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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 소매유통 기업들이 보이는 쇠락의 모습은 유통업에 부는 파괴적 혁
신의 위력을 보여주며 그 중심에 아마존닷컴이 있다. 아마존은 배송의 신속성 확보라는 전통적
인 경쟁요소의 강화뿐 아니라 쇼핑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여 플랫폼의 독점력을 극대화하고, 콘텐
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상거래 이외의 플랫폼을 구축하며 오프라인 마켓으로의 진출을 꾀
하는 등 혁신적 전략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유통기업에는 소비자의 쇼핑체험
이 가져오는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유
통업의 경쟁압력 강화 및 독점력을 갖는 플랫폼 유통기업의 출현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적 정책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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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매점의 몰락으로 일컬어지는 유통업의 위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현재 대규모 소

가 미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소매점의 몰락

매점으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대표 업체인 아

은 전통적인 소매점인 J.C. Penny, Radio Shack,

마존과 전통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우선시했던 월마

Macy’s, Sears 등이 미국 내에서 100개 이상의 점

트만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포를 축소하기로 했으며 Sports Authority, Pay-

미국 소매점 유통의 현실이다. 특히, 아마존닷컴의

less, Toysrus 등 관련 전문 소매업체들의 청산 및

성장세와 확장력이 놀라운데, 본고에서는 소매점

파산이 결정되는 등 최근 벌어지는 전통 소매기업

을 중심으로 현재 유통업의 현황과 흐름 그리고 그

의 충격적인 쇠퇴를 의미한다.

중심에 있는 아마존닷컴의 강점과 이것이 우리에

전통 소매점의 몰락은 이와 같이 매우 현실적인

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통업의 일반동향
(1) 글로벌 유통동향

반 기업과 함께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등 전
자상거래 플랫폼이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 등장하

2015년 기준 전 세계 유통시장 규모는 약 13

고 있다.

조 5,932억 달러에 달하며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이러한 추세로 비점포 유통, 그중에서도 인터

(34%)와 북미(24%), 서유럽(21%)의 순서를 보이

넷 유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포 유통액

고 있다.

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12조 5,528억 달러, 12

또한, 20세기 들어 최근까지 거대 인터넷 상거

조 2,701억 달러로 유사한 수준임에 반해 비점포

래 플랫폼의 출현과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애플,

유통은 각각 8,763억 달러, 1조 3,231억 달러로 크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하드웨어, 검색 및 SNS 기

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전 세계 지역별 유통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아시아

대양주

동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북미

2015

4,618,114

242,153

645,151

999,476

995,819

3,218,275

비중

34.0

1.8

4.7

7.4

7.3

23.7

서유럽

세계 전체

2,874,293 13,593,281
21.1

100

자료 : Euromonitor의 자료를 KOTRA, 「2016 글로벌 유통망 현황 및 진출방안」, p.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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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95년과 2015년의 상위 15대 인터넷기업 현황

자료 : New Forms of work in the digital economy, OECD publishing, 2016. p.7.

한편, 비점포유통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2) 한국의 유통동향

유통 부문만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은
모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

국내 소매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2015년

<표 3> 전 세계 유통방식별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점포 유통
비점포 유통

2011

2015

연평균 증가율

12,552,816

12,270,122

-0.6

876,339

1,323,159

10.8

자료 : Euromonitor의 자료를 KOTRA, 「2016 글로벌 유통망 현황 및 진출방안」, p.8에서 재인용.

<표 4> 비점포유통의 부문별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5

연평균 증가율

직접판매

133,455

131,971

-0.3

홈쇼핑

196,878

154,708

-5.8

인터넷 유통

482,821

990,678

19.7

280,911

693,551

25.4

30,183

333,073

82.3

63,186

45,802

-7.7

876,339

1,323,159

10.8

순수 인터넷 유통
모바일 유통
자동판매기
전체

자료 : Euromonitor의 자료를 KOTRA, 「2016 글로벌 유통망 현황 및 진출방안」, p.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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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우리나라 소매업태별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소매 업태별
합계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무점포 소매

판매액
369,220,741
28,908,744
48,621,397
36,702,413
16,520,745
90,995,315
101,914,354
45,557,776

비중
100
7.8
13.2
9.9
4.5
24.6
27.6
12.3

전년대비 증감률
2.2
-0.6
2.4
2.4
29.6
-1.3
-0.4
9.7

자료 : 통계청, 소매판매통계(경상금액)의 자료를 대한상의, 「2017 유통산업백서」. p.289에서 재인용.
주 : 전문소매점-일정한 매장을 갖추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무점포소매-인터넷쇼핑, 홈쇼
핑, 방문 및 배달소매점.

기준 약 370조원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

배달 소매점으로 정의)의 성장세가 매우 큰 것이

가되며 비중 기준으로는 전문 소매점, 승용차 및

특징이며,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편의점

연료 소매점,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의 순으로 되

부문의 확장세가 두드러진 것도 주목할 만한 최

어 있다. 2014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대표적

근의 동향이다.

인 오프라인 소매점인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

한편으로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

판매액이 줄어들거나(백화점), 매우 낮은 성장세

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10년 25조원에서 2015

(대형마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년 약 54조원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

반해, 무점포 소매(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로 발표된 바 있다.

3. 유통업의 플랫폼 경제화
전통적인 산업으로 분류되는 유통업에도 매우
강한 혁신의 물결이 새롭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에 따라 낮은 거래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플
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되는 재화, 서비스 및 관련 정보의 양이 폭발

온라인 플랫폼 경제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상거래가 온라인

하는 체계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플랫폼 경제화가 진행되

는 시장 구조를 일컫는 말로 ICT의 급격한 발달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화, 서비스 및 정

이후 주된 상거래의 형태가 되고 있다. 플랫폼 경

보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개인의 취향이 다양화됨

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2 0 1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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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거래상 플랫폼의 역할

자료 : New Forms of work in the digital economy, OECD publishing, 2016. p.9.

전체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

이 있다.

게 증가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상품거래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및

중개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각각의 거래를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일 것이다. 직접 네트

주도하는 상거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워크 효과는 같은 그룹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다. 즉, 전통적인 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

효용이 커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각종 SNS 서비스

있는 소매업자들은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누

의 경우 사용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개개인이 누리

릴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

는 효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네트워크

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로 시장에서 쇠퇴하고 있으

효과는 플랫폼 너머의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개개

며,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는 온라인 소매업

인이 누리는 효용이 커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온

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자신만의 경쟁력

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참여하는 생산자(소비

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소매유통시장이 재편되는

자)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생산자)가 누릴 수 있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는 효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를

워크 효과의 존재는 선발주자로 나선 플랫폼 사업

전통적인 업체들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자가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획득한 이후에 후발주

재화 및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자가 이를 따라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

목표로 하며 거래의 핵심 가치는 “정보”라는 것이다.

한다. 왜냐하면 이런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는 플

우선 공급자와 플랫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랫폼을 기준으로 각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적인 참여자의 효용을 크게 만들어 선순환적인 구

플랫폼을 통해서만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가

조를 갖게 되며, 이는 시장구조적으로는 자연독점

속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그치지

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않고 일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의 역할

유통업의 플랫폼 경제화는 플랫폼 사업자가
점차적으로 상거래 행위의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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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진 네트워크 효과와 더불어 멀티 플랫폼을

점화 및 종속화의 과정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에 관

가진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간의 선순환 효과

한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를 통해 소비자가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다양한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극대화하여 모든 소비행위를 자신의 플랫폼 내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

종속화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와 같은 독

임을 알 수 있다.

4. 성공적인 플랫폼기업 아마존닷컴
아마존은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플랫
폼 기업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두드러

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유통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
이고 있다.

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

이러한 아마존의 2016년 매출액은 약 1,360억 달

마존은 2015년 월마트를 추월하였으며, 현재 약

러이며, 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매기업인 월마트

4,300억 달러 수준으로 2,200억 달러의 월마트의

의 약 4,900억 달러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

1)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미

다. 이렇듯 매출액 규모는 월마트에 미치지 못하지

국에서 독보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일 뿐 아니라 전

만,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에서 아마존이 월마

세계 주요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독일, 프

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랑스, 일본에서 1위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활약 중

소매와 대비되는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업체
로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이 분야에 있어서 아마
존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2017년 8월 기준.

<그림 2> 아마존과 월마트의 시가총액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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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B 지식 비타민, 지속되고 있는 아마존의 혁신 (201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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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혁신성은 전통적 배송 부문과 신기술

템의 효율을 높이고, 드론을 시험적으로 활용하

의 응용,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 시작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경쟁요소인 배송에서 아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존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성공적으

전통적인 배송 부문과 함께 아마존이 기존의

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배송의 유료회원제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이지 못한 혁신성을 보여

다. 아마존 프라임이라 불리는 이 회원제는 매달

주는 부문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미치

11달러, 혹은 1년 99달러의 비용으로 2일 배송(일

는 플랫폼의 효과를 극대화(소비자의 효용 극대

부지역 당일배송) 및 아마존이 구축한 콘텐츠 플

화)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려는 신기술에 대한

랫폼(영화, TV프로그램, 음악, 전자책, 사진보관)

투자라 할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전자상거래에

에 대한 접근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학생

서 고객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쇼핑데이터

인 경우 가입비용을 낮춘 Amazon student prime

를 획득할 수 있는 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을 별도로 운영 중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생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알렉사 및

한 이러한 서비스 회원은 미국의 경우 2017년 기

이를 담고 있는 하드웨어인 스피커 에코(및 에코

준 약 8,000만명으로 가입자의 60% 이상이 프라

탭, 에코 dot, 에코 show 등 파생상품들)의 출시

임 회원이며 이들은 비유료회원에 비해 2배 이상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을

의 인당 매출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쇼핑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한 유료회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에는 아마

개발한 것으로 소비자의 쇼핑에 대한 최대의 접

존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배송 부문에서의 혁신

근성 및 편리성을 구현하려는 아마존의 혁신성

적인 모습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프라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와 같

임 회원에 대해서는 주요 생필품을 2시간 안에 배

이 아마존은 필요시 하드웨어 시장에도 진출하는

달하는 ‘프라임 나우’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밖에

데, 과거에 출시하였던 전자책 킨들, 태블릿 파이

도 최근 들어, 대학캠퍼스 내에서 주요 생필품을

어 시리즈 등에서의 사업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

아마존의 전용 사물함에 2분 내로 배송하는 ‘즉시

적되어 이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스

배송’(instant pickup) 서비스, 옷을 주문하고 7일

피커 에코시리즈를 개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을 반송하는 방법으로

수 있다. 그 외에도 주요 생필품이 버튼 하나로

직접 옷을 입어보고 구입할 수 있는 ‘프라임 워드

배송되도록 하는 아마존대시 등 소비자가 전자상

로브’(Prime wardrobe) 서비스 등 혁신적 배송서

거래에서 경험하는 쇼핑경험에 있어서도 편리성

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점이 전통적인

을 극대화하려는 크고 작은 혁신이 끊임없이 이

배송 부문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아마

루어지고 있다.

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존은 배송의 효

한편,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

율성을 위해 키바 로봇사를 인수하여 물류 시스

지만, 아마존은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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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mazon.com의 경쟁요소
전통적 경쟁요소(배송)

미래지향적 경쟁요소
① 쇼핑 플랫폼의 독점력 극대화

- 키바로봇 & 시스템 도입

- 인공지능 알렉사가 기능하는 에코 시리즈,
생필품 즉시주문의 대시버튼 등

- 혁신적 배송서비스의 지속적인 도입 및
활용(드론을 활용한 프라임에어, 예측배송,

② 온라인마켓 이외의 플랫폼사업 진출

당일배송, 2시간 배송 및 즉시배송)

-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AWS)
③ 오프라인 진출
- 오프라인 식료품(홀푸드), 서점, 아마존go

AWS) 플랫폼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

은 모두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선순환 사업구조

토리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마이크로

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료회원이 되어서라도 아

소프트, 구글 등을 능가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

마존이 제공하는 멀티 플랫폼의 효용을 누리려고

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아마존

하는 것이다.

이 친숙할 수밖에 없었던 웹서비스를 새로운 비즈

아마존이 최근 보이고 있는 사업 방향도 이러한

니스 모델로 만든 것으로 현재 아마존의 대표적인

다양한 혁신을 통한 고객 효용의 극대화와 플랫폼

캐시카우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체적인 영화 및

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고급

TV프로그램 스트리밍 플랫폼, 음악 감상 플랫폼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마켓을 140억 달러라는 큰

등을 구축하여 넷플릭스, 애플 뮤직 등과 대등한

금액으로 인수한 것은 홀푸드마켓이 전국적인 유

수준의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여 회원들에게 제

통망을 갖고 있는 미국 중산층 및 상류층을 대상으

공하고 있는데, 이렇듯 전자상거래 플랫폼뿐 아

로 하는 유기농 식료품 전문점이라는 측면에서 온

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갖추어 멀티 플랫

라인에 비해 오프라인 매장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폼 사업자로서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들

없으며 매우 큰 시장인 식료품에 대한 아마존의 본

<표 6>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Amazon.com의 대응
서비스명

내용

빅데이터, AI

아마존쇼핑
(기존 상거래)

·추천, 상품배열 등의 최적화, 배송예측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 극대화

IoT, AI

알렉사(Alexa)

·인공지능 쇼핑 보조 OS로 최초에는 스피커인 에코(Echo) 에 탑재됨

IoT, AI

아마존고
(Amazon Go)

·결제과정이 없는 쇼핑으로, 등록된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는 쇼핑 시
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 웹서비스
(AWS)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아마존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성장시킴

로봇
드론

키바 로봇
·물류시스템에 도입하여 물류비용 절감, 배송시간 단축 등을 꾀함
(Kiva robot & systems)
프라임 에어

·배송 시스템에 드론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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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진출인 동시에 오프라인으로의 플랫폼 확

우 등이 결집된 혁신적인 오프라인 쇼핑 플랫폼으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계산대가 필요 없는

로 소비자는 쇼핑의 편리성(효용)을 얻을 수 있으

상점인 아마존고(Amazon go) 역시 아마존의 하드

며 아마존은 이를 통해 고객의 쇼핑정보에 보다 쉽

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및 상거래 업체로서의 노하

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한국 유통기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 한국 유통기업의 문제점

대해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해왔

우리 유통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대표

다. 이는 우리의 대형 소매유통기업들이 세일 및

적인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

사은품 등의 전통적인 마케팅과 점포 수의 확장

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등 외형적 성장에 의존한 비즈니스 모델에 안주

유통기업인 롯데쇼핑 및 현대백화점과 대형마트

하여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

를 대표하는 이마트 등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전

분의 오프라인 유통이 성장 침체기를 맞고, 온라

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전

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모바일 유통이 대세가 됨

자상거래 업체 중 경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소

에 따라 유통에 대한 혁신의 압력은 높아지고 있

셜 커머스 3사(티몬, 위메프, 쿠팡)의 경우 대규

는 것이다.

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유통업의 대응은 전통적인 고
객서비스 질의 향상, 즉 최저가 보장, 무료배송,

우리의 유통기업들은 그동안 혁신의 도입에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제고 등에 그치는 것으로

<표 7> 대표 유통 기업 및 소셜커머스사의 영업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롯데쇼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53,083

1,137,562

1,184,527

993,495

714,743

719,858

현대백화점

259,527

279,221

290,801

268,786

256,049

264,659

이마트

593,133

775,931

759,220

656,838

629,420

633,213

티몬

-57,661

-81,714

-70,767

-24,623

-11

-155,124

위메프

-18,240

-7,019

-36,069

-29,042

-142,448

-63,622

-154

-121,548

-547,013

-565,203

쿠팡
자료 : NICE평가정보 시스템(KISVALUE)에서 저자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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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국내 업체들의 대응
기술

내용

롯데, 신세계,
SK플래닛 등

빅데이터, AI

·개인화 마케팅 및 제품 추천봇 및 챗봇
예 : 쇼핑어드바이저(롯데), S마인드(신세계), 바로(SK플래닛)

롯대, 현대 등

가상현실

·VR 스토어 및 신발사이즈 측정기 등
예 : VR스토어(더현대닷컴), 3D 발사이즈 측정기(롯데백화점)

평가될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국내 업체

유통업의 혁신 노력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분위기

들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전략이나 혁신성을 모

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두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대표
유통업체들이 챗봇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쇼핑 보

(2) 우리의 정책과제

조기능 강화를 꾀하거나 실험적인 가상 쇼핑몰이
일부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단적으로 아

정부는 2017년 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유통

마존닷컴이 도입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유통업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유

가 아닌 통신업체에서 출시되었다는 사실은 국내

통, 물류, ICT 및 제조업체 간 융합 얼라이언스의

유통기업이 패스트 팔로어(fast-follower)도 되지

출범,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가상 쇼핑몰 시범 사

2)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업 등을 골자로 한다. 유통업의 혁신과 관련한 정

이러한 유통기업의 혁신성 부족을 기업 내적인

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는 바람직하나 자유로운 시

문제점으로 본다면 외부적으로 우리의 유통기업

장경쟁을 통하여 혁신에 기반을 둔 경쟁력을 갖춘

들은 과도하게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서는

된다. 즉, 유통업계는 다양한 정부의 규제 및 사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유통기업의 혁

적 규제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 유통업은 작

신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은 변화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치는 업종이므로,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규제의 측면에서는

1) 소비자 체험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역량 강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상권영향 평가 등 특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소비자가 쇼핑 체

히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규제가 많다. 또한, 이와

험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는 별도로 사회적 규제요인이 존재하는데 쿠팡의

야 하며 정부 정책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 오프라

경우 로켓배송이라는 빠른 배송 서비스가 화물운

인 기업의 경우 온라인으로의 진출 및 매장 활용

송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까지 치러야 했던 것은

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월마트
가 전자상거래로의 진출을 위해 제트닷컴을 인수

2) SK텔레콤의 누구(NUGU), KT의 기가지니 등.

하거나 알리바바, 이케아가 가상현실 어플리케이

2 0 1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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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투자하는 것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기

새로운 유통질서의 부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

적으로는 제품과 관련된 클래스 등 쇼핑 경험과

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적 준비를 할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매장에서 체험할 수 있

필요가 있다. 독점적 성격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

게 하여 온라인 채널이 갖지 못한 실제적인 체험

기업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

의 만족감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부분

온라인 기업의 경우 오프라인으로의 진출을 통

이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에 기반을 둔 멀티 플랫

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마존

폼을 갖춘 거대 유통업체의 출현과 국내 진출은

이 오프라인 식료품 사업이나 서점 등에 진출하

필연적으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에 기

는 것은 결국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필요

반을 둔 독과점의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불공정

한 상품군과 필요성이 오프라인 채널에 존재하기

거래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쟁에서 밀려난 유통업체 및 입점

2) 유통기업의 플랫폼 사업자화 촉진

업체들의 효율적인 자원 재배분과 불공정거래로

지금은 소매 유통업에서 업종 간 얼라이언스

부터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구축이 아닌 이종 업종 간, 유통 업종 간의 치열한

이러한 준비는 단기적인 과제로 완성되는 것이 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즉, 현재의 비교

니라 다양한 업체들 및 유통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적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해외 대형 유통업체

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

의 국내 진출에 의해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다는

한 부분이다.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해외 대형 업체의 국내 진
출을 가로막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규
제를 보완하여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압력을 강화
할 필요뿐 아니라, 신기술 도입을 위해 규제완화
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비
식별 개인 정보 활용 규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적으로 아마존이 혁신성을
갖추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도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기업 간의 인수합병 시장
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3) 새로운 유통질서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
무엇보다 단기적인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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