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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Highlight  급변하는 일본 유통업계

끊이지 않는 백화점의 폐점

일본을 대표하는 번화가 동경의 긴자(銀座)는 세

계 유수의 명품 매장과 일본의 대표 백화점이 집중

돼 있는 일본 소비 문화의 상징이다. 동경의 긴자

에 본점 또는 지점을 내는 것은 일본 대표 브랜드의 

입지를 확보했다는 증거다. 1971년 큰 화제가 됐던 

맥도날드 일본 1호점을 비롯해 일본에 첫 진출을 

꾀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첫 매장으로 긴자를 선호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경제가 2008년 금

융위기의 긴 터널 속에서 아직 벗어날 기미를 보이

지 않는 가운데, 2010년 1월 27일 세이부(西武) 백

화점이 긴자에 있는 유락초(有樂町)점 폐점을 선언

했다. 긴자의 현관 역할을 하는 유락초에 위치한 매

장의 폐점은 백화점의 위기가 그 심장부에까지 미

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일본의 주요 도심 지역에서 대형 백화점의 폐

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백화

점의 폐점이 예정돼 있다.(표1)

이러한 백화점의 폐점은 업계의 지속적인 합종연

횡과도 관련이 있다. 2000년 소고 백화점의 파산으

로부터 시작된 백화점의 통폐합은 이세탄·미쯔코

시 홀딩스, 타카시마야·H2O 리테일링, 제이 프론

트 리테일링(J. Front Retailing), 소고·세이부의 

4개 그룹으로 재편됐다. 지속적인 매출 감소 속에

서 운영 효율화가 중요 과제로 부상하자 과감한 점

포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다.(그림1)

2009년 3월 기준 일본의 백화점 시장 규모는 6조 

5842억 엔으로 13년째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

다. 이는 정점을 기록한 1991년 9조 7125억 엔에 

비하면 70%에도 못 미치며 1984년 시장 규모와 비

슷한 수준이다. 일본 백화점 업계가 왜 20년 이상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

엇인지 살펴본다.

사회 구조 변화가 백화점 쇠락의 요인? 

백화점 쇠퇴의 이유를 유통 환경 변화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세대원 수 

감소가 소매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고 백화점이 직

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또 다양한 라이프스타

일 등장으로 고객 욕구가 세분화되면서 백화점 업

계는 과거보다 더욱 큰 규모의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됐다. 즉 고객 욕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점포는 퇴출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만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일본의 세대 구성의 변화는 생각보다 단

순하지 않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일본 소매 시장에서 ‘비정형 대가족’이라는 가

족 형태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그

림2) 일본 사회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가족과 

핵가족이 병존하는 가운데 단독 세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단독 세대가 단독 

세대로서의 소비 활동을 보임과 동시에 타단독 세

대 또는 기존 핵가족 세대와 경제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정형 대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다양한 라이프스타

일로 나타나고 구매 욕구와 구매 시간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결국 소비자들은 기존 백화점이 제공

2010년 1월 일본 소비의 중심인 긴자(銀座)에 위치한 세이부 백화점이 충격적인 폐점 선언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 가을 이후 12개의 백화점 점포가 폐점했고 앞으로도 많은 점포의 폐점이 

예정돼 있다. 인구 감소와 새로운 유통 채널 등장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도 기인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백화점들이 고객 욕구 변화에 맞춘 혁신에 실패한 데 있다. 겉으로는 패션 전문 백화점 

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운영 방식은 위탁 매입제 등 낡은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본 게이오대 

및 동 대학원에서 

계량경제학을 전공했고, 현재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 

이사로 사업혁신 컨설팅 실장을 

맡고 있다. 주로 기업 경영 전략, 

신사업 발굴 및 개발 전략, 해외 

진출 전략, 마케팅 전략, 글로벌 

인수합병(M&A)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위기의 일본 백화점, 이대로 몰락할 것인가?
유   혁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 이사  h-ryu@n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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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가치와는 다른 물품 제공 기능, 정보 

제공 기능,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통

합을 요구했다. 이런 경향은 백화점의 전

문화 및 대형화 경쟁을 심화시켰다. 현재 

일본 내에 3000여 개 쇼핑 센터가 존재하

고 이들 전문 쇼핑 센터들이 백화점 주변 

지역은 물론 주택가에까지 침투한 것은 

백화점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 

선순환 구조의 위협 요인을 차단하라

하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항상 존재해왔다. 또 앞

서 설명한 사회 구조적 변화가 아주 특별

해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것은 아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

한 분석과 대응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 소매 기업으로서 소홀해서는 안 

되는 필수 기능이다. 지배적 소매 기업이 

시장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혁

신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시장 

내 입지에 변화를 겪게 된다. 일본의 백화

점은 지배적 소매 기업으로서 시장 우위 

유지를 위한 변화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

했고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좋은 사례가 위

탁 매입제의 고수다. 이는 특히 매출 감소

폭이 큰 백화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난 현상이다. 위탁 매입제는 진열한 상품 

중 팔린 제품만 정산을 하고 남은 제품은 

제조사나 브랜드 관리 업자에 반품을 하

는 것이다. 과거에는 별도의 경영 자원 투

입이나 상품 단위의 머천다이징 (MD)기

능이 필요치 않아 효율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위탁 매입제로는 고객의 감성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가 없다. 백화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

터는 판매된 물건 정도이고, 반품되는 물

건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또 어차피 반

품 리스크는 제조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백화점이 고객 성향을 자세히 파악해야 

할 인센티브도 별로 없다. 물론 고객 판

매 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판매 실적을 분

석하고, 특정 고객층에게 인기가 많은 브

랜드, 특정 상품군을 진열해야 하는 시기, 

프로모션 타이밍 등은 파악할 수 있다. 하

지만 고객의 감성을 움직이는 요소인 디

자인, 컬러, 소재, 프린트 등의 유행 변화

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매장의 신

선도 유지를 중요 전략으로 하는 편집숍

(select shop),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인

터넷 패션 전문점 등의 등장으로 고객이 

감성을 충족시킬 채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

지 못한 백화점에 다시 찾아올 이유는 별

로 없다.

여기서는 고객 감성 만족만 예를 들었지

만 경영난에 봉착한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차별화 가

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키워나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했다. 

[표] 최근 주요 도시의 백화점 폐점 및 폐점 예정 상황

백화점명 점포명 폐점시기

마츠자카야(松坂屋) 요코하마(橫浜) 요코하마(橫浜)점 2008년 10월

다이마루(大丸)백화점 에히메현(愛媛縣) 이마바리(今治)점 2008년 12월

미츠코시(三越)백화점 

도쿄(東京) 무사시무라야마(武藏村山)점 

미야기현(宮城縣) 나토리(名取)점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카마쿠라(鎌倉)점 

이와테현(岩手縣) 모리오카(盛岡)점

2009년 3월

미츠코시(三越)백화점 
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점 

카고시마현(鹿兒島縣) 카고시마(鹿兒島)점
2009년 5월

소고(そごう)백화점 오사카(大阪) 신사이바시(心齋橋)점 2009년 8월

마루이이마이(丸井今井)백화점 홋카이도(北海道) 무로란(室蘭)점 2010년 1월

마츠자카야（松坂屋） 아이치현(愛知縣) 오카자키(岡崎)점 2010년 1월

마츠자카야（松坂屋） 후쿠시마현(福島縣) 아이즈(會津)점 2010년 2월

이세탄(伊勢丹)백화점 도쿄(東京) 키치조지(吉祥寺)점 2010 년 3월 (예정)

다이와(大和)백화점
니이가타현(新潟縣) 나가오카(長岡)점 

니이가타현(新潟縣) 조우에츠(上越)점
2010년 4월 (예정)

다이와(大和)백화점
니이가타현(新潟縣) 니이가타(新潟)점 

이시카와현(石川縣) 고마츠(小松)점
2010년 6월 (예정)

한큐(阪急)백화점 교토(京都) 시조가와하라마치(四條河原町)점 2010년 가을 (예정)

세이부(西武)백화점 도쿄(東京) 유락초(有樂町)점 2010년 12월 (예정)

출처: 각 사 발표 자료를 기초로 NRI 작성

[그림1] 일본 백화점 업계의 재편 동향

미츠코시
이세탄-미쯔코시 홀딩스
(2009년 매출: 1조 4266억 엔)

타카시마야 + H2O 리테일링
(2009년 매출: 1조 4856억 엔)

J. Front Retailing
(2009년 매출: 1조 966억 엔)

밀레니엄 리테일링
(2009년 매출: 9195억 엔)

한큐

마츠자카야

이세탄

다이마루

한신

소고

세이부

2008년 4월 합병

2011년까지 합병 예정

출처: 각 사 발표 자료를 기초로 NRI 작성

2009년8월 세븐&i홀딩스의 백화점 사업 부문으로 재편

2005년 이세탄 자회사화

2007년 합병

2007년 합병

2003년 합병

이와타야

타카시마야

H2O 리테일링

J. Front Retailing

밀레니엄 Re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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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경영 자원 투입도 소홀했다.

시장 우위를 유지하려는 소매 기업은 항

상 외부 요인의 위협을 받는다. 외부 위협 

요인을 차단하고 경쟁 우위의 선순환 구조

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잘 

이해할 때 가능하다.(그림3) 백화점 업계

가 전반적으로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근

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백화점들이 가치 혁

신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백화점의 통폐합 및 수직 계

열화는 백화점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극

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근본적

인 가치 혁신 없이 규모 확대나 부분적인 

기능 획득만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

은 가격 등에 있어 소모적인 경쟁만을 유

발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재

구축하려면 우선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철저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백

화점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쇼핑 센터

나 전문점 등과의 과감한 협업 체계 구축

을 검토해봐야 한다. 셋째, 백화점의 협상

력을 되찾기 위해 내수 시장에서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공격적 입지 개발을 

해야 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체 관리 브

랜드를 도입 개발 육성하고 고객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다른 업체와의 차

별화를 이뤄야 한다.

지나온 100년, 새로운 100년

한국의 백화점들은 고객 욕구의 복잡

화·고도화에 부응하기 위해 신세계 센텀

시티점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같이 대형

화와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

다. 그리고 직매입의 확대, 전문점이나 명

품 매장 및 대형 할인점 운영, 패션 브랜

드 사업으로의 진출 등 기존 백화점 사업

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였

던 영역에도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은 기존 백화점들이 제공하는 가치만으로

는 만족할 수 없는 소비자의 변화를 제때 

이해하고 전략적 방향을 잘 설정한 것으

로 분석된다.

그런데 세이부 백화점 긴자 유락초점의 

과거 전략을 잘 들여다보면 이번 폐점 선

언이 한국 소매 시장에 특별한 의미를 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이부 백화점의 

긴자 유락초점 또한 1990년대부터 패션 

전문점 형태를 지향하면서 고객과의 거

리를 좁히기 위해 쉼 없는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세

이부 백화점 긴자 유락초점은 MD를 비롯

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객과의 접점은 

전문점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근본적

인 백화점 운영 형태는 바꾸지 않았다는

데 그 패인(敗因)이 있다. 전문점의 가치 

사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남은 재고는 

도매상에 떠넘기면 된다는 기존 운영 방

식만 고수해서는 전문점의 차별화된 역량

을 갖출 수 없다. 고객에 대한 이해도 떨

어지고, 기획에서 판매에 이르는 시간 단

축도 결국 경영자의 훈계나 서랍 속 기획

서에서나 접하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

일본 백화점들은 오랜 성장기 동안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를 하지 못했다. 물론 일본 백화점들이 이

대로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어느 

시장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높은 서비

스 수준과 매장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재도약도 가

능하다. 그러나 이미 적시(適時) 대응을 

놓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

간이 걸릴 것이고 설사 이에 성공한다고 

해도 과거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

직 미지수다. 

한국 백화점들은 지난 100년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문화로의 안내자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100년에도 이들 

백화점이 우리 생활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변화 시기를 놓쳐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지는 앞으로의 전략에 달

려 있다.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조짐이 보

이고 있는 국내 백화점이 일본처럼 과거 

성공 경험에 얽매여 고객의 변화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혁신에 실

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