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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유통기업 전략
백 인 수 1)
(부연구위원·신성장산업실)
ibaek@kiet.re.kr

〈요

약〉

유통시장 개방 이후 세계 일류 유통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이래 토종 국
내 유통업체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작년부터 거대한 유통시장을 개방하
면서 글로벌 유통기업의 각축장으로 변모하는 이때, 기업과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3월 15일 서울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글로벌 시대
의 유통기업 전략”
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영
국 옥스퍼드대학의 Elizabeth Howard 교수와 CBRE의 Andrew Ness 대
표이사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유통기업의 글로벌화, 중국
시장의 변화, 최근 국내 유통산업의 변화, 국내 유통산업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제1주제
유통기업의 글로벌화
(Elizabeth Howard, 옥스퍼드대학
교수)

1. 유통기업의 국제화 유형
최근 유통산업의 국제화는 더욱 가
속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국제화에

대한 확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와 동시에 국제화에 따른 위험과 부
작용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제 소매산업에는 세계 매출 1위
기업인 월마트를 비롯하여 완전히 국
제화된 기업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그
렇지만 국제화 수준과 국제화가 발생
하고 있는 지리적 분포는 매우 비대
칭적이다.

1) 이 글은 필자가“글로벌시대의 유통기업전략”세미나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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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유통산업 국제화 분
야에서 스타 기업들이 탄생했다. 왓슨
스, 메트로(마크로), 테스코 등이 그
들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기업인 에이
홀드는 오히려 문제가 생겼고, 가장
국제화된 소매기업이라고 평가받았던
프랑스의 까르푸도 조정기간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세계 제1위 기업인 월마
트는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이
라고 말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소매기업은‘주저단계',
‘소극적 국제화 단계', ‘적극적 국제
화 단계'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국제
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소극적 단계'에 주저앉아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일부‘적극적
국제화'를 추진하던 기업들은 2단계
로 다시 주저앉기도 한다.

2. 국제화 대상지역
향후 유럽과 미국 유통업체들의 아
시아권 시장에 대한 애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유럽 유통
시장의 성장률이 저성장 수준에 답보
중인 데 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가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높고 시장개
방으로 시장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를 관리해야만
하는 상장기업들은 투자자 등 이해관
계자들로부터 성장에 대한 강한 요구
를 받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소매시장에서 큰 구
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소매업태
별로 점유율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
며 신업태 등이 급성장함은 물론, 소
비자들도 새로운 유형의 소비패턴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국가는 각각 독
특한‘문화', ‘소비자 특성', ‘소매업
역사'를 갖고 있지만 크게 보면“근대
화"와“국제화"를 경험하면서 유사한
발전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다국적
유통업체만이 성공할 수 있다.

3.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계적인 소
매 기업들은 시장성과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옥스포드 경영대
학에서는 매년 세계 상위 500개 기업
의 시장성과를 여러 가지 척도로 평
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
구결과에 따르면 ‘소극적 국제화’
를
하는 기업들은 높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가치 상승
면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소매
기업들은 매우 강한 국내시장 포지션
을 가지고 최소한의 국제화를 추진하
는 기업들이었다. ‘적극적 국제화' 기
업들은 오히려 그 다음 수준의 성과
를 보였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킨 것으로 예외는 있
을 수 있다.
소매 국제화 과정에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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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유통기업 20대 회사 비교

규모 순위

회사명

수익(십억 달러)

국제화 정도(%)

1

Walmart

263.0

21

2

Carrefour

79.7

48

3

Home Depot

64.8

7

4

Royal Ahold

63.5

84

5

Metro

60.6

47

6

Kroger

53.8

0

7

Tesco

51.5

20

8

Target

48.1

9

Rewe

10

Costco

42.5

20

11

Sears Roebuck

41.1

19

0
28

12

Aldi

37

13

Intermarche

28

14

Safeway

35.5

15

15

Albertsons

35.4

0

16

JCPenney

32.9

17

Schwarz

18

Walgreen

32.5

0

19

Auchan

32.5

46

20

Aeon

31.2

9

5
35

자료 : CIES, Fortune, Deloitte, OXIRM.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소매국제화는 진출국의 소비문화와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
다. 그리고 이 같은 국제화에 특히 능
숙한 소매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4. 진출전략 믹스
유통 국제화 전략에는 다양한 유형
이 있다. ① 국제화에 대한 지리적 범
위에 따라 지역국제화, 대륙국제화, 진

정한 글로벌 수준의 국제화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② 진출전략에 따라 100%
단독투자, 합작-조인트 벤처, 프랜차이
징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③ 머천다
이징을 표준화하거나 현지화할 수도
있다. ④ SCM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화를 시도하는 유통기업들
이 당면하는 문제로는, ① 다양한 포
트폴리오 시장들을 어떻게 믹스할 것
인가, ② 국제화된 조직의 통제를 어
떻게 할 것인가, ③ 신규 진출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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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④ 공급망의 구축은 신규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확장할 것인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국제화와 환경
의 변화속에서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이슈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한다.

이유는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때문이다. 2004년 GDP(국내총생산
액)는 정부의 저성장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전년도 대비 9.5%나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중산층의 도
래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며, 이것은 또
한 국내 소매시장의 급팽창을 견인하
고 있다.

제2주제
중국 유통시장의 변화와 전망

(2) 중산층의 도래

(Andrew Ness, CBRE 대표)

1. 세계 소매기업의 표적이 되고
있는 중국
(1)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중국이 소매업 부문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지
금, 세계의 주요 소매기업들은 거의
모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중국에서
의 영업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다의 인구
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을 시
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소비
재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잠재수요는
불 보듯 확실하고, 경제규모는 (아마
인도를 제외하고는) 타의 추종을 불
허한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12억
9,000만명에 이르며 연간 약 1%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소매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영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하나의

중국 중산층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
지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통계는 없
다. 중산층의 정의에 따라 통계수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BNP
Paribas 은행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13.5%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한다. 그
러나 국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중산
층 인구는 연간 가계소득이 6만~50
만 위안(인민폐RMB)(미화 7,230~
6만 240달러)인 사람들로 정의할 때,
5.04%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
가 2020년에는 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4년 소비재의 소매
매출이 13.3%나 증가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최대치이다. 한편, 중국
상공부는 2005년 소매 매출도 두 자
릿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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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성향의 변화
빠른 경제성장과 가처분소득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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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증가는 중국 도시민의 소비습관
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중
국 소비자들은 필수품 소비에서 자동
차, 주택, 통신·오락·교육 서비스 같
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택상품이나
사회신분을 반영하는 상품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어가고 있다. 총소비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약
50%에서 최근 몇 년 동안 40%를 약
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있는 소매점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이 형태의 소매점에는 국내 사업자
및 외국 사업자의 점포까지 포함하여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가전양판점, 기
타 전문 소매점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및 패스트푸드 점포까지 다양한 소매
점들이 포함된다.
2004년 중국의 30대 소매체인점의
매출액은 32.9% 증가한 3,845억 6,000
만 위안(RMB)에 달했으며, 점포수는
23.8% 증가하여 1만 3,801개에 달하
였다. 중국의 30대 소매체인점 중에 8
개가 외국인 투자회사이다. 까르푸는
2004년 점포수가 41개에서 62개로 21
개나 늘어 업계 제5위로 부상하며 외
국인회사 중에서는 최다 점포를 가진

2. 중국 소매점 형태의 진화
(1) 체인스토어의 폭발적 증가
체인스토어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그림 1>

까르푸의 중국진출 현황

●Harbin③
●Urumqi②

●Shenyang③

Beijing⑥●

●Dalian③
●Tianjin⑤

●Qingdao②
●Nanjing①
●
Hefei① ●Wuxi①
Suzhou①●

Jinan①●

Shanghai⑧

●

Chengdu④● Wuhan③●
●Hangzhou①
●
Chongqing②●
●Changsha① Ningbo①
Kunming②●

Guangzhou②● ●Dongguan①
●
Zhuhai①● Shenzhen②

연도

점포수

2004

226

2003

95

2002

32

2001

24

2000

24

1999

20

1998

14

1997

7

1996

3

1995

2

주 : 1) 지도상의 숫자는 도시별 까르푸 하이퍼마켓 점포수임.
2) 오른쪽 표의 총 점포수는 까르푸, 다이아%, 챔피언 슈퍼마켓의 점포수가 포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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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이 되었다. 미국의 거대 할인점
월마트는 작년 점포수가 33개에서 43
개로 늘어 업계 20위가 되었다. 작년
까르푸 및 월마트의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20.9%와 30.5%에 달하였다. 다
만 중국의 최대 토종체인점인 상하이
발리안 그룹(Shanghai Balian Group)
의 매출액은 676억 2,000만 위안으로
서 까르푸의 162억 4,000만 위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개의 외국 거대할인점인 까르푸
와 월마트를 위시한 하이퍼마켓의 급
성장으로 과거 중국 최대의 소매점
형태였던 백화점이 빛을 잃어가고 있
다. 「중국통계연감」
에 따르면 2003년
슈퍼마켓(중국에서는 통계상 슈퍼마
켓과 하이퍼마켓을 동일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음)의 매출액과 총이익은
각각 31% 및 124% 증가하였다. 반
면 이 새로운 추세의 최대 피해자인
백화점은 같은 해 총이익이 26%나
감소하였다. 2004년 중국의 10대 체
인점 중에 하이퍼마켓 및 슈퍼마켓이
7개나 차지한 것을 보면 새로운 추세
를 실감할 수 있다.

3. 2004년 유통시장의 완전개방
(1) WTO 가입에 의한 중국 소매점
시장개방의 영향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정식으
로 WTO 회원국이 된 지 4년째가 되

는 2004년 4월 16일에 상업부문 해외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이 발효됨에 따
라 모든 합작투자에 대한 규제, 외국
인이 개점할 수 있는 최대 점포수의
지역적 규제 등이 폐지되었다. 2004
년 12월 11일부터는 완전 외국인소유
의 소매점 개설도 허용되었다. 이 새
로운 법에 의하면 외국자본 무역상사
의 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소
매점 개설을 위한 초기자본금이 과거
의 5,000만 위안(도매점인 경우 8,000
만 위안)에서 30만 위안(도매점인 경
우 50만 위안)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2) 소매시장 개방 이후 외국점포
성장세
소매시장의 완전개방 이전에도 외
국 소매점들은 성장하는 시장에서 수
익창출의 기회를 찾기 위하여 꾸준히
중국 시장에 진출해 왔다. 이들은 거
의 모두 경쟁에서 앞서기 위하여 공격
적인 확장목표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
어, 까르푸가 개점한 점포수는 2001년
불과 24개에서 2004년 말에는 무려
226개로 늘어났다. 이 점포수에는 작
년에 개점한 110개의 신규(Dia%) 할
인점과 6개의 챔피언 슈퍼마켓이 포함
되어 있다. 까르푸는 향후 베이징, 상
하이, 광주, 센젠에 각각 12개의 점포
를, 그리고 다른 대도시에는 각각 6개
내지 8개의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
독일의 하이퍼마켓 메트로(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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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 40개의
점포를 추가로 개점할 계획이다. 현재
점포수는 24개이며 올해 안으로 10개
가 추가 개점될 예정이다. 월마트도
경쟁에 뒤질세라 2005년 중 10개 내
지 15개를 추가 개점할 예정이다. 태
국의 Lotus 슈퍼마켓은 현재 4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4. 중국 소매점의 부동산 확장전략
(1) 중국영업 확장을 위한 부동산
개발전략
외국 소매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소
매점포 개설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취해 왔다.
- 완공되거나 건축 중인 소매점포의
매입
- 기존 또는 건축 중인 소매점포의
장기임차계약(계약기간 내 재임대
권 포함)
- 중국측 파트너와 합작투자 또는 협
조투자(중국측 파트너는 토지공여
및 건축을 담당하고 외국 파트너는
투자지분에 따라 소매점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는 투자형태)
(2)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
그러나 합작 파트너의 유무나 기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혼합전략
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관행
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가구
소매점 B&Q의 확장을 보면 B&Q는
상하이 바오샨 지역(Baoshan District)
후타이로(Hutai Road)에 상하이 1호
점을 개점할 때 상하이 가스회사와 합
작투자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B&Q
는 건축비용의 조달과 완공 후 점포운
영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B&Q는 베이징 하디안 지역
(Haidian District)의 Golden Seasons
Shopping Centre에 전세계적 대표점
포를 개점할 때에는 구입방법을 바꾸
어버렸다. B&Q는 건축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을 때 총 2만 1,752㎡에 이르
는 GSG Golden Seasons몰 1층 및 2
층을 약 2억 위안(RMB)을 주고 구입
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토지소유기간에 관
한 규정에 따라 B&Q는 상업용 토지
의 경우 최장 40년 동안만 Golden
Seasons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을 뿐
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장기임차와
부동산구입 간에 차이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장기임차는 토지구입비를
임차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월마트의 경우를 봐도 중국에서의
점포확장 전략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중반 월마트는 베이
징 화유안 부동산개발회사(Beijing
Huayuan Real Estate Co.)와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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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안 지역 Yingdu빌딩의 2만
2,000㎡에 달하는 6개층을 15년간 임
차하기로 계약하였다. 이 새로운 월마
트 점포는 2005년에 개점할 예정이다.
또한 월마트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
는 센젠국제신탁투자회사(이 회사는
월마트 중국사업의 35% 지분을 소유
하고 있음)와 38개나 되는 개발사업
에 합작투자를 하고 있다.

5. 2005년 이후의 전망
(1) M&A(인수·합병) 열풍에 휩싸인
중국 소매점
2004년 12월 11일부터 완전 개방
된 중국 유통 시장에는 M&A 붐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가
많고 또 목이 좋은 곳은 지역소매점
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소매기업들은 재정이 취약한 소
규모 지역점포들을 인수하는 데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하나
의 이유로는 점포를 한 개씩 개점하
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공격적 점포확
장 계획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
다. 신규 진입자로서 이미 점포망이
확립되어 있는 체인점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M&A가 첩경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예로는 B&Q가 2004년 말
PriceSmart 점포 5개를 695만 파운
드에 인수하여 이를 B&Q 점포로 변

형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 점포들의
원소유자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Nuocheng Holding Corp.으로, 이 회
사는 미국의 PriceSmart 점포와 특약
점 계약을 맺고 있다. B&Q는 중국
최대의 외국계 DIY(직접만들기) 가
구점으로서 현재 21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까지 80개 점포를 개설
할 계획으로 있다. 테스코도 현재 중
국에서 25개의 하이퍼마켓을 운영하
고 있는 Hymall의 지분 50%를 인수
하는 방법으로 작년 중국시장에 진입
하였다.
한편, 이러한 외국회사의 경쟁적 진
출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 소매점들
역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연대전선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3
년 싱하이 시정부 지원으로 국가소유
점포 4개를 인수한 국내 소매점의 거
두 상하이 발리안 그룹을 들 수 있다.
2004년 중국 상공부에서는 20대 국내
소매상에 대한 정부지원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소매상의 연대전선은 올
해 그 열기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
다. 향후 소규모 소매상들은 상당수가
극심한 경쟁여파로 합병당하거나 아
니면 축출당할 위기를 맞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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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급, 제3급 도시로 전선
확장하는 외국 소매기업
과거 외국 소매기업들은 베이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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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광주, 센젠 같은 해안도시나 대
도시에만 몰려들었다. 그러나 지역규
제가 해지되고 소매시장의 성장이 진
행됨에 따라 외국 소매기업들은 이제
제2급 또는 3급 해안도시나 경쟁이
덜 심한 내륙지방으로 점포확장 계획
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난징, 항주, 무
한, 청도, 장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
르빈이나 우룸키까지 진출지역을 넓
히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개점된 월마트
10개 점포 중에 기존에 개발된 도시
(센젠)에 개점한 것은 두 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난징, 무한, 천진, 하르
빈, 장천, 귀양 같은 제2급 또는 3급
도시에서 개점되었다. 까르푸는 2004
년 2월과 9월에 중국 북서부 인구
200만이 넘는 도시 우룸키에 2개의
점포를 개설하였다. 최근 월마트는 비
교적 구매력이 낮은 오지에 위치한
Yunnan지방의 Yuxi시와 Shanxi지
방의 Taiyuan시에 점포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 소매기업들간의 제2급 도시에
서의 점포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는 최근 South China Morning Post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월마트와 Auchan은 항주의
유명한 서호(West Lake) 인근에 하
이퍼마켓 개점을 목적으로 각각 토지
를 취득했으며, 점포간 최소 3km 이
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항주의 특별
규정에 걸려 분쟁에 휘말려 있다.

(3) 대도시의 교외화에 대한 대응전략
지난 15년 동안 중국 주요 대도시
거의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의 물결을
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의 교
외화(suburbanisation)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2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구수로는
70만호에 해당함)가 지난 10년 동안
도시의 바깥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겼
으며, 이 때문에 75만개가 넘는 새로
운 주택이 이 외곽지역에 들어섰다.
향후 10년 동안 베이징은 300만명,
상하이는 200만~300만명의 인구가
도심부에서 교외의 새로운 위성주거
단지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교외 인구의 증
가에 대응하기 위해 40개의 쇼핑몰,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등이 상하이 교
외에 들어서고 있다. 베이징은 현재
100개나 되는 대형 교외 쇼핑몰과 쇼
핑센터로 둘러싸여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21세기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교외화가 진전되고 상당수의 중산층
계급이 등장하면서 거대한 신규 목표
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수
의 쇼핑몰과 전문 소매점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수익
성 좋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형
소매기업들의 경쟁도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를 확보하는 방법은 임차에 의
하거나(대형 점포를 임차하여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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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재임대하는 방법도 포함) 매
입(사전 매입방법도 포함)에 의하여
가능하다. 또한 신규 소매점포를 개별
적으로 또는 합작으로 개발할 수도
있으며 소매점포 확보를 위한 목적으
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활
용할 수 있다.

제3주제
최근 국내 유통산업의 변화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백인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유통시장 개방 효과
국내 유통시장 개방 이전의 7년간
(1989~95) 유통산업의 평균 성장기
여율은 5.8%인 반면에 개방 이후 7
년간(1996~2002)의 성장기여율은
7.5%로 약 1.7% 포인트 높다. 따라
서 외환위기나 내수부진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통
시장의 개방은 유통산업경제의 성장
기여율을 상승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2년 이상 계속
침체된 내수로 인하여 2003년에는 유
통산업의 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음도 주지하여야 한다.
결국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대형할
인점, 무점포소매업 등 신업태를 중심
으로 대형화, 현대화되었고, 경영기법
도 발전함에 따라서 도·소매업은 민
간소비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무점포판매업의 급성장
2000년 이후 급성장한 무점포판매
업은 신규 소매업체에 대한 창업의 기
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여타 소매업태보다 크게 기여했다. 무
점포판매업의 매출액은 1996년 약 2
조 9,000억원에서 2003에는 약 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종사자수
도 동 기간 중 10만 8,567명에서 20만
2,848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그 결
과 전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무점포
판매업의 매출액 비중은 1996년 3.2%
에서 2003년 6.7%로 증가했으며, 종
사자수 비중도 동 기간 중 7.0%에서
13.2%로 늘어났다.
무점포판매업 가운데서도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신업태는 기존의 일반
소매업과는 달리 IT 관련 신기술을
융합한 신규 소매업태라는 측면에서
소매업에 신규 창업 및 일자리를 제공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T 기술
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신규 소매업태
의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가속화되
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점포판매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고객과의 신뢰 구축이며, 양질의 신뢰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 및 고객과의 철저한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 최근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서는 데이터 마케팅 베이스 마케팅 수
법을 활용한 고객과의 관계마케팅 수

–74–

글로벌시대의 유통기업 전략

립이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배송을 비롯한 풀필먼트는
상품, 고객, 미디어와 더불어 통신판매
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 중
의 한 가지다.

3. 해외 진출 전략
향후 외국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한국 유통기업들의 해외 진출
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예:까르푸)와 영국의 할인
점(예:테스코) 업체들은 지난 20년
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하여 글
로벌 유통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중국
과 동남아 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
로 우리 유통 기업들도 제조기업들
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TV홈쇼핑을 비롯한 무점포
판매업은 최근 국내시장에서 성공한
모델을 활용하여 중국 등 아시아 시
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데 적극
적이다. 이제 성장 초기에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 당장은 커
다란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겠지만,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접근한다면 시
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주제
국내 유통산업의 정책방향
(김성환,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장)

1. 현황과 문제점
유통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03년 9%에서 오는
2010년에는 11.3%까지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국내 유통산업은 현재 성장기에 진
입하는 단계여서 기존의 생계형 재래
시장 위주에서 기업형 할인점으로 크
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문제점
도 지적되고 있다. 아직 유통업이 규
모가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내 유통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32%, 일본의 34%
이며, 제조업과 비교해서도 60.5% 수
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업형 할인
점들이 지방 출점을 강화하면서 재래
시장 및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2. 중점 추진 과제
앞으로 정부는 국가정책적인 차원
에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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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할인점 입점
과 관련하여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심
의 과정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및 무점포판매업
등의 신업태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
다.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중장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및 B2B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
정이다. 무점포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서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무점포판매
업 관련 규제 및 실태조사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며, 인력양성, 물류 설비 구
축 등의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RFID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RFID 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 운
영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범사

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정책도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래
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기초하여
재래시장 정비 사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공동창고 설치 등에 대해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
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
으로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활
성화센터를 설치하여 측면 지원하며,
지자체와 민간은 중심시가지의 구역
을 설정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력있는 상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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