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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의 소매판매활동 특성을 고령화 정도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고령화 사회·고령사회는 유사한 주요 소매판매업종을 구성하는데 대해 초 고령사회는 다른 지역과 달

리 주요 업종수도 적고, 업종구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성에서 고령화가 심할수록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인

구 1인당 연간판매액은 적어지지만 사업체 밀도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산어촌지역에 소매업사업체가 분산·입지

하기 때문이고, 고령사회·초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소매구조의 배경은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적은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높은 판매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소매업, 연료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에 대

해 수급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먼저 종합소매업은 고령·초 고령사회에서, 연료소매업은 대체로 판매액이 적은 고령·

초 고령사회에서,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은 초 고령사회에서 ‘수급균형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령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급의 지역 간 격차는 작은데, 이는 지역 간의 구매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주요어 : 소매업 판매활동, 식료사막, 단순회귀분석, 인구감소 고령화지역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degree of supply-demand balance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retail sale activities in depopulation aging regions and the degree of aging by using 
sim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hile aging society, and aged 
society regions show a similar major retail sale industries, super-aged society shows fewer major indus-
tries and different industry composition. These characteristics are seen by different phenomenon and the 
background of the particular retail structure. The first one is that the number of employees per establish-
ment increases when the aging phenomenon is not accelerated, and the annual sales per capita purchasing 
power decrease because their purchasing power becomes lower when the aging phenomenon is severe, but 
it also shows a high density of establishments because disperse location of establishment within depopula-
tion aging region. The second one is the retail structure with high labor productivity in a aged and super-
aged society region. 
We identify the extent of demand and supply in general retails, fuel retails, food and beverage, and to-
bacco retails which represent the highest sales rates in depopulation aging region. As a result, general 
retails are seen as ‘supply-demand balance region’ in aged and super-aged society, fuel retail sales in aged 
and super-aged society which generally shows less sales, and food and beverages, and tobacco retai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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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재배치

와 출산율의 저하 및 반(역)도시화 현상, 그리고 

도심에서의 인구감소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2000 

~2010년 사이에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인

구감소지역은 약 62%를 차지했으며, 특히 농산어

촌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은 그 지역의 생산력과 소비

력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의 활력소를 잃게 하여 침

체 내지 쇠퇴지역으로 전락해 지역부흥을 촉진시

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러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아 경제적 침

체 내지 쇠퇴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그 현황을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러한 인구감소현상과 관련시켜 지역경제를 파악

하기 좋은 지표로는 한정된 지역의 경제적 기능인 

소매판매활동이라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중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

해 고령화율이 2000년 7.3%에서 2010년 11.3%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진전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른데,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인천시 계양·

서구, 광주시 광산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남·

동·북구, 안산·오산·시흥·계룡·구미시를 제외

한 나머지 모든 단위지역의 고령인구가 7% 이상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지역

(고령화지역)에서의 소매판매활동은 노인들의 소

비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져 연구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상품의 판매활동은 

위축되고, 소비자의 구매활동은 구입상품의 종류

가 적어지고 구입량도 제약을 받는다. 즉, 고령인

구는 그 활동공간이 축소되어(仙田, 1993; 田原 

외, 2003) 상품구매활동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유통활동의 말단인 소매업을 지표로 한 고령화

지역의 판매활동은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

효하며, 나아가 지역경제활동의 정도를 알아보는

데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

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소매판매활동의 특성을 

고령화 정도와 관련시켜 고찰하고, 또 고령화 지

역에서 높은 판매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소

매업,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는 연료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에 

대해 수급의 정도를 파악해 조정의 필요성을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매판매활동의 연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

위는 개개 소매판매업체이지만, 소매업은 집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국지적으로 집적해 소매 상업지

를 형성하고, 그것이 도시 및 도시권 내 소매업 지

역구조의 분석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도시권 수준에서의 분석에서는 시·군·구를 하

나의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해 소매판매활

동의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물론 각 시·군·구

가 행정구역내에서 하나의 완결된 상권을 형성한

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상권에 대한 자

료의 제약과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각 

단위지역 내에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해 시·군·구를 분석단위지역으로 한다.  

super-aged society. The higher the degree of aging is, the less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gap between 
demand and supply is. This is because the difference in purchasing power between these regions is small.

Key Words :  retail sale activities, food deserts, simple regression analysis, depopulation agi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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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기본 자료는 통계청이 2013
년에 발표한 「경기·기업경영의 경제 총 조사」와 

2000·2010년 「인구 총 조사」이다. 분석한 소매업 

소분류는 다음과 같다.「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종합소매업」, 「음식

료품 및 담배 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섬

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기타 가정용

품 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연

료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무점포소매

업」이다.

2. 소매판매활동과 식료사막화의 연구

이 장에서는 소매판매활동 및 고령자의 식료빈

곤과 관련된 식료사막화의 종래 연구를 검토해 인

구감소 고령화지역 소매활동연구의 이론적 바탕

으로 삼으려고 한다. 식생활유통의 말단부에 위

치하는 소매업은 생산자 및 도매상으로부터 구입

한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소매업에 관한 종래의 지리학적 연구

는 소매업의 입지(Berry, 1967; Berry, et al., 1988; 
川端, 2000 등)와 소매기구의 변화(土屋·兼子, 

2013 등), 소매업경영의 변화에 관한 연구(韓柱

成, 1996; 1998 등) 및 소매업 판매활동에 대한 연

구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소매업 판매

활동에 관한 연구는 또 다시 소매상권 설정에 관

한 연구(Reilly, 1929; Converse, 1949; Huff, 1960 
등)와 지역의 소매업의 구성에 관한 연구(石澤, 

1984; 韓柱成, 1992 등)로 구분할 수가 있다. 소매

업의 지역구성에 관한 연구는 지역별 소매업의 판

매구성과 그 변화가 소득의 증대로 업종별 지역 

판매액 구성비가 유사해졌다는 점과 소득증대에 

따른 내구소비재와 종합소매점, 즉 고차소매기능

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는 시·군·구의 판매액이 다른 지역의 

상권을 잠식해 그 판매액이 많아지는 외부상권의 

강화와 자기 지역의 소매기능 충실로 다른 지역

으로 유출된 구매활동이 되돌아오도록 하는 내부 

상권의 강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는데 곤란

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소매판매활동의 수급에 관한 분석을 고찰하기로 

한다.

한편 최근의 소매업 판매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식생활 사막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식료빈곤으로서 영국에서의 도시내부 빈곤

층 연구, 미국에서는 흑인의 식료구매에 관한 연

구,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식료사막(food deserts)1)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식생

활 사막화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구미를 중심으

로 진전되었는데, 영국에서는 1990년대 말 이후 

식료사막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져 정부

주도로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리즈(Leeds)
나 브레드포드(Bradford) 등 주요 지방중심도시

를 대상으로 식료사막문제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Clark, et al., 2002; Wrigley, 2002; Wrigley, et 
al., 2002). 그리고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촌

에서 소매상품 공급의 양과 질이 가장 빈약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Guy, 2007, p.198). 그 중에서도 

식료품 소매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학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의 유효성이 제

기되었다(Wrigley, et al., 2003). 영국의 경우 식료

사막문제의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나 교통약자, 가

사·육아로 쫓기는 사람들(single mother), 고령자, 

신체장애자, 외국인노동자 등 여러 사회계층에 걸

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식료사막영

역(area)에는 채소나 과일의 소비량이 전국평균보

다 크게 밑돌고, 또 가구의 소득이 낮으며, 건강

관리에 무관심하고, 신선식료품을 기피하고 가격

이 저렴하면서 수고가 적게 드는 레토르트(retort)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岩間, 201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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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외에서의 식료사막연구는 인종차별과 상

업기능의 교외화 문제가 뚜렷한 미국에서 흑인

을 중심으로 식료사막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Linda and Thomas, 1997; 
Morland et al., 2002a, b). 미국의 경우 신선식료

품점의 공백지역에 패스트푸드점이 다수 출점해 

영양과다로 인한 비만문제가 유발되고, 그 중에서

도 어린이의 비만이 뚜렷하다(岩間, 2010, p.8). 한
편 일본에서의 구매약자, 구매난민2)문제는 식료

사막문제의 한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선식료

품점으로의 접근성 악화 및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증가로 지방도시나 인구過疎 中山間 취락

을 중심으로 식료사막문제가 확대되고 있고(根田, 

2010), 또 고령화가 진행 중인 대도시권내의 주택

단지 등에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에 관한 岩間의 일련의 연구(2010; 2011a; 2011b; 
2013)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는 인

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소매판매활동을 통한 수

급의 분석과 식료사막화의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업 특성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업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먼저 2000~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시·

군·구별 인구증감율의 분포를 보면, 230개 시·

군·구 가운데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42개로 전

체 단위지역의 61.7%를 차지해 2/3에 가깝다(그

림 1).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중 고령화 사회(고령

인구가 전체인구의 7~14%), 고령사회(14~20%), 

초 고령사회(20% 이상)에 속하는 지역은 139개로 

97.9%를 차지하고, 인구증가지역에서도 이들 사

회에 속하는 지역의 비율이 89.8%로 매우 높아 우

리나라는 이들 3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인구감소지역 중 초 고령사회에 속하는 

지역은 46.5%를 차지했는데 고령사회를 합치면 

연구대상지역수의 2/3이고, 인구증가지역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64.8%를 차지해 인구감소지역이 

더 고령화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1). 
다음으로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지역별 고령

화 정도를 보면, 먼저 비고령화사회는 울산시 동

구와 구미시, 계룡출장소뿐으로, 이들 지역은 공

업이 발달했거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많이 분포

한 시·구·출장소이다. 고령화지역 중에서 인구

감소율 20~30%로 초 고령사회는 26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10~20%로 초 고령사회는 22
개 지역을 차지했으며, 인구감소율 3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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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구증감율과 고령화율과의 관계(2000~2010년)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 2013년 1월 9일).

표 1. 인구증감과 고령화 정도와의 관계

구분 비고령화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 계

인구증가지역(%) 9(10.2) 57(64.8) 6(6.8) 16(18.2) 88(100.0)

인구감소지역(%) 3(2.1) 45(31.7) 28(19.7) 66(46.5) 142(100.0)

전국(%) 12(5.2) 102(44.3) 34(14.8) 82(35.7) 2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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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령사회는 장수·청송군이 이에 해당된다. 고

령화 사회는 서울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구와 위성

도시, 지방중심도시와 공업이 발달한 시가 이에 

해당된다. 또 고령사회는 대도시의 구시가지, 지

방중심도시의 인접지역, 휴전선 인접지역 등이, 

초 고령사회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남에 많

이 분포하고 있다(최재헌, 2013, p.244)(그림 2). 
한편 2010년 우리나라 소매판매활동은 약 66만 

4,000개의 점포에서 약 377조원이 판매되어 점포 

당 5억 6,800만 원이 약 173만 명의 종업원에 의해 

판매되었으며, 국민 1인당 소매 구매액은 약 786
만 원이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섬유, 의복, 신

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종합소매업, 기타 상품 전

문 소매업의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52.6%를 차

지했으나, 판매액은 종합소매업(22.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5.1%), 연료소매업(13.7%), 자동

차 판매업(10.4%)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를 

인구 1인당 연간판매액으로 살펴보면, 점포수는 

적으나 판매액이 많은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 판

매업, 자동차 판매업, 연료소매업 등이고, 점포수

는 많지만 판매액이 적은 업종은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

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이며, 점포수와 판매액도 

많은 업종으로는 종합소매업을 들 수 있다(표 2). 
다음으로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인구규모를 

보면, 먼저 고령화 사회의 인구가 69.1%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서 초 고령사회가 15.3%를 차지했

으며, 인구규모 계급별로 보면 인구 2만~30만 명 

사이의 시·군·구수가 가장 많다. 고령화의 정도

에 따라 인구규모로 10만 명 이상의 지역에서는 

비고령화사회 및 고령화 사회가, 10만 명 이하 지

역에서는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업 특성을 보

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연간판매액의 구성은 

고령화 사회가 각각 62.8%, 67.7%, 74.4%를 차지

해 거의 2/3 이상이었다. 그리고 사업체 밀도를 보

면,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의 순으

로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업체 밀도가 높은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가 높을수록 판매액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체 

밀도가 초 고령사회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지역보다 농산어촌지역에 분산·입지한 독립

소매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

체당 종사자수는 비고령화사회·고령화 사회에 속

고령화율

인구감소율
0~7% 7~14% 14~20%

20% 

이상

-5% 미만 A′ A″ A‴

-10~-5% B′ B″ B‴

-20~-10% C C′ C″ C‴

-30~-20% D′ D″ D‴

-30% 이하 E‴

* 지도에서 알파벳이 없는 지역은 인구증가지역임.

그림 2.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율과의 유형분포



543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판매활동 특성

하는 지역에서 많은 것이 특징이고, 노동생산성은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난다(표 3).
다음으로 이를 지역별로 보면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는 평균 18.5개
로 이보다 많은 지역은 49개인데, 대구시 중구가 

95.7개 사업체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산시 중구

(90.1), 서울시 중구(81.7)·종로구(39.8), 광주시 

동구(39.6), 부산시 동구(37.81)의 순으로 많은데, 

이들 지역은 대도시의 도심으로 자기 구뿐만 아니

라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로 외부상권이 강화되

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령화 정도에 따라 보면, 평

균 이상의 지역구성비는 초 고령사회가 45.5%로 

가장 높고, 이어서 고령사회(35.7%), 고령화 사회

(15.5%)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의 밀도가 높

다. 이것은 고령화된 농산어촌지역의 사업체가 분

산·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지역에서 사업

체수가 적어 구매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연간판매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

울시 중구로 약 11조 5천만 원인데, 1조원 이상

을 나타내는 시·군·구수 47개 가운데 고령화 사

회가 40개로 85.1%를 차지하나 초 고령사회에는 

하나도 없어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일수

록 연간판매액이 적어 구매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령화율과 연간판매액과의 상관계수는 

-0.5351). 
한편 인구 1인당 연간판매액은 평균 7,222만 원

으로 이보다 많은 시·군·구수는 33개로, 이들 가

운데 연간판매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 중

구가 7,630만 원, 종로구 5,735만 원, 대구시 중구 

2,891만 원, 부산시 중구 2,824만 원, 서울시 용산

구 2,162만 원의 순으로 대도시 도심에서의 판매

액이 많은 것은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의 분포

와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령화 

정도에 의한 지역적 분포를 보면, 고령화 사회는 

표 2. 소매업의 업종별 제 특성(2010년)

업종(소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판매액

금액(백만 원) % 인구 1인당 판매액(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3,865  108,322  56,881,143  15.1 1,185,252
자동차 판매업 7,057 61,504 39,258,392 10.4 818,04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5,068 43,499 17,146,385 4.5 357,285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1,740 3,319 476,366 0.1 9,926
종합소매업 109,086 361,443 85,534,827 22.7 1,782,319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98,651 171,434 12,674,147 3.4 264,096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5,922 90,287 25,844,541 6.8 538,53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37,918 242,498 26,230,139 6.9 546,566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60,145 106,984 8,229,910 2.2 171,489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5,332 68,140 7,265,347 1.9 151,391
연료 소매업 19,986 78,229 51,556,420 13.7 1,074,299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02,212 205,401 23,693,675 6.3 493,713
무점포 소매업 17,248 189,801 22,551,490 6.0 469,913

계 646,982 1,541,060 354,791,292 100.0 7,862,821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 2013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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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수가 20개로 가장 많

고,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는 각각 10개, 3개로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인구 1인당 

연간판매액이 적어 고령화가 될수록 구매력이 떨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체당 연간판매액을 보면, 평균 3
억 8,720만 원으로 평균보다 많은 시·군·구수는 

55개로, 이들 가운데 서울시 영등포구 12억 1,162
만 원, 중구 12억 394만 원, 종로구 11억 1,757만 

원, 용산구 10억 3,039만 원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

시 도심에서의 판매액이 매우 많다. 이를 고령화 

정도로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가 37개, 고령사회 

11개, 초 고령화 사회는 5개로 사업체당 연간판매

액도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구매력

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1
인당 연간판매액에 의한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평균 1억 7,250만 원으로 평균보다 많은 시·군·

구수는 57개인데, 이 가운데 서울시 중구 4억 277
만 원, 용산구 3억 9,118만 원, 종로구 3억 7,569만 

원, 영등포구 3억 5,575만 원, 경산시 3억 1,772만 

원, 포천시 3억 246만 원의 순으로 아주 많으며, 

이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가 

31개, 고령사회 11개, 초 고령사회는 14개로 다른 

지표에 비해 고령사회 및 초 고령사회에서의 노동

표 3.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업의 특성

구분 비고령화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 계 또는 전국 평균

인구수

(%)

 604,465
(2.9) 

14,566,396
(69.1) 

2,675,325
(12.7) 

3,219,318
(15.3) 

21,065,504
(100.0)

인구규모

(만 명)

100 이상 1 1

50~100 3 3

30~50 1 17 18

10~30 1 22 12 3 38

5~10 2 10 23 35

2~5 1 5 36 42

2 미만 1 4 5

사업체수

(%)

7,850
(2.4)

206,181
(62.8)

57,010
(17.3)

57,360
(17.5)

328,401
(100.0)

종사자수

(%)

18,236
(2.3)

531,957
(67.7)

123,777
(15.8)

111,321
(14.2)

785,291
(100.0)

연간판매액(백만 원)

(%)

 3,409,326
(2.1) 

120,213,609
(74.4) 

20,908,452
(13.0) 

16,961,932
(10.5) 

161,493,319
(100.0)

사업체 밀도(인구 천 명 당 사업체수) 12.99 14.15 21.31 17.82 15.59

사업체 당 종사자수(명) 2.32 2.58 2.17 1.94 2.39

시·군·구 당 연간판매액(백만 원) 1,136,442  2,671,414  746,730 256,999 1,137,277

인구 1인 당 연간판매액(천 원) 5,640 8,253 7,815 5,269 7,666

사업체당 연간판매액(백만 원) 434.31 583.05 366.75 295.71 491.76

노동생산성

(종사자 1인 당 연간판매액, 백만 원)
186.04 225.98 168.92 152.37 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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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체당 종

사자수가 적은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판매활동 

다음으로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의 소매판

매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고령화 유형별 주

요 소매업종을 Thomas의 대표작물 산출법(1963, 
pp.79-95)으로 구하면 6~8개의 주요 소매업종으

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주요 소

매업종 추출은 먼저 업종별 구성비를 산출한 실제 

구성비와 단위지역별로 100%를 업종 수에 따라 

나눈 이론적 구성비 사이의 편차 자승 합이 가장 

적은 업종구성으로, 이는 현실과 이론의 업종구성

이 가장 가깝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응용해 사용

했다(한주성, 2009, p.246).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가지역과 마찬가지로 종

합소매업, 연료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

동차 판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의 5개가 주

요 업종으로 구성되어 2010년 당시 우리나라의 공

통적인 소매업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

의 정도에 따라 비고령화사회는 정보통신장비 소

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이, 고

령화 사회에서는 무점포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

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이, 고

령사회에서는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

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이, 초 고령사회에서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

매업이 각각 추가되어 그 특징을 나타냈다. 이는 

고령화 정도에 따라 주로 소비하는 상품이 다르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무점

포소매업, 고령사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초 고령사회에서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

업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에 대한 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 고

령사회에서 총 판매액 중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판매액3)의 평균 구성비는 6.5%로 엥겔지수에 의

하면 64개 시·군은 모두 선진지역4)에 속하나 울

릉군(30.1%)은 후진지역, 장흥군(23.8%)은 중간

지역으로, 초 고령사회는 대부분 농어업활동이 활

발한 지역이기에 식료품의 자급이 어느 정도 이루

어지나 자급할 수 없는 식료품 및 담배의 구입 등

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의 구매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 정도에 따라 소매판매액 10% 

이상5)으로 비교적 구성비가 높은 업종을 보면, 비

고령화사회에서는 종합소매업, 연료 소매업, 자

표 4. 고령화 정도에 의한 주요 소매업종

유형 주요 소매업종 업종 수

비고령화사회
종합소매업, 연료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기

타 상품 전문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7

고령화 사회
종합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연료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무점포 소매업,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8

고령사회
연료소매업, 종합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기

타 상품 전문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8

초 고령사회
연료소매업, 종합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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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및 부품 판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고령

화 사회에서는 종합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

업, 연료소매업,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서는 

연료소매업, 종합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으로, 고령화의 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종합소매

업과 정보통신장비 소매업의 판매액 비중이 높으

나 고령화지역일수록 연료소매업의 구성비 비중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사

회나 초 고령사회에 속하는 시·군은 대부분 농산

어촌지역이고, 이들 지역에서 농업 및 어업활동에 

필요한 산업용 연료와 난방용 연료가 도시의 공동

난방보다는 개별난방으로 인한 연료비 소비가 상

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가

용자동차의 보급으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고

령화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서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높

은 판매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소매업, 고령

사회와 초 고령사회에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는 

연료소매업, 초 고령사회에서 특히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에 대해 단순회

귀분석으로 수요와 공급의 정도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1) 종합소매업의 수급분포

먼저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높은 판매액

을 차지하는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인구수(X )

와 종합소매업 판매액(Y)과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

과 r=0.75316)로 인구수가 많을수록 종합소매업

의 판매액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수급

균형(supply-demand balance)(岩間, 2013, p.109)
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인구수와 연간판매

액을 이용한 단순회귀방정식을 산출하면 Y=-

53,849.079+2.113X가 된다. 이 식을 이용해 연간

판매액의 추정 값을 구한 후 연간판매액 실제 값

(Y )인 수요량에서 추정 값(Ŷ )인 공급량을 뺀 잔

차(Y-Ŷ )가 양을 나타내는 시·군·구는 수요초과

지역이고, 반대로 음의 잔차를 나타내는 지역은 

공급초과로 파악할 수 있다. 잔차가 양으로 나타

나는 수요초과 지역 수는 142개 인구감소지역 중 

44.4%를 차지하는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중 

특히 강원도에 수요초과 시·군이 많다. 한편 음을 

나타나는 지역 수는 79개로 공급초과지역수가 많

은데, 서울·부산시, 충청·전라·경상도에 공급

초과 시·군·구가 많다. 다음으로 잔차에 의한 수

급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값을 사용

해 수급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종합소매

업 판매액의 수요초과를 나타내는 3.0 이상의 지

역은 서울시 중·영등포구, 창원시가 이에 속하

고, 2.0~3.0 사이에는 서울시 종로·광진구, 광주

시 동구가, 1.0~2.0에 속하는 단위지역은 7개로 

서울시 용산구, 부산시 동래·수영·중구, 대구시 

중·서구, 목포시가, 0.0~1.0에 속하는 단위지역 

수는 50개로, 이 가운데 74.0%가 초 고령사회에 

그림 3. 종합소매업의 지역별 수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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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지역들이다. 따라서 잔차가 큰 지역은 대

체로 대도시의 도심으로 중심성이 커 외부상권의 

강화가 이루어진 단위지역으로 인구규모 이상으

로 수요판매액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합소매업 판매액의 공급초과를 나타내

는 -3.0 이상에 속하는 단위지역은 서울시 동작

구, 대구시 수성구, 청주시이고, -3.0~-2.0 사이

의 지역은 서울시 강동·성북구, 부산시 사하구, 

대구시 동구, 광주시 남구, 대전시 대덕구, 광명·

아산·여수·포항·진주시이며, -2.0~-1.0에 속

하는 지역은 서울시 서대문·강북·중랑·성동구, 

부산시 사상·연제·금정·영도·서구, 대구시 남

구, 대전시 동구, 울산시 동·중구, 청원군, 순천·

경주시이다. -1.0~0.0에 속하는 지역 수는 49개
로 이 가운데 59.2%가 초 고령사회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급초과가 많은 지역은 대도시와 지방중

심도시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잔차 0.0~±1.0 사이의 99개 

단위지역(69.7%)은 대체로 초 고령사회로 본 단순

회귀분석에 의해 채택된 변수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잔차 ±1.0 이상의 43개 단위지역(30.3%)

은 서울시를 포함한 대도시와 지방중심도시들로 

단순회귀분석의 독립변수인 인구수로는 부분적

인 설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변수 이외의 다

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단순회귀방정식 모형에서 표준화된 잔차 

0~±1.0에 속하는 단위지역 수는 2/3 이상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

을 ‘모형의 적용지역’으로 간주해 ‘수급균형지역’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잔차 ±1.0~±

2.0에 해당하는 단위지역 수는 23개로 이들 지역

은 ‘모형의 준적용지역’으로 ‘수급이 다소 초과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 ±2.0 이상의 20개 단위지

역은 ‘특수지역’으로 ‘수급과다지역’이라 할 수 있

다. 즉, 이들 세 개 지역의 평균 판매액을 비교해 

보면 ‘수급균형지역’의 판매액이 가장 적고, ‘수급

과다지역’이 가장 많아 단위지역의 판매액이 많을

수록 이 모형에서의 잔차가 커 또 다른 요인이 판

매액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합소매업의 잔차와 고령화율과의 관계

를 보면(그림 4),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잔차의 범

위가 좁게 나타나는데, 이는 잔차의 지역 간 차이

가 작은 것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유사한 판매활동

을 한다는 것이고, 고령화율이 낮을수록 잔차의 

지역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구매력의 격차가 심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료소매업의 수급분포

다음으로 고령·초 고령사회에 속하는 지역에서 

높은 판매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연료소매업을 인

구수(X1)와 연료소매업 판매액(Y1)과의 상관관계

를 구한 결과 r=0.81107)으로 인구수가 많을수록 

연료소매업 판매액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령·초 고령사회에서 인구수와 연료소매업의 연간

판매액을 이용해 단순회귀방정식을 산출하면 Y1= 

-4,901.217+1.641X1이 된다. 이 식을 이용해 연

간판매액의 추정 값을 구한 후 연간판매액 실제 

값(Y1)인 수요량에서 추정 값(Ŷ 1)인 공급량을 뺀 

잔차(Y1-Ŷ 1)를 산출해 수요와 공급의 초과지역을 

살펴보면, 잔차가 양으로 나타나는 수요초과 94개 

지역 가운데 고령·초 고령사회가 40.4%를 차지

하는데, 강원도, 충청도, 경북 중 특히 충북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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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종합소매판매액의 잔차와 고령화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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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초과 시·군이 많다. 음으로 나타나는 공급초과

지역은 56개로 수요초과지역보다 많은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중 특히 경남에 공급초과 

시·군이 많다. 

다음으로 잔차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된 잔차에 의한 수급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5이
다. 연료소매업 판매액의 수요초과를 나타내는 

2.0~3.0 사이에는 부산시 강서구가, 1.0~2.0에 

속하는 단위지역은 포천시, 청원군, 김제·경주시

이고, 0.0~1.0에 속하는 단위지역 수는 33개로 고

령·초 고령사회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연료소매업 판매액의 공급초과를 나타내는 지역

으로 -3.0~-2.0에 속하는 지역은 대구시 남구뿐

이며, -2.0~-1.0에 속하는 지역은 부산시 영도·

서구, 광주시 동구이다. -1.0~0.0에 속하는 지역 

수는 52개로 고령사회·초 고령사회의 거의 대부

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잔차 0.0~±1.0 사이의 85개 

단위지역(90.4%)은 대체로 고령사회·초 고령사

회로 본 단순회귀분석에 의해 채택된 변수로 설명

이 가능하다. 그러나 잔차 ±1.0 이상의 7개 단위

지역(7.5%)은 단순회귀분석에 의해 채택된 독립변

수인 인구수로는 부분적인 설명만이 가능하기 때

문에 설명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순회귀방정식 

모형에서 0~±1.0에 속하는 단위지역수가 90% 

이상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을 ‘모형의 적용지역’으로 간주해 ‘수급

균형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잔차

의 ±1.0~±2.0에 해당하는 단위지역은 7개로 이

들 지역은 ‘모형의 준적용지역’으로 ‘수급이 다소 

초과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 ±2.0 이상의 2개 단

위지역은 ‘특수지역’으로 ‘수급과다지역’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 세 개 지역의 평균 판매액을 비

교해 보면 ‘수급이 다소 초과한 지역’이 가장 많고, 

‘수급균형지역’의 판매액이 가장 적다.

한편 연료소매업의 잔차와 고령화율과의 관계

를 보면(그림 6),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잔차의 범

위가 좁게 나타나는데 이는 잔차의 지역 간 차이

가 작은 것으로 인구수에 비례한 유사한 판매활동

을 하는 것이고, 고령화율이 낮을수록 잔차의 지

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구매력의 격차

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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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료소매판매액의 잔차와 고령화율과의 관계

그림 5. 연료소매업의 지역별 수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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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료품 및 담배판매업의 수급분포

岩間 외(2011b)는 고령자의 분포(신선식료품 수

요량)와 신선식료품점의 분포(신선식료품 공급량)

의 비를 구해 수급균형으로 식료사막영역을 가장 

단순하게 파악8)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고령자에

게 신선식품을 충분히 공급해 식료사막이 형성되

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식료품 이외의 상품이 포함된 자료관계

상의 문제와 점포수보다는 판매액이 수급파악에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또 고령자수와 신선식료

품 점포수의 비율은 개별지역의 비율이지만 회귀

방정식은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성을 파악하기에 더 유리해 

이를 채택했다. 

그리고 인구수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판

매액과의 회귀방정식에 의한 잔차와는 수급균형

을 파악하기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해 회귀방정식을 이용했다. 먼저 인구수(X2)와 음

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의 연간판매액(Y2)을 이용

해 이들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r=0.60999)로 인

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의 판매액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고령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대체로 농산어촌으

로 이들 지역에서 자급을 위한 농업이 다소 이루

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식료품 등의 소비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음식료품 및 담배소

매업의 전국 평균판매액(약 551억 5백만 원)을 기

준으로 볼 경우 초 고령사회에서 영주시를 제외

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판매액을 크게 밑도는 

167억 5,900만 원으로10), 이를 기준으로 파악할 경

우 식료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岩間, 2010, p.8). 또 신선식료품의 산지로서 

소비량이 적고, 개별 사업체의 낮은 최소요구치

를 유발하는 작은 사업체 규모 등이 이러한 결과

를 가져왔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초 고령사회

에서 인구수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연간판매

액과의 단순회귀방정식을 산출하면 Y2=2,068.070 

+0.301X2가 된다. 이 식을 이용해 연간판매액의 

추정 값을 구한 후 연간판매액 실제 값(Y)인 수요

량에서 추정 값(Ŷ 2)인 공급량을 뺀 잔차(Y-Ŷ 2)를 

산출해 수요초과지역과 공급초과지역을 파악했

다. 잔차가 양으로 나타나는 수요초과지역은 66개
로 이 가운데 초 고령사회는 40.9%를 차지하는데, 

강원도, 전라도, 경북 중 강원도에 특히 수요초과 

시·군이 많다. 그리고 음으로 나타나는 39개 지역

은 공급초과로 수요초과보다 많은데, 전라도, 경

북, 경남 중 특히 경남에 공급초과 시·군이 많다. 

다음으로 잔차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된 값을 사용했는데, 잔차에 의한 수급분포를 나

타낸 것이 그림 7이다.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판

매액의 수요초과를 나타내는 2.0~3.0 사이에는 

영주시뿐이며, 1.0~2.0에 속하는 단위지역은 홍

성·횡성·장흥군, 상주시가, 0.0~1.0에 속하는 

그림 7.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의 지역별 수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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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지역은 22개로 양의 잔차를 나타내는 지역수

의 81.5%를 차지했다. 한편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

업 판매액의 공급과다를 나타내는 잔차 -2.0~-

1.0에 속하는 단위지역은 김천시뿐이고, -1.0 
~0.0에 속하는 지역 수는 38개로 음의 잔차를 나

타내는 지역수의 97.4%를 차지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잔차 0.0~±1.0 사이의 60개 

단위지역(90.9%)은 대체로 본 단순회귀분석에서 

채택된 변수로 판매액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잔차 ±1.0 이상의 6개 단위지역(9.1%)은 본 단순

회귀분석에서 채택된 독립변수인 인구수로는 부

분적인 설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변수 이외

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단순회귀방정식 모형에서 0~±1.0
에 속하는 단위지역수가 90.9%로 비교적 정상적

으로 해명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을 ‘모형의 적

용지역’으로 간주해 ‘수급균형지역’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표준화된 잔차의 ±1.0~±2.0에 해당

하는 단위지역은 5개로 이들 지역은 ‘모형의 준적

용지역’으로 ‘수급이 다소 초과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 ±2.0 이상의 한 개 단위지역은 ‘특수지역’으

로 ‘수급과다지역’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 세 개 

지역의 평균 판매액을 비교해 보면 ‘수급균형지역’

의 판매액이 가장 적고, ‘수급과다지역’이 가장 많

아 단위지역의 판매액이 많을수록 이 모형에서의 

잔차가 커 또 다른 요인이 판매액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의 잔차와 고령화율과

의 관계를 보면(그림 8),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잔

차의 범위가 좁게 나타나는 것은 잔차의 지역 간 

차이가 작아 인구수에 비례한 유사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고, 고령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잔차의 

지역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구매력의 격차가 심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세 업종의 잔차 변동계수[coef-
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평균)×100]는 종

합소매업이 -3,063.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연료소매업(-2,501.9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1,831.42)의 순으로 낮아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판매액의 지역 간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해 초 

고령사회지역에서의 구매력 차이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소매판매활동의 특성

을 고령화 정도와 관련시켜 고찰하고, 또 고령화 

지역에서 높은 판매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

소매업,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서 높은 구성비

를 나타내는 연료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에 대해 수급의 정도를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공통적인 소매업종은 

종합소매업, 연료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으로, 고령

화의 정도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는 무점포소매

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

죽제품 소매업이, 또 고령사회에서는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이, 그리고 초 고령

사회에서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이 각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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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액의 잔차와 

고령화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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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고령화 사회·고령사회는 유사한 주요 업종

을 구성하는데 대해, 초 고령사회는 다른 사회와 

달리 주요 업종수도 적고 업종구성도 다르게 나타

난다.  

또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업 특성은 고령

화가 심할수록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인구 1인당 

연간판매액은 적어지지만 사업체 밀도는 높게 나

타나는데, 이는 농산어촌지역으로 소매업사업체

가 분산·입지하기 때문이며, 고령사회·초 고령

사회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소매구조의 배경

은 종사자수가 적은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높은 판매액

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소매업,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서 구성비가 높은 연료소매업, 초 고령

사회에서 특히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에 대해 수급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종합소매업은 단위지역수의 2/3 이

상이 ‘수급균형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대체로 판

매액이 적은 고령·초 고령사회에서 나타나고, 연

료소매업은 90% 이상의 단위지역이 ‘수급균형지

역’으로, 이들 지역은 대체로 판매액이 적은 고령

사회·초 고령사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음

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은 90% 이상의 단위지역이 

‘수급균형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판매액이 적은 

초 고령사회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소

매업, 연료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세 

업종의 수급의 차이와 고령화율과의 관계에서 종

합소매업은 수급차이의 범위가 대체로 넓게 나타

나는데, 연료소매업보다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은 수급차이의 범위가 더 좁게 나타난다. 즉, 고령

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급의 지역 간 격차가 작

은데, 이는 지역 간의 구매력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소매판매활동의 수급에 맞추어 

수급과다지역에서 소매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소비생활 중 특히 중요한 

식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고령인구

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노인건강에 관심을 가

지지 않을 수가 없다. 초 고령사회에서 음식료품 

및 담배판매액이 전국 평균보다 아주 낮아 이 기

준에서 볼 경우 이에 속하는 지역들은 식료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인구과소 고령화

지역에서 식료품 소매점에 대한 접근성이나 식료

사막의 지역성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지리

학연구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스케일 작은 농산어촌지역이나 도심지역에서의 

식료사막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금후의 연구과제

로 한다.

주

1) 영양가가 높은 신선식료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심(inner city)의 일부 지역을 의미한

다. 도시기능의 공동화가 현저한 도심에 거주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는 교외의 쇼핑센터에서 상품

을 구매하기가 어려워 도심에 잔존하는 영세점포에서 매일

매일 식료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점에서 취급

하는 상품은 뭐든지 값이 모두 비싸고 가공식품밖에 없다

(Whitehead, 1998, pp.189-190).

2) 식생활 사막화의 구매약자, 구매난민은 중심상점가의 空

洞化 등으로 인해 노인들이 구매처를 잃고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으면 식료품을 얻을 수 없는 노인들을 의미하는 造

語이다.

3) 각 지역의 판매액은 소비액이 아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소비액으로 간주했고, 자료관계상 담배소매업의 판매액도 

포함시켰다.

4) 일반적으로 엥겔지수는 가계의 총 소비 지출액 중 식료품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이면 상류계층, 20~30%

이면 중류계층, 30~50%이면 하류계층, 50% 이상이면 최

저생활계층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각각 선진

지역, 중간지역, 후진지역, 특별 문제 지역으로 명명하기

로 한다.

5) 14개 업종의 평균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

6) t140, 0.01=2.326＜13.544로 유의적이다.

7) t92, 0.01=2.367＜13.296으로 유의적이다.

8) 신선식료품점까지의 공간적 접근성, 자가용자동차 보유유



韓柱成552

무, 공공교통기관의 충실도, 소득, 가족구성 등은 거시적

이라 분석할 수가 없었다.

9) t64, 0.01=2.386＜6.157로 유의적이다.

10) 비고령화사회의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의 평균판매액은 

360억 2,400만 원, 고령화 사회의 평균판매액은 810억 8천

만 원, 고령사회의 평균판매액은 295억 4,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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