대형 종합 소매업’
은 2015년 처음으로 17% 미만을 나타냈고 이후 지속적인 비중 감소를 보였다. 반면 SSM(Super
Supermarket), 체인화 편의점 등이 포함되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2015년 17.6%의 비

중을 보이며 처음으로 ‘대형 종합 소매업’보다 큰 비중을 나타냈고, 이후 지속적인 비중이 증가하
였다. ‘통신 판매업’은 2015년에 처음으로 소매업 총매출액의 8%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비중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2015년은 소매업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과 ‘통신 판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단된다.
둘째,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고,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오프
라인 소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매업에서 비중을 잃고 있는 ‘대형 종합 소매업’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는 소매업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도 하지
만 오프라인 소비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 매장 판매 중심의 소매업 사업체에 위협이 되고 있
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대형마트에서의 대량
구매보다는 근린 생활권에 위치한 SSM 및 체인화 편의점에서의 소량 구매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행태 변화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비 양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는 ‘대
형 종합 소매업’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
화 속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은 지역별 물류 허브 매장을 중심으로 기존 매장을 재편하고 인터
넷 판매를 확대함과 동시에 매장으로의 집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
인 판매 및 배송 인력의 확대와 함께 기존 매장의 판매 인력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인터넷 판매 시장의 공간적 구조로 과도한 소매업 매출의 지역
쏠림이 야기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의 소매업 인터넷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 입지조건을 개선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판매 시장의 매출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는 상
황이 지속되고 오프라인 소비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매업 매출의 지역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업이 지역 고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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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의 매출 감소는 인터넷 판매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특히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판매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인터넷 판매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인터넷 판매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터넷 판매를 희망하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
(digital literacy)와 접근성 제약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판매 확대를 희망하는 ‘전문소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상권 내 매장
판매와 온라인 판매의 병행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
로는 비수도권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유통망을 효율화하여 비수도권의 입지조건을 개
선하는 지원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강동우ㆍ고영우ㆍ최충ㆍ최동욱(2020), 『온라인 쇼핑 확대가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ㆍ김관수ㆍ김의준ㆍ이준영ㆍ최동욱(2019), 「소비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
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태경ㆍ박동준ㆍ최인협ㆍ이응원ㆍ장태윤(2018),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18-10호, 한국은행.
송충렬(2017), 「간편결제 현황과 전망」, 금융감독원 FSS 금융아카데미 강의자료, http://www.
fss.or.kr/edu/off/fss/fss_dataview.jsp?no=121&b_skincode=1210743375505&b_id=acad
emymaterial&b_key=17457&b_step=1745799&b_lv=0&stitle=제121회 ‘간편결제 현황과

전망’&edubbs=all(접속일 : 2020. 9. 29.).
이영종(2019),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른 빠른 배송서비스 확산」, 『우정정보』 117(2019 여
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23~37.
정민수ㆍ송효진(2020), 「온라인쇼핑 성장이 지역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을 중심으
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한국은행 부산본부, pp.113∼127.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8),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Mende, M. and S. M. Noble(2019), “Retail Apocalypse or Golden Opportunity for Retail
Frontline Management?,” Journal of Retailing 95(2), pp.84~89.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