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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CONTENTS

(1)RESEARCHOBJECTIVES

Theobjectiveofthisstudyistoanalyzethelocationalchangeofofflinebookstoreasthedegree

ofinformatizationgoesupbythelogicofthatandcentralplacetheory.

(2)RESEARCHMETHOD

Asawhole,twokindsofmethodareused.First,simpleregressionisimplementedbetweenthe

internetuseratioasaproxyindexofinformatizationandthechangeinnumbersofofflinebookstore.

Data from 2003 to 2013 are analyzed by national provinces. Second, descriptive analysis is

implemented to the locationalchanging-indexes such as number ofoffline bookstore,administrative

areaperofflinebookstore,numberofofflinebookstorebysalesarea,andaveragesalesareaperoffline

bookstore.Andalso,datafrom2003to2013areanalyzedbynationalprovinces.

(3)RESEARCHFINDINGS

First,thenumberofofflinebookstorehasbeendecreasedbynationalprovincesasinformatization

proceeded.This finding was accepted statistically by simple regression.Second,administrative area

peroffline bookstore has been increased as the numberofoffline bookstore by nationalprovinces

decreased.Third,the numberofoffline bookstore by sales area showed nationally the decrease in

numberofoffline bookstore under330㎡ and the increase in numberofthatabove 330㎡.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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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salesareaperofflinebookstorehasbeenincreasedbynationalprovinces.

2.RESULTS

Theresearch findings could beinterpreted by thereduction ofdependenceon physicaldistance

asinformatization proceeded and by theconceptssuch asthreshold sizeand centralplacehierarchy

ofcentralplacetheory.

3.KEYWORDS

∙Informatization, Offline Bookstore, Central Place Theory, Simple Regression, Descriptive

Analysis

국문 록

본연구는정보화에따른오 라인서 의입지변화를분석하기 해여러분석지표를활용하면서정보화와 심지

이론의 논리를 용하 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정보화가 진 됨에 따라 국 시도별 오 라인 서 수가

감소하 으며,이는 단순회귀분석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에있었다.둘째, 국 시도별로 분포된 오 라인 서

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 1개당 행정구역내 유면 은 증가하 다.셋째, 국 시도에 걸쳐 매장면 별 오 라인

서 들의 수는 용면 기 으로 100평(330㎡)미만인 오 라인 서 수의 감소와 100평 이상인 오 라인 서 수의

증가로나타났다.넷째, 국 시도별로 서 1개당평균 매장면 은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은정보화에

따른 물리 거리에 한 의존성 감소와 심지이론의 최소요구치 심지계층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핵심어:정보화,오 라인 서 , 심지이론,단순회귀분석,기술분석

Ⅰ.서 론

1.연구의 배경 내용

20세기 반부터 정보화시 의 서막이 오

르고,인터넷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삶의 양

식이 변하고 있다. 랜시스 언크로스가 그

의 서에서 주장하듯 정보통신 명으로거리의

소멸(thedeathofdistance) 상이 나타나

거리의 요성이 차 감소하고 있다1).물리

거리에 한 공간극복 능력의 향상으로 거주공

간의 모습은 물론 각종 부동산의 입지도 변화하

고 있다.정보화의 진 으로 자상거래가 발달

하고 있으며,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통하여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에도 변화가 나

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업용부동산의일종인오 라인서 도

외가 아닐 것이다.오 라인서 은동일한 소비

자를 두고 온라인 서 과 경쟁 계에 있게 되어

물리 공간상 입지 측면에서 향을 받지 않을

수없다.소비자가교통비를지불하고 직 방문

하여서 을구입해야하기때문에물리 거리와

입지에 향을받는오 라인서 과는 달리,온

라인서 은물리 거리와입지의제약없이가상

공간인인터넷에서원하는서 을결제하면주문

배송시스템에의해수일내에원하는곳에서받아

볼 수 있다.2000년을 후로 이러한 온라인 서

이 등장하면서 격히 성장하 다.

1)Cairncross,F.,TheDeathofDistance,HarvardBusinessSchoolPress,1997,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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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체도서시장의매출에서온라인서

(G마켓이나 11번가 등 오 마켓 제외)이 차

지하는 매출비 이 2009년 32.8%에서 2013

년 36.4%로 증가하 다. 체도서시장의 매출

은 2009년 2조 7,244억원에서 2013년 2조

5,000억원으로 감소하 으나,온라인 서 의

매출은 2009년 8,938억원에서 2013년 9,100

억원으로 증가하 다.반면 오 라인 서 의 매

출은 2009년 1조 8,306억원에서 2013년 1조

5,900억원으로 감소하 다2).

이처럼 정보화의 진 으로 과 귀를 자극

하는 다양성과 편리성을 갖춘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종이책 매 주의 단조롭고

통 인 오 라인 서 의 역할은 차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왜냐하면,온라인 서 은 디

지털 미디어의 여러 기능을 온라인 공간에서 유

연하게수용하고 처할수있는데 비하여,오

라인 서 은 물리 공간상 특정 입지의 매장에

서 종이책 주의 매로 상황변화의 응력이

상 으로 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쟁 계에있는온라인서 의비

이 상 으로 차 확 되면서 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물리 공간

상에 입지한 오 라인 서 의 개수와 서 1개

당 차지하는 공간면 등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상은상업용부동산

의 입지를 설명하는 이론들 하나인 심지이

론에 의해서설명할수 있다.이러한 심지이론

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다음네가지를연구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정보화에 따른 오 라인 서 의 수가

국 시도별 행정구역 차원에서 어떻게 변하

는지 그리고 양자 간에 인과 계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둘째, 국시도별로오

라인 서 1개당행정구역내에서 평균 으로 차

지하는 면 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분석한

다.셋째, 국시도의 매장면 별 오 라인서

의 수가 어떻게 변하 는지를 분석한다.넷째,

국시도별 오 라인 서 1개당 평균매장면

의 변화를 분석한다.

2.연구방법

정보화에따른오 라인서 의입지변화를

분석하기 하여크게두 가지 분석방법을사용

하고자 한다.첫째는 정보화의 리지표로써 인

터넷 이용률을 선정하여 이것과 오 라인 서

수 사이의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을 시행한다3).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자

료를 상으로 국시도별로분석한다.이를통

해 양자 간에 인과 계가 성립하는지 단한다.

둘째는 오 라인 서 수와 서 1개당 행

정구역 유면 매장면 변화 등 다양한

입지변화의 분석지표들에 해 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시행한다. 역시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자료를 국 시

도별로 분석한다.이러한 10여 년 동안의 변화

추이에 한 기술 분석을 통해 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가 정보화의 진 에 따라 어떻게

변하 는지를 분석한다.

Ⅱ.이론 배경 선행연구

1.이론 배경

1)정보화에 따른 물리 거리에

한 의존성 감소

20세기 반에 컴퓨터가 발명되고 이어서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미래학

자앨빈토 러가그의 서‘제3의물결’에서언

2) 한출 문화 회,한국출 연감,2014,pp.104~105.

3)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목 인 정보화와 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를 간명하게 분석하기 해서이다.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 등 정보화의 진 에 따른 서 소비패턴의 변화에 한 변수들이나 혹은 분석기간 동안의 소득증가율 등의 변수들을 다양하

게 고려할 수 있겠으나 연구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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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보화시 가본격 으로 개막되었다고할

수 있다4).정보화시 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생산거 으로 하여 통 교통수단인도보,말,

철도,자동차,비행기보다는 인터넷 등의 원격통

신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시 이다.

산업시 와 비하여 보더라도 산업시 에

는 도로,항만,공항 등 물류 심자본이 요하

다면 정보화시 에는 정보고속도로와 차세

인터넷등 네트워크자본이 요한 시 이다.산

업시 의 발 주도산업이 자동차와 철강 등

화학공업이었다면 정보화시 에는 지식정보산

업과 자상거래 소 트웨어가발 주도산업

이 되고 있다.산업시 의 국가발 거 공간이

물리공간상 성장거 과 산업도시이었다면 정보

화시 에는 네트워크 공간상의 사이버공간이국

가발 의 거 공간이 되고 있다5).

정보화시 에는 사이버공간의 요성이 증

되면서 쇼핑,여가,업무 등 많은 활동들이 물

리공간이외에도 사이버공간 상에서 이루어진다.

물리공간이 실제 토로서 고정 이고물리 이

며 가능한 유클리드 공간이라면,사이버공

간은통신망에서 존재하고 시설물투자가이루어

져도 잠김효과가 없으며 비물리 인 추상 공

간이다.사이버공간은 물리공간에 비해 상

이 을 가지고 있다6).

첫째는 공간 확장측면에서 한계가 없다.

물리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임 료

를 지불하여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간은

인 라구축 비용을제외하고는 유비용이 사실

상 제로에 가깝다.둘째는 공간 이동측면에서

제약이 없다.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

다면 세계어느곳이든이동이가능하고이동

비용 한 매우 렴하다.물리공간에서 교통비

와 시간이 상당하게 소요되는 것과는 비된다.

이러한 이 들때문에 사이버공간이 물리공간의

수요를 상당부분 체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시 에는 화상회의,텔 커뮤 ,통

신구매,텔 뱅킹,정보제공서비스등 수많은 정

보통신기술의발달에 따라 통 으로 요시되

었던 물리 거리에 한 의존성이 감소된다.

즉,물리공간상에서 쇼핑과 통행 등의이동필요

성이감소함에따라기존오 라인서 등의부

동산입지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2) 심지이론의 오 라인 서

입지에 한 용가능성

물리공간상에서 오 라인 서 의 입지원리

와 정보화에 따른 입지변화의 원리를 상업용 부

동산 입지이론 의 하나인 심지이론으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이론은 인간정주체

계에서 상업 활동의 성격과 크기가 갖는 역할을

밝히는 이론이다7). 심지는 배후지역에 해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간 교환의 편

의를 도모해 주는 장소이다. 심지기능은 심

지의 여러 기능 에서 도소매업,교통통신업,

행정,교육,기타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의

기능을 의미한다8). 심지이론은 1933년 독일

의 크리스탈러가 창시한 이론이며 공간환경과

인간행태에 한 몇 가지 기본가정을 제로 최

소요구치(thresholdsize), 심지기능의 도달

거리(range ofgoods or service),육각형

(hexagon)형태의 배후지, 심지계층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한다9).

먼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첫째,지표

공간은 등질 표면(isotropic surface)이고

교통수단은 하나이며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

4)Toffler,A.,TheThirdWave,NewYork:WilliamMorrow,1980,pp.352~353.

5)조덕훈,부동산입지론,부연사(제2 ),2012,p.371.

6)임석회,정보화시 의 도시공간과 토지이용,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p.84.

7)김형국,한국공간구조론,서울 학교 출 부,1997,p.300.

8)김인, 인문지리학,법문사,2004,p.59.

9)김인,도시지리학원론,법문사,2003,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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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구분포는 공간상에서 균일하고 주민의 구

매력과 소비행태는 모두 동일하다.그리고 인간

은 합리 사고에 의해 비용의 최소화와 이윤의

극 화를 추구하는 경제인(economicman)이

다.최소요구치는 심지가 존립하기 한 최소

한도의 고객 수 는 인구수를 의미하는 시장규

모이다.공간 차원에서 최소요구치는 심지

가생존할수있도록인구가확보되어야하는배

후지의 공간규모이다. 심지기능의 도달거리는

심지가수행하는기능이 심지로부터미치는

한계거리이자 최 도달거리이다.이것은 심지

기능의가격과교통비가 요한역할을 한다.교

통비가 과다하면 심지기능은 공간상에서 무제

한 공 될 수 없으며,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매거리에 제약을받아 심지로부터일정거리

내에서만 심지기능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심지가 공간상에 하나만 존재한다

면이상 인배후지형태는원형일 것이나,경쟁

계에있는동일계층의 심지가여러개분포

한다면 시장 확보를 한 경쟁으로 외 (外接)

되어 육각형 모양의 배후지가 완성된다.결국,

육각형 형태의 배후지는 심지가 정상이윤

(normalprofit)만을 획득하면서 최소요구치

의공간범역과최 도달거리가 일치하는공간규

모이다. 심지계층은 심지가 수행하는 3차

산업 기능의 보유정도에 한 심지들 사이의

차이이다. 심성이 큰 기능들을 보유한 심지

를 고차 심지(higherordercentralplace)

라고 하고 작은 기능들을 보유한 심지를 차

심지(lower order centralplace)라고 한

다.고차 심지는 차 심지의 기능들을 모두

보유하며 자기특유의 기능을더보유한다. 심

지계층간의 분포 계는 고차 심지일수록 규모

가큰 신에그수가 고 차 심지일수록규

모가 작은 신에 그수가많다.고차 심지일수

록 심지의 평균거리가 차 심지보다 더 크

다.그 이유는 고차 심지일수록 심지의 존립

을 한 최소요구치가 커야 하고 심지기능의

도달거리가 차 심지보다 크기 때문에 일정

공간상에서 그 수가 은 신에 평균거리가 더

크게 된다.

이러한 심지이론의기본가정과주요내용

들을 토 로 물리공간상에서 오 라인 서 의

입지원리를해석할수 있을것이다.정보화가진

됨에 따라 물리공간상에 입지한 오 라인 서

들의 개수 변화,오 라인 서 1개당 행정구

역 유면 의 변화,매장면 별 오 라인 서

들의 개수 변화,오 라인 서 1개당 매장면

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선행연구

선행연구의 범 를 정보화와 공간구조

부동산의 입지변화에 해 포 으로 다룬 주

요 연구들에 국한시켜 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

다.박삼옥·최지선(2003)10)은 인터넷의 보

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의 물리 공

간에 한 근 가능성은 높아졌고 자경제시

에있어물리 거리는더이상 요하지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 지만,아

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공간구조로의발 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고 주장하 다.

임석회(2005)11)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도시토지이용과 련하여 가상공간에 의한

실물공간 수요의 체가능성을 언 하면서 주

거·상업·업무·서비스 등 여러 기능이 한 장소내

지는 공간에서 복합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 다. 이병 ·이기형·윤지 (2005)12)

은 IT와 공간구조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상호

의존 인 온라인과 오 라인 공간은 충돌과 융

합을 통해 진화하는과정을거칠것이며,미래의

10)박삼옥·최지선, “정보화와 정보기술이 공간구조에 미친 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 2003, Vol.6 No.1,

pp.119~144.

11)임석회, 게서,2005,pp.117~119.

12)이병 ·이기 ·윤지 ,IT와 공간구조의 재구성,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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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은 이러한상호의존성의결합방식을고

도화하는 것에 집 될 것임을 주장하 다.윤성

도·김미 ·이성우(2008)13)는 정보화의 진

에 따른 직주거리의 공간 분화를 계량경제학

방법으로 분석하 다.그 결과,정보화는 직

주거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그

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는 단일한 형태로 나타

나지 않음을 밝혔다.

이러한선행연구들과본연구의차별성은다

음과같다.첫째,연구범 측면에서더구체 이

라는 이다.정보화와 공간구조 부동산입지

변화에 해거시 맥락에서고찰한선행연구와

는달리,본 연구는정보화에 따른부동산입지의

변화를상업용부동산의일종인오 라인서 이

라는구체 인 상을선정하여고찰하 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둘째,연구방법 측면에서

정보화와 심지이론을 용하 다는 이다.선

행연구들이공간에 한정보화의일반론을 심

으로 개한 것과는 달리,본 연구는 표 인

상업용 부동산입지론의하나인 심지이론을

용하여 개하 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

Ⅲ.분석틀 설정

정보화에따른오 라인서 의입지변화를

분석하고자 앞장에서 정보화의 향과 심지이

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이론 배경을

토 로 이루어지는 분석의 차원은 오 라인 서

이물리공간상에서 개별 으로 치한입지를

다루는 미시 차원이 아니라 국 시도별 행정

구역에서 분포한 입지를 다루는 거시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 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정보화에 따라

국 시도별로 분포된 오 라인 서 수가 어떻게

변화하 는가?즉,정보화가 진 됨에 따라

국시도별오 라인서 수가감소하 는가?양

자는단순회귀분석결과통계 으로유의미한

계에있다고말할 수있는가?둘째, 국 시도별

로분포된오 라인서 수가변화됨에따라오

라인서 1개당 행정구역내 유면 의변화

는 어떠한가?셋째, 국 시도의 매장면 별 오

라인 서 들의 수는 어떻게 변하 는가?즉,

용면 으로 산정한 매장면 100평(330㎡)

을기 으로그미만인오 라인서 수는어떻

게변하 고,그이상인오 라인서 수는어떻

게변하 는가?넷째, 국 시도별로 서 1개당

평균 매장면 은 어떻게 변하 는가?즉,증가

하 는가?감소하 는가?이러한 분석내용들에

해 정보화의 향과 심지이론의 내용이 어

떻게 용될 수 있는지를 논리 으로 해석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정보화와 심지이론의 오 라인서

입지변화에 용 논리

정보화로 변되는인터넷과사이버공간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쇼핑과 통행 등 이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물리 거리에 한 의존

성도 감소시킨다. 심지이론이 가정하 듯 소

비자는 합리 경제인으로서비용최소화와 이윤

극 화를 추구하여 사이버공간으로서 교통비와

시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온라인 서 의 이

13)윤성도·김미 ·이성우,“정보화와 도시권 공간구조변화 분석”,지역연구,한국지역학회,2008,제24권 제3호,pp.1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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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최 한활용하고자할것이다.이에따라상

으로 기존 오 라인 서 에 한 수요가 감소

하고존립규모인 최소요구치도 확보하지못하는

서 들의 개수도늘어날수밖에없을것이다.이

러한결과는 국시도에걸쳐오 라인서 수

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오 라인 서 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

으로 행정구역 면 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는 국시도별로서 1개당차지하는행정구역

유면 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것은

개별 오 라인 서 들이 존립하기 해 최소요

구치의 공간범역을 이 보다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00평(330㎡) 미만인 매장면 을

갖춘 소형 서 의 수와 그 이상인 형서 의

수를 보면, 자는 정보화의 흐름에 최소요구치

확보가 쉽지 않는 차 심지로서 감소하 을

것이고,후자는 매장면 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

의경제를추구하는등좀더유연하게 응함

으로써 최소요구치확보를 도모해가는고차 심

지로서 증가하 을것이다.즉, 소형 매장면

의 오 라인 서 들보다는 형 매장면 의 오

라인 서 들이 수 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

이다.이처럼 정보화에따라오 라인 서 수가

감소하면서 매장면 의 형화 추세는오 라인

서 1개당매장면 의증가를가져올수밖에없

을 것이다.

한편,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들

에 한분석지표는다음과같으며,이들 분석지

표를 토 로 <그림 1>의 용 논리를 검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먼 ,정보화지표는 수많은지

표들 에서 정보화의 진 을 직 으로 나타

낼 수 있는 인터넷 이용률 지표를 선택하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 시도별 변화를

악한다.다음으로,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

분석지표는 오 라인 서 의 수,오 라인 서

1개당 행정구역 유면 , 용면 100평

(330㎡)을 기 으로 매장면 별 오 라인 서

의 수,오 라인 서 1개당 평균 매장면 을 선

택하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 시도별

변화를 악한다.

Ⅳ.오 라인서 의입지변화분석

1.인터넷 이용률과 오 라인 서

수의 단순회귀분석

1) 국시도의연도별변화자료분석

정보화의 지표로 선택된 인터넷 이용률과

입지변화 지표로 선택된 오 라인 서 수 사이

의 계를 국 시도별로 2003년부터 2013년

까지수치 으로분석하면<표1> <표2>와

같다.

<표1> 국시도의연도별인터넷이용률변화자료
단 :%

구분 2003
(A)

2005 2007 2009 2011
2013
(B)

2003-2013
(B-A)

국 63.8 71.1 73.2 74.8 75.8 81.1 17.3
서울 69.1 76.1 79.5 80.6 81.1 83.2 14.1
부산 64.0 70.8 73.6 75.0 75.9 84.3 20.3
구 63.6 70.4 73.5 74.7 76.0 84.7 21.1
인천 69.9 75.9 79.0 81.3 81.8 82.1 12.2
주 71.1 77.9 78.7 80.2 81.0 83.0 11.9

71.8 75.3 76.1 78.8 80.9 87.9 16.1
울산 74.6 81.8 82.9 84.0 85.0 89.5 14.9
경기 69.6 77.8 80.5 82.6 82.9 84.3 14.7
강원 55.7 65.9 68.7 70.7 71.2 75.8 20.1
충북 61.5 69.1 70.4 71.4 72.1 80.7 19.2
충남 56.0 63.1 66.9 68.4 69.8 80.3 24.3
북 59.5 67.6 69.3 70.9 72.7 73.5 14.0
남 53.3 63.0 65.3 66.6 67.9 68.2 14.9
경북 60.0 63.6 65.9 67.3 68.5 76.6 16.6
경남 62.1 70.7 71.2 72.2 72.6 81.9 19.8
제주 59.6 67.8 70.3 72.2 73.9 80.8 21.2

주:2013년 자료는 세종시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 기간 동안 인터넷 이용률은 국 으로

17.3%의 증가를 보 으며 시도별로 보더라도

서울 14.1%,부산 20.3%, 구 21.1%,인천

12.2%, 주 11.9%, 16.1%, 울산

14.9%, 경기 14.7%, 강원 20.1%, 충북

19.2%, 충남 24.3%, 북 14.0%, 남

14.9%, 경북 16.6%, 경남 19.8%, 제주

21.2%의 증가를 보 다.오 라인 서 수는

동 기간 동안 국 으로 1,258개의 감소를 보

고,서울 135개,부산 92개, 구 211개,인

천 63개, 주 81개, 73개,울산 22개,

경기 179개,강원 62개,충북 23개,충남 42개,

북 66개, 남 41개,경북 81개,경남 81개,

제주 10개의 감소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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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를 보면 인터넷 이용률과 오

라인 서 수 사이의 계가 음(-)의 계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지난 10여 년 동안 정보화

가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서

등의 사이버공간에 한 수요가 물리 공간에

한 수요를일부 체하기시작하 다.그 결과

물리 공간에 치한 오 라인 서 들은 존립

에 필요한 최소요구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산

하면서 그 수가 시도를 불문하고 국 으로 감

소하 다고 분석된다.

<표2> 국시도의연도별오 라인서 수변

화 자료
단 :개

구분 2003
(A)

2005 2007 2009 2011
2013
(B)

2003-2013
(B-A)

국 3,589 3,429 3,247 2,846 2,577 2,331 -1,258
서울 547 533 505 428 423 412 -135
부산 301 287 269 238 224 209 -92
구 386 324 336 248 222 175 -211
인천 167 174 157 136 127 104 -63
주 204 204 169 162 134 123 -81

240 227 202 188 173 167 -73
울산 132 139 145 143 140 110 -22
경기 467 463 457 396 334 288 -179
강원 135 117 107 91 73 73 -62
충북 115 103 97 96 90 92 -23
충남 117 109 105 95 81 75 -42
북 197 185 167 162 139 131 -66
남 110 102 96 87 78 69 -41
경북 199 197 183 158 146 118 -81
경남 228 221 212 182 160 147 -81

제주 44 44 40 36 33 34 -10

주:2013년 자료는 세종시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한국서 조합연합회,한국서 편람,2004~2014.

2) 국 시도의 연도별 변화 자료에

한 단순회귀분석

인터넷이용률을독립변수로하고오 라인

서 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인터넷 이용률

의 증가가 오 라인 서 수의 감소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 다.귀무가설(H0)은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가 오 라인 서

수의 감소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이다.

립가설(H1)은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

가오 라인서 수의감소에 향을 미친다’이

다.분석 차는 먼 국차원에서 다음으로 시

도차원에서 두 변수간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최종 분석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3> 국차원에서인터넷이용률과오 라인

서 수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모형 요약

b

모

형

R R제

곱

수정

된 R

제곱

추정

값의

표

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nR제

곱 변

화량

F변

화량

df1 df2 유의

확률

F

변화

량

1
.915

a
.836 .796 225.

376

.836 20.

454

1 4 .011 1.567

a. 측값:(상수),인터넷이용률

b.종속변수:오 라인 서 수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038939.422 1 1038939.422 20.454 .011b

잔차 203177.412 4 50794.353

합계 1242116.833 5

a.종속변수:오 라인 서 수

b. 측값:(상수),인터넷이용률

계수
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8829.500 1291.555 6.836 .002
인터넷이용률 -79.486 17.575 -.915 -4.523 .011

a.종속변수:오 라인 서 수

국차원에서 분석한 결과,F변화량이

20.454이고 유의확률(P-value)이 0.011로

서 5%의 유의수 에서 립가설을 채택하

다.즉,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이용

률의 증가로 인해 동 기간 동안 오 라인 서

의 수가 감소하 다고 말할 수 있다.회귀식은

‘Ŷi=8,829.5-79.486Xi’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수정된 R제곱값은 79.6%로서 비교 높

은 설명력을 보 다.Durbin-Watson값은 2

에 가까운 1.567로써 잔차들이 독립 이라고

할 수 있다.비표 화계수(B)와 표 화계수

(베타)는 음수로서 인터넷 이용률과 오 라인

서 수 사이에 음(-)의 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시도차원에서분석한결과,<표4>에서보듯

부산, 구,강원,충남,경북은 1%의 유의수

에서 립가설을 채택하 다.서울, 주, ,

충북, 북, 남,경남,제주는 5%의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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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립가설을 채택하 고,인천은 10%의 유

의수 에서 립가설을채택하 다.이들지역의

수정된 R제곱값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회귀식의

설명력도 비교 높게 나왔으며,Durbin-

Watson값들도 2에 가까워 잔차들이 독립 이

라고할수있다.반면,울산과경기는 립가설을

채택하지 못하 으나 비표 화계수와 표 화계

수는 모두 음수로서 인터넷 이용률과 오 라인

서 수 사이에 음(-)의 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시도차원에서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가 오 라인

서 수의 감소에 향을미쳤으며,이것은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4>시도차원에서인터넷이용률과오 라인

서 수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구분
R제곱
(%)

수정된
R제곱
(%)

F변화량
유의확률
(P-
value)

Durbin-
Watson

비표 화
계수(B)

표 화
계수
(베타)

t값
채택
유의
수

서울 73.8 67.3 11.290 0.028 1.634 -10.281 -0.859 -3.360 5%

부산 84.3 80.4 21.550 0.010 1.760 -5.056 -0.918 -4.642 1%

구 85.3 81.7 23.259 0.009 2.147 -10.613 -0.924 -4.823 1%

인천 60.5 50.6 6.129 0.069 1.250 -4.370 -0.778 -2.47610%

주 69.8 62.2 9.226 0.039 2.059 -6.915 -0.835 -3.037 5%

81.8 77.2 17.941 0.013 1.577 -4.758 -0.904 -4.236 5%

울산 15.7 -5.4 0.742 0.438 1.281 -1.049 -0.396 -0.862 -

경기 53.0 41.3 4.512 0.101 0.955 -10.192 -0.728 -2.124 -

강원 84.2 80.3 21.393 0.010 1.734 -3.336 -0.918 -4.625 1%

충북 71.7 64.7 10.157 0.033 1.832 -1.253 -0.847 -3.187 5%

충남 84.9 81.1 22.476 0.009 2.011 -1.888 -0.921 -4.741 1%

북 81.6 76.9 17.682 0.014 1.595 -4.522 -0.903 -4.205 5%

남 70.9 63.6 9.739 0.030 1.017 -2.303 -0.842 -3.121 5%

경북 90.2 87.8 36.924 0.004 1.800 -5.428 -0.950 -6.077 1%

경남 68.2 60.2 8.579 0.043 1.583 -4.420 -0.826 -2.929 5%

제주 70.9 63.6 9.726 0.036 1.934 -0.586 -0.842 -3.119 5%

2.입지변화의 분석지표들에 한 기

술분석

1) 국시도별오 라인서 1개당

행정구역 유면 의 변화 분석

국시도별로 오 라인 서 1개당 행정구

역 유면 의 변화를 분석하면<표5>와같다.

국 으로는 2003년도에 27.75㎢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43.01㎢로 15.26㎢ 증가하

다.시도별로 보면,서울이 2003년도에 1.11㎢

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1.47㎢로 0.36㎢ 소

폭 증가하 다.부산은 2003년도에 2.53㎢이

던 것이 2013년도에는 3.68㎢로 1.15㎢ 소폭

증가하 다. 구는 2003년도에 2.30㎢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5.05㎢로 2.75㎢ 소폭 증

가하 다. 반면에 강원도는 2003년도에

123.06㎢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230.55㎢

로 107.49㎢ 폭 증가하 다. 남 역시 2003

년도에 109.51㎢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178.32㎢로 68.81㎢ 폭 증가하 다.경북도

2003년도에 95.60㎢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161.26㎢로 65.66㎢ 폭 증가하 다.

<표5> 국시도별 오 라인서 1개당행정구

역 유면 변화 추이
단 :㎢/서 1개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03-2013

국 27.75 29.06 30.71 35.10 38.86 43.01 15.26 100.0%

서울 1.11 1.14 1.20 1.41 1.43 1.47 0.36 2.4%

부산 2.53 2.66 2.85 3.22 3.43 3.68 1.15 7.5%

구 2.30 2.73 2.63 3.56 3.98 5.05 2.75 18.0%

인천 5.91 5.71 6.42 7.55 8.13 10.01 4.10 26.9%

주 2.46 2.46 2.96 3.09 3.74 4.07 1.62 10.6%

2.25 2.38 2.67 2.87 3.12 3.23 0.98 6.5%

울산 8.01 7.60 7.29 7.40 7.57 9.64 1.63 10.7%

세종 - - - -　 -　 116.23 116.23 761.5%

경기 21.69 21.88 22.17 25.60 30.45 35.32 13.63 89.3%

강원 123.06 141.99 155.26 182.56 229.96 230.55 107.49 704.2%

충북 64.63 72.15 76.62 77.43 82.59 80.51 15.89 104.1%

충남 73.49 78.91 81.90 90.83 106.54 109.39 35.91 235.3%

북 40.87 43.54 48.28 49.76 58.04 61.58 20.71 135.7%

남 109.51 118.36 126.26 140.61 157.14 178.32 68.81 450.8%

경북 95.60 96.58 103.97 120.44 130.34 161.26 65.66 430.2%

경남 46.13 47.61 49.64 57.87 65.84 71.68 25.55 167.4%

제주 42.00 42.00 46.20 51.36 56.04 54.39 12.39 81.2%

자료:오 라인 서 수와 행정구역 면 을 토 로 직 작성

이처럼 국시도별로오 라인 서 1개당

행정구역 유면 이 모두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과연이러한 상을어떻게해석할수있을

까?이것은 이론 배경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보화의 물리 거리에 한 향과 심지이

론으로해석할수 있다.우선정보화가 진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물리 거리에 한 의존성이

감소하여 굳이 교통비를 지불하고 오 라인 서

까지 방문하여 구매할 필요성이 어든다.즉,

물리 공간에 한 수요가 감소한다.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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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동일한면 의 물리공간이더라도실제로

는수요가 어든상태에있게된다.이 게되면

기존물리공간으로는 심지이론에서 언 한최

소요구치를 오 라인 서 들이 확보하기가 어려

워진다.이 과정에서 실제로 최소요구치를 확보

하지 못한 서 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국 시도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

정 체 으로 오 라인 서 들의 수가 어들

게 된다.동일한 면 의 행정구역에서 오 라인

서 들의수가감소하면당연히서 1개당행정

구역내 유면 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흥미로운 은 2003년부

터 2013년까지 서 1개당 행정구역 면 의 변

화가 도시일수록 소폭 증가하고 그 밖의 지역

일수록 폭 증가한다는 사실이다.이것을 어떻

게 해석할 수 있을까?그 이유는 아마도 시도별

인구 도와 소득수 등의 차이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비교 좁은 행정구역내

에서 인구 도와 소득수 등이 높기 때문에 비

록 서 수가 감소하더라도 최소요구치 공간범

역으로서서 1개당 차지하는 행정구역면 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반면에 강원도

와 남등그밖의지역은넓은행정구역내에서

인구 도와 소득수 등이 상 으로 낮기 때

문에 서 수가 감소하면서 최소요구치 공간범

역으로서 1개당차지하는행정구역면 이커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국 시도의 매장면 별 오

라인 서 수의 변화 분석

국 시도의 매장면 별 오 라인 서 수

의 변화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0평

(330㎡)을 기 으로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국 으로는 100평 이상의 서 수가 118개

증가하 으나 100평 미만의 서 수가 1,376개

나 감소하여 체 오 라인 서 수는 1,258개

감소하 다.시도별로 보면,서울은 100평 이상

의 서 수가 12개 증가하 고 100평 미만의 서

수가 147개 감소하여 결국 135개 감소하

다.부산은 100평 이상의 서 수가 7개 증가하

고 100평 미만의 서 수가 99개 감소하여

체 으로 92개 감소하 다. 구는 100평 이상

의 서 수에서 변동이 없는 신에 100평 미만

의 서 수가 211개 감소하여 체 으로 211

개 감소하 다.경기도는 100평 이상의 서 수

가 30개 증가하 고 100평 미만의 서 수가

209개 감소하여 체 으로 179개 감소하 다.

강원도는 100평 이상의 서 수가 8개 증가하

고 100평 미만의 서 수가 70개 감소하여 체

으로 62개 감소하 다.경남 역시 100평 이상

의 서 수가 10개 증가하 고 100평 미만의 서

수가 91개 감소하여 체 으로 81개 감소하

다.이처럼 유일하게 남을 제외하고모든시

도에서 100평 이상의 서 수가 증가하 고

100평 미만의 서 수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

여 국 으로 오 라인 서 수가 하게 감

소하 다.

<표 6> 국 시도의 매장면 별 서 수 변화
단 :개

구분　 100평(330㎡)이상 100평(330㎡)미만 합계

국 118 -1,376 -1,258

서울 12 -147 -135

부산 7 -99 -92

구 - -211 -211

인천 1 -64 -63

주 9 -90 -81

7 -80 -73

울산 7 -29 -22

세종 1 3 4

경기 30 -209 -179

강원 8 -70 -62

충북 6 -29 -23

충남 3 -45 -42

북 7 -73 -66

남 -1 -40 -41

경북 5 -86 -81

경남 10 -91 -81

제주 6 -16 -10

자료:한국서 조합연합회의 연도별 자료를 토 로 직 작성

그 다면, 국 시도에 걸쳐 매장면 별로

왜이러한 상이나타나는것일까?이것은 심

지이론의최소요구치와 심지계층개념으로해

석할 수 있다.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은

차 심지로서 3차 산업 기능의 보유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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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 이상의 오 라인 서 인 고차 심지에비

해 상 으로 다.따라서 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은 정보화의 향에 능동 으로 처

하지 못하고 최소요구치를 확보하지 못하여

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연 설명하면,합리 인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효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가

능하면온라인서 을 이용할것이고,만일오

라인 서 을 방문한다고 하면 한 번 방문할 때

다양한 종류의 서 을 구입하거나 그 밖에 문구

류 구입이나 커피마시기 등의 여가문화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할 것인 바,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은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그 결과

존립에 필요한 최소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도산하는 경향이있게 된다.반면,고차 심지로

서 100평이상의 오 라인 서 은 차 심지인

100평 미만의 서 에 비해 3차 산업 기능의 보

유정도가 상 으로 많아 정보화의 외부 향

에 해 좀 더 유연하게 응함으로써 최소요구

치를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장면 이 클수록 소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

모의경제와범 의경제를 릴수있는장 이

있기때문에외부충격에좀더유연하게 응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면,100평 이상의 오 라인 서 수

가 증가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여러

가지경우가있을것이나 를들면다음세가지

가가능할것이다.첫째는 국시도의특정물리

공간상에 입지한 100평 미만의 기존 서 이 동

종서 과경쟁한끝에승리한후(동종경쟁서

이 도산한 후),동종 서 의 최소요구치 공간범

역까지 흡수하면서 형화되는 경우일 것이다.

둘째는 국 시도의 특정 물리공간상에 입지한

100평 미만의 기존 서 들이 모두 없어진 후,

100평 이상의 신규 서 이 등장할 경우일 것이

다.셋째는 국시도의특정물리공간상에 입지

한 100평 이상의 기존 서 들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생존한 경우일 것이다.향후 정보화가

고도로 진 되면 차 심지로서 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수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고차

심지로서 100평 이상의 오 라인서 들이계

속해서 증가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3) 국시도별오 라인서 1개당

평균 매장면 의 변화 분석

용면 기 으로 100평(330㎡)이상 매장

면 을가진오 라인서 이증가하고100평미

만의 서 은 감소함에 따라 국 시도별로 서

1개당평균매장면 은어떻게변하 는가?<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 시도에 걸쳐

모두 증가하 다. 국 으로는 2003년도에

33.0평(109.1㎡)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57.4

평(189.8㎡)으로 24.4평(80.7㎡) 증가하여

173.9%의 증가율을 보 다.시도별로 보면,서울

은 2003년도에 51.6평(170.6㎡)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74.6평(246.6㎡)으로 23.0평

(76.0㎡)증가하여 144.6%의 증가율을 보 다.

<표7> 국시도별서 1개당평균 용면 추이
단 :평(㎡)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03
-2013
증가면

2003
-2013
증가율

국 33.0
(109.1)

39.2
(129.6)

44.2
(146.1)

54.9
(181.5)

57.4
(189.8)

57.4
(189.8)

24.4
(80.7) 173.9%

서울 51.6
(170.6)

59.3
(196.0)

74.2
(245.3)

104.7
(346.1)

90.3
(298.5)

74.6
(246.6)

23.0
(76.0)

144.6%

부산 33.0
(109.1)

39.3
(129.9)

38.9
(128.6)

42.8
(141.5)

42.1
(139.2)

43.8
(144.8)

10.8
(35.7)

132.7%

구 24.4
(80.7)

28.8
(95.2)

28.4
(93.9)

40.3
(133.2)

48.4
(160.0)

43.5
(143.8)

19.1
(63.1) 178.3%

인천 35.4
(117.0)

37.2
(123.0)

39.4
(130.2)

47.7
(157.7)

52.2
(172.6)

56.7
(187.4)

21.3
(70.4)

160.2%

주 22.1
(73.1)

24.8
(82.0)

36.8
(121.7)

40.2
(132.9)

47.2
(156.0)

41.0
(135.5)

18.9
(62.5)

185.5%

22.9
(75.7)

26.5
(87.6)

28.1
(92.9)

29.7
(98.2)

32.6
(107.8)

39.3
(129.9)

16.4
(54.2) 171.6%

울산 20.3
(67.1)

20.7
(68.4)

21.2
(70.1)

28.6
(94.5)

36.0
(119.0)

41.4
(136.9)

21.1
(69.8)

203.9%

세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3.5
(143.8)

43.5
(143.8)

-　

경기 43.3
(143.1)

57.9
(191.4)

61.7
(204.0)

73.9
(244.3)

80.3
(265.5)

95.4
(315.4)

52.1
(172.2) 220.3%

강원 30.6
(101.2)

34.3
(113.4)

43.1
(142.5)

55.7
(184.1)

71.1
(235.0)

74.1
(245.0)

43.5
(143.8)

242.2%

충북 29.1
(96.2)

30.9
(102.1)

34.0
(112.4)

36.1
(119.3)

39.2
(129.6)

44.1
(145.8)

15.0
(49.6)

151.5%

충남 28.1
(92.9)

35.6
(117.7)

41.0
(135.5)

48.7
(161.0)

54.6
(180.5)

45.5
(150.4)

17.4
(57.5) 161.9%

북 22.6
(74.7)

27.9
(92.2)

33.9
(112.1)

42.0
(138.8)

45.6
(150.7)

37.3
(123.3)

14.7
(48.6)

165.0%

남 32.4
(107.1)

38.2
(126.3)

41.8
(138.2)

43.9
(145.1)

54.9
(181.5)

61.3
(202.6)

28.9
(95.5)

189.2%

경북 27.0
(89.3)

27.9
(92.2)

30.2
(99.8)

35.4
(117.0)

39.1
(129.3)

45.1
(149.1)

18.1
(59.8) 167.0%

경남 26.0
(86.0)

32.2
(106.4)

34.1
(112.7)

44.4
(146.8)

49.2
(162.6)

49.2
(162.6)

23.2
(76.7)

189.2%

제주 43.4
(143.5)

46.2
(152.7)

49.0
(162.0)

49.8
(164.6)

54.3
(179.5)

60.7
(200.7)

17.3
(57.2)

139.9%

자료:한국서 조합연합회의 연도별 자료를 토 로 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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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 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

기도로서 2003년 43.3평(143.1㎡)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95.4평(315.4㎡)으로 52.1평

(172.2㎡)증가하 고,가장 게 증가한 지역

은 부산으로서 2003년 33.0평(109.1㎡)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43.8평(144.8㎡)으로

10.8평(35.7㎡)증가하 다.증가율 기 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로서 2003년

30.6평(101.2㎡)에서 2013년도에는 74.1평

(245.0㎡)으로 242.2% 증가하 고,가장

게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서 132.7%로 증가하

다.

이것은정보화가진행됨에따라 차 심지

역할을 하는 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이 감

소한 신에 고차 심지 역할을 하는 100평 이

상의 오 라인 서 이 증가하여 평균 으로 서

1개당 매장면 이 증가하 음을 의미한다.

오 라인 서 들이 매장면 의 증가를 통해 규

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를 도모함으로써 정보

화의 부정 여 를 극복하여 최소요구치를 충

족시키고 생존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참고로, 체 오 라인 서 들의 매장면

에서100평 이상 오 라인 서 들의 면 비

추이를보면<표8>과같이 국시도모두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국 으로 볼 때,2003년

5.6%에서 2013년에는 13.6%로 증가하 다.

같은 기간에 서울은 9.9%에서 16.0%로,부산

은 4.3%에서 9.6%로, 구는 2.6%에서

5.7%로,인천은 10.8%에서 18.3%로, 주는

2.0%에서 10.6%로, 은 2.5%에서 7.8%

로, 울산은 0.8%에서 7.3%로, 경기도는

11.6%에서 29.2%로, 강원도는 3.0%에서

16.4%로,충북은 4.3%에서 12.0%로,충남은

4.3%에서 10.7%로, 북은 3.0%에서 9.9%

로, 남은 6.4%에서 8.7%로,경북은 2.5%에

서 8.5%로,경남은 3.1%에서 11.6%로,제주

는 2.3%에서 20.6%로 증가하 다.이러한 결

과 한 앞서 언 한 오 라인 서 1개당 평균

매장면 의 증가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즉,오 라인 서 들이 매장면 의 형화

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를 추구하여

정보화에 유연하게 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국시도별 100평 이상 오 라인 서

의 매장면 비 추이

단 :%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국 5.6 7.6 8.6 10.1 12.3 13.6

서울 9.9 11.8 14.1 16.8 15.8 16.0

부산 4.3 5.9 5.9 5.0 7.1 9.6

구 2.6 3.4 3.0 5.2 7.2 5.7

인천 10.8 10.9 12.1 12.5 18.1 18.3

주 2.0 2.9 5.9 8.0 11.2 10.6

2.5 3.5 4.5 3.7 6.4 7.8

울산 0.8 1.4 1.4 2.8 4.3 7.3

세종 - - - - - 25.0

경기 11.6 17.5 18.2 21.2 26.3 29.2

강원 3.0 4.3 5.6 9.9 15.1 16.4

충북 4.3 4.9 5.2 6.3 7.8 12.0

충남 4.3 7.3 8.6 8.4 8.6 10.7

북 3.0 4.3 6.6 6.8 8.6 9.9

남 6.4 4.9 5.2 5.7 10.3 8.7

경북 2.5 2.5 2.7 3.8 5.5 8.5

경남 3.1 5.9 5.7 8.2 10.6 11.6

제주 2.3 13.6 12.5 13.9 15.2 20.6

자료:한국서 조합연합회의 연도별 자료를 토 로 직 작성

한편,고차 심지 역할을 하는 100평 이상

의 오 라인 서 수가 증가하면서 매장면 의

비 이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도 여 히 13.6%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이러

한 상은 심지이론의 심지계층 개념에서

비추어보면 고차 심지일수록규모가 큰 신에

그 수가 고 차 심지일수록 규모가 작은

신에 그 수가 많다는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Ⅴ.요약 결론

지 까지 정보화에 따른 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세부 연구내용에

해 여러 분석지표를 활용하고 정보화와 심

지이론의 논리를 용하 다.첫째,정보화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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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따라 국시도별오 라인서 수가감

소하 으며,양자는 단순회귀분석결과통계 으

로유의미한 계에있다고말할수있었다.이러

한 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되는 정

보화로 인해 온라인 서 등의 사이버공간에

한수요가물리 공간에 한수요를일부 체

한 결과 오 라인 서 들이 존립에 필요한 최소

요구치를확보하지못해도산하면서 국 으로

감소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 시도별로 분포된 오 라인 서

수가감소함에따라서 1개당행정구역 유면

은 증가하 다.이러한 상은 정보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리공간에 한 수요 감소가 오

라인 서 들의 최소요구치 확보에 부정 향

을미쳐도산하게 하고,동일한면 의행정구역

에서 오 라인 서 수의 감소는 당연히 서 1

개 당 행정구역 유면 증가를 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국 시도의 매장면 별 오 라인 서

들의 수는 용면 기 으로 100평(330㎡)

미만인 오 라인 서 수의 감소와 100평 이상

인오 라인서 수의 증가로 나타났다.이러한

상은 차 심지 역할을 하는 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이 3차 산업기능의 보유정도에서

고차 심지 역할을하는 100평 이상의 오 라인

서 보다 상 으로 어 정보화의 향에 능

동 으로 처하지못하고 최소요구치를확보하

지 못해 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고차 심지로서 100평 이상의 오 라인

서 은 상 으로 정보화의 외부 향에 해

좀 더 유연하게 응하여 최소요구치를 확보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국 시도별로 서 1개당 평균 매장

면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

은 차 심지 역할을 하는 100평 미만의 소

형 오 라인 서 수가 감소하고 고차 심지 역

할을 하는 100평 이상의 형 오 라인 서 수

가증가하여비롯된당연한귀결일 것이다.정보

화의 진 으로 오 라인 서 들이 생존 략의

일환으로서 매장면 의 증가를 통해 규모의 경

제와 범 의 경제를 도모하여 최소요구치를 충

족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정보화에 따른

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를 망하면 과연 어

떻게 개될 것인가?크게 다음 두 가지가 가능

할것으로 단된다.첫째는오 라인 서 의감

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정보통신기

술은 나날이발 될것이고,이에따라소비자의

거리에 한 의존도는 더더욱 감소하여 오 라

인서 보다 온라인서 을 많이 이용할것이며,

그 결과 기존 최소요구치의 확보도 못하여 도산

하는 오 라인서 이 증가할것이다.이는 국

시도별로 오 라인 서 의 감소추세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는 오 라인 서 규모의 형화 추세

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100평 이상

의 오 라인 서 들은 차 증가하고 100평 미

만의 서 들이 차 감소하여 서 1개당 평균

매장면 은 증가할 것이다.이로써 차 심지

역할을 하는 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과 고

차 심지 역할을 하는 100평 이상의 오 라인

서 이 증가측면에서 더더욱 양극화될 것으로

망된다.극단 으로 말해서 특정 지역의 경우

에는 차 심지 역할을 하는 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이 정보화에 유연하게 응하지 못

하고 최소요구치를 확보하지 못해 하나도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 결과 특정지역의 주민

들은 문화소비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다.

그 다면,이러한 미래 망에 해 정부와

오 라인 서 소비자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응할 것인가?첫째,정부 측면에서는 오 라

인 서 이 단순히 서 만 매하는 매장공간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와

문화 등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기능도수행할수있다는 을인식할필요가있

다.따라서도서정가제등의제도 장치를 지속

으로 마련하여 특정지역에서 차 심지로서

100평 미만의 오 라인 서 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래되지 않도록 선제 응을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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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오 라인 서 측면에서는 정보화라

는큰흐름에 극 처할수있는자구책을지속

으로마련하여야할 것이다.오 라인서 규

모의 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

를 도모할 수도 있으며,인근 지역의 오 라인

서 들과 업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도 있고,모바일시 를 맞이하여 온오 라

인 서 을 통합 운 할 수도 있을 것이다.즉,

O2O(Online to Offline 는 Offline to

Online)경 방식을 통해 온라인의 이 과 오

라인의 이 을동시에 도모할수도있을것이다.

셋째,소비자 측면에서는 온오 라인 서 의 상

생발 을 하여 도서정가제의 정착에 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아울러,오 라인 서 이제공

하는 공공재 기능에 해 인지하고 이용하

는 균형 자세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보화에 따른 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를살펴 으로써정보화가 상업

용부동산의 입지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어

느 정도 망하고 응방안을 모색하 다는

이다.반면,본 연구의 한계는 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를 국 시도별로 거시 차원에서 분

석하다보니 미시 차원에서 개별 입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과 세부 연구내용들이

시도별로 왜 차이가 나는지 계량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이다.

한,정보화와 오 라인 서 의 입지변화

를 분석하기 해 인터넷 이용률과 오 라인 서

수사이에 단순회귀분석을사용하 기때문에

정보화의 진 에 따른 다양한 향변수들을 입

체 으로 고려하지 못하 다는 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따라서,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한 후속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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