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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에 열광하는 소비자로 보는 국내
상권의 미래
들어가며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은 이용
목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8년 10월에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는 “먹자골목과 골목상권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쳤다. 이어 그는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많이 헷갈리는데 골목상권 침해는
억울할 수 있지만, 먹자골목은 자유 경쟁 시장이며 골목상권에 안 들어가고
먹자골목에 들어가는 건데 이를 헷갈리는게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백 대표의 먹자골목과 골목상권에 대한 견해는 이 두 상권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시사한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권을 각각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다. 보통 전자의 경우, 근거리에 위치한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후자는 관광지적 성격을 띠며 거리와 거의
무관하게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 겉으로 보기에 두 상권은
F&B(food & beverage) 위주라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소비자의 이용 패턴,
위치, 시장 특성 등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을 띄는 것이다.

소비자 행동 패턴에 따라 결정되는 상권의 흥망성쇠
상권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포가 집적된 영역, 상업시설이 미치는 영향권
등 다양한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시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돈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거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장보기’가 아닌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은 백화점이 거의
유일했다. IMF를 기점으로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은 국내 유통시장의 빠른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쇼핑몰 등 다양한
상업시설의 등장과 함께 이들의 주 활동 무대인 상권이 함께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발전은 소득수준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니즈를
다양화, 세분화하며, 상권 역시 이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발달하기
시작했다.
흔히 상권 하면 떠오르는 강남역과 같은 전통적인 상권은 교통, 주거, 업무 등
탄탄한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형성된 풍부한 유동인구, 배후인구를 타겟으로
만들어진다. 명동 등 대형유동인구 기반 상권과 각 대학가, 오피스 근처 형성된
먹자골목 상권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목적 없이, 일상적으로 경유하는 매우
풍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자영업 구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요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하며, 점포의 교체 사이클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흥망성쇠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며, 기존 타겟에게 더 이상 어필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외국인 관광객 등 타겟을 바꾸어 상권을 재정비한다.

© 2019.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2

인더스트리 포커스 70호 (2019.7)
‘골목상권에 열광하는 소비자로 보는 국내 상권의 미래’

복합쇼핑몰은 상업시설이자 그 자신이 상권이 된다. 국내에서 복합쇼핑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요 기업들은 국내 주요 유통사이자 디벨로퍼인 이른바
Big3(신세계, 롯데, 현대)이다. 그들은 시설 중심의 상권 자체를 기획하고
복합쇼핑몰을 출점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타 상권
유형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또한 디벨로퍼가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업에 가까운
형태이며, 그들의 조닝 계획에 맞게 브랜드를 입점시켜 그 자체로 인위적으로
상권을 형성한다.
상대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용이한 복합쇼핑몰 상권은 2000년대 코엑스몰을 시작으로 점차 엔터테인먼트,
F&B 등이 강화되며 스타필드 하남, 롯데월드몰 등으로 빠르게 진화했다. 이에
따라 소비 행동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외식
등 문화·여가 행위를 즐기는 “몰링(malling)” 의 형태로 진화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이 있다. 이 상권은 다른 상권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구분되며, 주거지 인근에 형성된 근린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또는 전통적 상권이
확장되며 배후 지역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로 들면, 기존 핵심 상권인
서교-동교동 일대의 홍대 상권이 확장되며, ‘연트럴파크’라는 고유한 이미지와
특성을 지닌 골목상권으로 발전한 연남동이 있다. 이곳에는 개성 있는 임차인들이
모여 곧 상권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 특성을 만들어낸다. 현재 서울에는 을지로,
연남동, 경리단길, 익선동, 가로수길 등 수십 개의 골목상권이 존재한다.

그림1. 국내 상권 유형1)
구
분

대형 인프라 기반 상권

복합쇼핑몰 상권

골목상권

입
지

교통, 주거, 업무 등
기능이 발달한
도심지역

교외 지역, 주요 권역
내 거점 등

기존 상권 연접
or 역사, 문화 기반

교
통

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 수준 高

대중교통 교통인프라
양호, 주고객인
자차이용고객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

제한적인 대중교통,
불편한 주차 등
교통인프라 미비한
곳이 대다수

타
겟

유동인구, 배후인구

주로 가족 단위,
목적형 광역 고객 타겟

목적형 고객 타겟,
관광지와 비슷한 타겟
형태

사
례

서울 명동, 강남역,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하남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IFC몰,
이케아 고양 등

경리단길, 홍대 거리,
을지로, 익선동,
가로수길 등

1) KB 경영연구소,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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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활성화된 골목상권은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며 문화를 창조해낸다. 최근 가장
각광받으며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전도유망한 상권이며, 미래 소비 주력
세대라고 불리는 밀레니얼, Gen-Z세대가 그들 특유의 “경험, 공유 등”의 가치를
소비하기 위해 모이는 이른바 ‘핫 플레이스’다.
상권은 하나의 옷만 입지 않는다. 사람과 돈이 모여 상권을 이루었듯이, 결국
상권의 흥망성쇠 역시 상권 고객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권은 언제 어느 때라도 당장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포텐셜을 품고 있다.
현재의 근린 상권이 관광 상권이 될 수도 있으며, 대형 상권의 확장에 따라 배후
지역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밀레니얼 이상 세대는 왜 골목상권에 열광하는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IT기술에 친밀한 밀레니얼 세대, Gen-Z가
여전히 골목상권에 열광하는 사실은 상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들은 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온라인(SNS)으로 빠르게 공유하며,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라면 어마어마한 대기시간, 불편한 교통편 등 불편함도
감수하는 열정을 보인다. 리테일 기본원칙인 “People attract people”이
스마트폰 등 IT 기술과 만나 더 넓게, 더 빨리 하나의 붐을 형성하는 것이다.
최근 ICSC1)에서 조사한 자료는 여전히 밀레니얼 이상 세대가 오프라인에 대한
갈증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북미, 유럽 고객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과반수 이상이 여전히 그들의
생활반경(주거, 오피스 등)에 오프라인 상업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밀레니얼, Gen-Z 등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강해졌다. 그들이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의 재고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림2. 온라인 구매시 인근에 오프라인 스토어를 희망하는 비율(전체/세대별)2)
밀레니얼 세대(21~38세)
X세대(39~54세)
베이비부머 세대(55~73세)

60%

67%
64%
63%
61%
61%
56%
55%
53%
51%
47%
44%
45%

55%

전세계
평균

53%

53%

유럽

미국

캐나다

전세계 평균

유럽

미국

캐나다

1)

ICSC(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1958년 출범한 글로벌 쇼핑센터산업협회

2)

ICSC Industry Insight 2019, “Bricks Drive Clicks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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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의
급성장은 오프라인
공급의 부족에서 온다

국내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액 비중은 글로벌 평균 대비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온라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앞서 밝혀낸 사실에
의거할 때 이러 한 현 상의 근본적 인 원인 은 오프 라 인 상업시 설의 공 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근거리 상권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있다. 미국
쇼핑몰 시장을 살펴보면 근린형 상업시설인 네이버후드 센터와 커뮤니티 센터의
기반이 탄탄한 반면, 국내의 경우 대형 쇼핑센터에 집중된 역삼각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근거리의 오프라인 쇼핑 공간 부재가 국내 온라인 업체의
시장 침투와 급성장을 용이하게 했고, 오프라인을 향한 갈증을 고조시켜
골목상권에 더욱더 열광하도록 만들었다.

그림3. 전세계 리테일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1)

2016년 글로벌 온라인 판매 비중 8.7%
우리나라 2010년 수준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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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내 리테일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2)

2016년 국내 온라인 판매 비중 18%
글로벌 대비 약 2배 수준의 시장 규모

9%

10%

2010

201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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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8%
13%

20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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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글로벌 온라인 소매판매액 비중 출처 : ICSC Research

2)

국내 온라인 소매판매액 비중 출처 : 통계청 자료 가공(오프라인 소매판매액 기준과 동일하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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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한 · 미 유통포맷 별 비교1)

면적별

점포수별

Type 1

Type 4

Type 2

Type 1

Type 4

Type 2

Type 3

Type 3

미국
한국

한 · 미 유통포맷 구분2)
낮음
생
활
밀
착
도
높음

Type
(포맷)

미국

한국

1

프리미엄아울렛

도심형/프리미엄 아울렛

2

슈퍼리저널·리저널

백화점·복합쇼핑몰

3

커뮤니티센터

대형마트

4

네이버후드센터

중소형 쇼핑센터

근린 기반이 탄탄한

대형몰에 집중된

삼각형 구조

역삼각형 구조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고객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상업공간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골목상권 열풍은 모든 유통업체를 포함한 유통 시장 내 기업들에게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아직까지도 국내 유통업체들은 공급자 위주의
마인드로 오프라인 상업공간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수요자, 즉 고객의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도 그들은 다양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갈증, 즉
unmet needs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살펴본 그들의 unmet
needs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귀결된다.

1)

국내 유통 포맷 데이터: 통계청 / 미국 유통 포맷 데이터: ICSC

2)

미국은 ICSC의 기준에 따라 대형상업시설 분류, 이와 상권범위, 규모, 역할이 유사한 포맷으로
국내 유통시설을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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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력적인 경험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
2) 주거, 업무 등 생활반경에서 이용 가능한가?

그림6. 국내 상업공간의 미래1)

커뮤니티
쇼핑센터

네이버
후드센터

교외형

슈퍼
마켓
전문점
픽업
센터

Office

아울렛
복합
쇼핑몰

오피스
리테일

하이퍼
마켓

가두점
네이버
후드센터

상권

백화점

픽업
센터
쇼핑몰

Car
Bus

Home
커뮤니티
쇼핑센터

슈퍼
마켓
전문점

Subway

출점 의도와 환경에 따라 위의 2가지 중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객 생활 반경에 위치할 수 없다면, 그 공간만이 어필할 수 있는 가치로 고객을
유인해야 한다.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출점한다면, 상권의 맥락, 주요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적합하다.

1)

Deloitte Retai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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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의 상업공간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상업공간들은 다양한 콘텐츠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탈바꿈하면서도, 몸집을 줄여 날쌔게 그리고
가깝게 소비자에게로 뻗어 나가야 한다.
가두상권, 오피스와 주거지, 슬럼화되는 막 상가를 활성화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brick and mortar store’ (온라인에 반대되는 의미로, 오프라인 상업공간을
통칭함) 등 다양한 형태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공급되어, 고객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Contact

정동섭 파트너
Consumer Products &
Retail, Wholesale and
Distribution Sector Leader
dongjeong@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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