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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의 기초 생활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
구는 서울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권특성, 배후지역 특성, 공간구조 특성 등으로 구분
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골목상권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골목상권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상권별 매출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출액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20~40대, 06~11시와 17~21시 등이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 수가 많으면서 밀도가 높으면 매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소매업과 음식점의 관
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공간구조 특성과 배후지역 특성은 잠재적 고객확보와 관련
된 변수에서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고, 대형유통업체는 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출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골목상권 중심의 소상공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골목상권, 소상공인, 상권분석, 매출액, 창업
ABSTRACT：The side street trade areas, which are composed mainly of small business owners, play an
important economic role in the basic life of local residents.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venue in Seoul’s side street trade areas by classifying their
characteristics, their surrounding area, and their spatial structure. First, we made a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side street trade areas, and found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revenue of each area
according to the spatial distribution of i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revenue, we
found that productive population (20~40 age group) and active time zones (06~11am and 05~09pm) had
positive impacts, and the number of stores and store density had negative impacts. But they have
different impact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tail and restaurant. In addition, the variables
related to potential customer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spatial 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venue, and SSM among the large retailers had a negative effect o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help to improve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the new policy based on the side street trade areas.
KeyWords：Side street trade areas, Small business owners, Analysis of trade area, Revenue,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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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에 따른 생활패턴을 고려하지 못하여 개별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단순 경제적 지원에만 무게가 실려
있고, 상권 자체에 관한 정책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양갑모, 2006). 또한, 상권정보시스템은 상권의
현황정보 제공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상권을 분석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손동욱·이연

수의 85.3%를 차지하며, 2009년 이래 전체 사업

수, 2012; 이상열, 2014; 김영갑, 2015; 강진희,

체 수 평균 증가율이 약 19.8%인 데 반해 소상공

2017).

인은 약 32.2%로 큰 증가폭을 보이는 등 국가경제

한편, 매출액은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이나 기존

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사업

점포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이 되

자, 특히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소상공

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영

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

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 때문에 진

경영관리나 자금운용 등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이

입장벽이 낮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창업활동을

루어졌으며(원종하·정대현, 2017), 이와 함께 입지

한다(박일순·김선구, 2012). 그러나 경기악화로 민

선정 과정에서 시장 내 포화상태, 지불가능한 임대

간소비가 위축되면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창업

료 수준, 접근성 등이 고려되었다(박일순·김선구,

대비 폐업률은 2017년 국세통계 기준 약 76%를

2012). 이 중 입지는 변하지 않는 고정적 요인으로

보이며 고용시장 침체, 높은 실업률 같은 사회문제

상권분석 관련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

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

는 부분이다(성은영, 2018). 이에 근거하여 지금까

루어진 골목상권의 10년 이상 점포 생존율은 발달

지 상업시설의 입지결정요인 혹은 상권 매출의 영

상권보다 2.89% 낮게 조사되었고, 폐업점포의 영

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상당히 많이 수

업기간도 골목상권이 2.09년, 발달상권이 2.11년

행되어 왔다(Achabal et al., 1982; Turan et

으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서울시, 2015).

al., 2013; 최유나·정의철, 2012; 김성문 외,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지원은 실업문제 해결

2014a; 우경·정승영, 2014; 이연수 외, 2014; 성

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은영, 2018). 그러나 아직까지 골목상권을 다룬 연

기반을 형성하므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이윤원 외, 2009).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소

의 관점에서 골목상권을 다룬 연구가 있으나 주로

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창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 특정 상업가로의 건물 용도

록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

나 사업자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허자연 외,

과 대형유통업체 진입규제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

2015). 또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고 있다(기획재정부, 2017).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은 지리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역 주민을 둘러싼 가

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

장 기초적 생활권의 중심으로 경제적 역할을 하는

단과 협력해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

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

다. 공공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정책의 효율을

안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비자의 구매선택행동

높이려면 지리경제학적·사회경제학적 상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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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이론에 기초하여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규
제뿐만 아니라 상권별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영업환경 개선정책이 필요하며(Vesper,
1990; 양갑모, 2006; 원종하·정대현, 2017), 기존

1. 소상공인의 개념과 관련 연구

상인의 매출액에 관한 대형유통업체 규제 효과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생한 소규모 동네가게의 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몰림 현상이 사회적으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는

률｣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운수업의 상시 근

점에서도 시의적으로 골목상권을 연구할 필요가

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

있다(조춘한·안승호, 2011; 신승만, 2014).

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기업을 말한다. 소상공인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은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되므로 개인 또는 법인사

골목상권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업자를 모두 포함하며, 통계상 물리적 사업장을 갖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권 자체의 특성과

고 있는 사업체가 기준이 된다(김철민·신승만,

더불어 인접한 주변 지역의 특성, 그리고 형성되어

2015).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한 창업

있는 골목상권이 갖는 공간구조적 특성 등을 함께

이 가장 많기 때문에 소규모 자금으로 영세한 사업

고려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을 영위하며, 음식업 또는 도소매업이 전체 소상공

결과는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관리와

인 업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원종하·정대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

현, 2017). 또한 산업체와 고용에서도 높은 비중을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지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나 서
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남주 외, 201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러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지속 시행되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었고,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을 논하

하며, 공간적 범위와 분석단위는 서울시내 1,008

거나 소상공인의 창업성공 요인 혹은 경영성과에

개의 골목상권이다. 골목상권은 서울시와 외부 기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빈봉식·박정기, 2002;

관 간 협력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

이윤원 외, 2009; 김상순 외, 2012; 이남주 외,

템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로, 현재 서울시를 기준

2013; 김철민·신승만, 2015; 원종하·정대현, 2017).

으로 제공되고 있다. 골목상권 데이터에는 소상공

김상순 외(2012)는 소상공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

인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43개의 생활밀착형 업종

분 창업 아이템 선정, 자금조달능력, 경영관리, 마

을 중심으로 상권마다 창업자가 창업 시 필요한 상

케팅 등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위주로 성공요인을

권정보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경제적 정보가 제공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지우월성과 자금

되고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이 가능하도

조달능력, 창업가 정신이 사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골목상권 데이터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이

토대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골목상권 매출액

러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윤원 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는 창업단계에서 규정되는 소상공인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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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 외, 2010; 이연수 외, 2014).

성공 요인을 규명한 연구와 달리 창업 이후 단계에
서 시장경쟁, 시장복잡성 등의 외부 시장환경과 그

기존의 골목상권 개념은 과거의 모습이 담겨있

에 따른 경영전략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

는 골목길 문화가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젊고 창의

요한 요인이라고 규명하였다.

적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상업가로로

한편,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관점에

정의되었다(박재홍, 2015). 이후 골목상권을 두고

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대형마트나 SSM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놓고 상반된

등의 업태가 등장하여 유통시장 환경이 변하였고,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신승만, 2014; 서용구·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기존 상인의 영

한경동, 2015). 또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업상황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한기순·이금숙,

(Super Super Market: SSM) 관련 규제를 놓고

2004). 또한, 대규모 상업자본에 기반을 두고 프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문제인식이 서로 달라

차이즈 점포가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

서 다양한 프레임에 입각한 효과적 정책이 요구되

움이 가중되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골목상권

고 있다(이수기·정광호, 2017). 특히, 양갑모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젠트리피케이

(2006)는 이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중심지이론

션 관점에서 경리단길, 가로수길 등 특정 상업가로

에 입각한 지리경제학적 관점의 기술적 접근으로

에 형성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상업화과정, 점포

자금지원 이외의 지원정책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

의 생존·폐업률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허자

며,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따른 구매행동이론을 고

연, 2015; 홍하연·구자훈, 2016). 이는 상업 젠트

려해 입체적·혁신적 상권이론에 근거한 소상공인

리피케이션의 관점으로 새로운 자본이 유입된 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

자확대는 쇠퇴한 상권의 재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나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적·협업, 조직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기존의 경쟁력이 떨어지

구성, 그리고 재창업 유도 등 상권 내 영업환경 관

는 골목가게는 상권에서 내몰리게 된 부정적 측면

리와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형마트를 규

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정적 측면에서 점포의

제하는 등 소상공인 시장환경 개선은 상권별로 차

임대료가 급증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데도 골목

별적 접근이 필요하다(신승만, 2014; 김철민·신승

상권에 진입하여 경쟁하는 악순환을 사회적 문제

만, 2015).

로 보고 공공의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도 강조되고 있다(맹다미, 2015; 허자연 외, 2015).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연구에서 ‘골목상권’은 주

2 골목상권의 개념

로 상업가로를 따라 형성된 단순 물리적 상업공간
으로 정의하며, 상권 내 용도변화, 사업자 변화 등

일반적으로 상권의 의미는 도시 전체 또는 배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소상공인 중심의 상

지역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준에 따른 중

업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정동규·윤희연(2017)

심지이론에 기반을 두고(양갑모, 2006) 소비자를

은 발달상권에 인접한 이면도로에 소규모, 개별 브

끌어들이는 상가가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를 가리

랜드 음식점, 카페 등 영세하고 자본 규모가 작은

키며, 상업활동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의 공간으로

상점이 밀집된 지역을 골목상권이라고 보았다. 이

정의되었다(Lalonde, 1962; 김성대 외, 2010; 이

를 종합해보면 소상공인은 발달상권보다 주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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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업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이론적 모델

목상권에 창업활동을 하며 독특한 상권을 형성하
지만,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하거나 프랜차이즈 점
포가 증가하면서 상권이 변하는 과정이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대형
마트나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해 소
상공인 또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화두
가 되었다(이경민 외, 2014; 배병호, 2015).

Lusch, 1980).

3. 상권의 매출액과 입지요인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상권의 매출
특정 상권이든 개별 상점이든 현재 매출과 개업 시

액이나 상업시설의 입지결정요인 관련 연구가 진

기대 매출액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행되었다. 연구 대상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크다. Ghosh and Mclafferty(1982)와 Ghosh

대형 유통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희연·김

and Craig(1983)에 따르면 입지가 좋으면 더 많

지영, 2000; 권용걸·강양석, 2002; 이태정·조성

은 고객을 끌어들여 잠재적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현, 2007; 김성문 외, 2014a; 2014b; 신영애,

환경 변화에 민감한 이미지, 서비스 수준 등의 마

2011; 이우관, 2013)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연

케팅 요소와 달리 입지요인은 매출에 결정적 영향

구(이임동 외, 2010; 최유나·정의철, 2012), 그 외

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정 업종이나 상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우경·정승

지금까지 상권 또는 상업시설의 매출액이나 입

영, 2013; 김창기·정승영, 2013; 이연수 외,

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당히

2014; 성은영, 2018)로 분류된다. 앞서 국외 연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Turhan

와 마찬가지로 주로 인구요인, 경제적 요인, 경쟁

et al.(2013)은 상업시설의 성과에 기초한 입지결

요인, 입지요인, 비입지 요인이 변수로 활용되고

정 요인에 관한 국외 연구를 종합해 상업시설 입지

있으며, 이는 잠재적 고객이나 물리적 환경, 상권

의 이론적 모델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

내 동종 혹은 이종 업종에 따른 영업특성 등이 영

는 상업시설의 성과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으

향요인으로 고려되었다.

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요인은 크게 인구구조·경제적 요인·

4. 소결

경쟁관계·포화수준·점포특성·집객시설 등 6개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각 요인에 해당
하는 변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입지 결

선행연구 검토에서 밝혀졌듯이 사회·경제적으

정 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을 높이려면 이들 요

로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불구

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급변

하고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점포 또는 상권을 실질

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매출의 영향요인을 시계열

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Ingene and

연구는 소상공인의 창업활동이 활발한 골목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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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여기서 체계적으로 정의

석하고자 한다.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 두 관점에서 찾을 수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규창업의 위험

있다. 첫째, 서울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골목

도나 지역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분석 서비스

상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골목상권 데이터를 활

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상권과 골목상권을 각각

용하여 골목상권의 분포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발달상권은 배후에 직장이

둘째, 지역경제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골목상

넓게 분포되어 있고,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상가와

권의 자체 특성과 주변 배후지역 특성, 그리고 도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높은 임대료

시공간구조적 특성 등 골목상권의 매출액에 영향

와 유동인구가 특징인 상권을 말한다. 이와 달리

을 미치는 다층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

골목상권이란 대로변이 아닌 거주지 인근의 좁은

만, 골목상권이라는 하나의 상권을 단위로 분석해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상업세력의 범위를 의미한

야 하므로 개별 점포의 서비스 수준이나 이미지 등

다. 또한 대형 유통시설이 없고 왕복 4차로 이상의

을 제외한 상태에서 입지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대로변 뒷골목에서 주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형
성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골목상권은 영세 소
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
한 지역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식
점, 편의점 등이 분포해있다는 점에서 발달상권과

Ⅲ. 골목상권 현황분석

차이가 있다.1)
이 연구는 골목상권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
과와 상권분석시스템에 정의된 골목상권의 개념을

1. 서울시의 골목상권

종합해 골목상권을 주로 이면도로의 주택 밀집지
골목상권은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쓰이기 시

역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

작한 개념으로 일부 연구에서 골목상권을 다루고

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개인 카페나 음식점 등 소

있으나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

규모 점포가 분포하는 골목길의 상업지역으로 정

였다. 앞서 서론에서 골목상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의하였다.2)

기술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골목상권이 어떻게 논

1) 서울시(2015)는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생활밀착형 업종은 서울시
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간한 ‘2013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기준으로 신규 창업이나 기존 자영업소 중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자세한 분류는 아래와 같다.
· 외식업(10개) - 한식음식점, 중국집, 일식집, 양식집,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치킨집, 제과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등
· 서비스업(22개) - 입시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동산중개업, 인테리어, 노래방, PC방, 보육
시설, 노인요양시설, 헬스클럽, 당구장, 골프연습장,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숍, 여관업, 세탁소, 자동차수리, 자동차미용 등
· 도소매업(1개) - 슈퍼마켓, 편의점, 컴퓨터 판매수리, 휴대폰, 정육점, 과일채소, 의류점, 패션잡화, 약국, 문구점, 화장품 등
2) 상권은 상점의 공간적 분포와 소비자의 구매행동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그 범위는 이용하는 고객 수에 따라 1차 상권, 2차
상권 등으로 구분된다(Peterson, 1974; Berman and Evants, 1979). 이러한 상권의 개념적 정의 때문에 현재 쓰이고 있는 골목상권
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이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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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목상권 분포특성

비교적 뚜렷한 발달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중
랑구, 노원구, 도봉구 등에는 골목상권 위주의 상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권이 분포해있다. 또한 미시적 공간단위에서 강남

있어 지역 경제의 최소단위로 볼 수 있다. 이에 근

역 일대의 골목상권을 살펴보면, 발달상권에 인접

거하여 골목상권의 지리적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한 주택지역이면서 대로변보다 이면도로에 골목상

(<그림 2, 3> 참조). 골목상권은 서울시 전체에 고

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

루 분포해 있지만 비교적 상업·업무중심 지역보다

남역 일대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발

주거지역의 비중이 큰 강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달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연립주택이 밀

에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 발

집된 지역으로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지역 주

달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종로, 강남, 여의도 등에

민의 주거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상업시설이 형성

서는 발달상권에 인접하여 골목상권이 분포하며,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 골목상권의 점포당 매출액 분포와 현황

<그림 2> 골목상권 분포현황

은 <그림 4>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강남구
와 서초구가 매출액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주택이
많이 분포한 강북구와 도봉구는 매출액이 가장 적
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매출액 대비 상위 10%
의 매출액을 보이는 상권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 또한 강남구이며, 송파구와 도봉구 등에는 하
위 10%의 매출액을 기록한 상권이 많았다.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하여 서울시
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 대체로 골목상
권의 점포당 매출액이 크고, 주거지역 중심의 서울
외곽지역은 점포당 매출액이 적은 경향을 보이고

<그림 3> 강남역 일대 상세 골목상권
<그림 4> 지역별 점포당 매출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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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별 점포당 매출액 현황

Ⅳ. 골목상권 매출액 영향요인 분석

지역명

골목상권 수

평균 점포당
매출액(￦/mon)

강남구

64

32,612,913.89

1

서초구

51

25,984,317.16

2

마포구

44

23,362,122.51

3

용산구

26

23,188,646.64

4

성동구

42

21,008,867.64

5

Rank

1. 데이터 구축과 분석방법
1) 골목상권 자료구축

중구

22

20,545,591.45

6

이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활용한 데이터는

노원구

29

20,092,634.12

7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상권분석 서비스에 구축된

종로구

16

19,034,911.33

8

양천구

56

18,636,673.66

9

동작구

39

18,023,705.65

10

배후지역의 데이터로 구분되며, 여기서 배후지역은

성북구

44

17,985,109.85

11

골목상권 영역의 400m 거리 내 지역을 대상으로

송파구

94

17,777,178.06

12

영등포구

45

17,287,159.90

13

광진구

39

17,011,765.34

14

장인구, 상주인구, 추정매출액, 소득소비수준, 점포,

강서구

46

16,943,358.26

15

아파트, 집객시설 등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연구 목적

중랑구

45

16,847,017.79

16

관악구

45

16,697,252.61

17

은평구

24

16,656,415.36

18

경제적 특성 등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가공하였다.

강동구

53

16,426,635.90

19

골목상권 매출액은 추정매출액으로, 신용카드사

동대문구

38

15,823,269.34

20

구로구

45

15,595,070.71

21

의 매출정보에 블록별·업종별·현금매출 비중을 고려

서대문구

16

14,301,862.32

22

금천구

31

14,189,071.52

23

은 개인정보이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구득 가능

강북구

23

14,160,628.13

24

한 공공데이터 중 가장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는 골목

도봉구

29

13,157,928.09

25

골목상권 데이터이다. 해당 데이터는 골목상권과

삼고 있다.3) 이를 토대로 각각 추정 유동인구, 직

에 따라 골목상권 매출액과 상권 특성, 인구, 사회·

하여 상권단위로 추정되어 있다. 개별 점포의 매출액

상권 매출액을 이용하였다.4) 또한, 매출액 관련 데이
터 가운데 매출비율은 총매출액 대비 해당 기준 매출

있다. 또한 지역별 점포당 매출액이 최고 약

액의 비율이며, 특히 업종별 매출비율은 생활밀착형

32,612,913원에서 최저 약 13,157,928원으로 큰

업종을 표준산업분류로 재분류하여 산정하였다.5)

차이를 나타냈다. 상권의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유

한편, 인구특성에서 유동인구 데이터는 이동통

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많이 발달한 지역과 그렇지

신사에서 수집·추정한 자료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않은 지역의 매출액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인구를 유발하는 집객시설의 유형별 가

액에 지역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중치를 고려하여 도로 10m 간격마다 추정되어 있

을 알 수 있다.

다. 이 연구는 골목상권 내 추정 유동인구 수를 활

3) 골목상권 배후지는 근린주구 이론에 근거하여 400m 거리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배후지 특성에 따라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주
거지역 상권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출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http://golmok.seoul.go.kr/)
4) 상권이나 상업시설별 매출액 자료는 대부분 개인신상 정보공개가 불가능하여 소지역 단위의 추정 매출액 혹은 유통업체가 보고하는 연도
별 매출액 통계자료, 그 외는 연구대상에 따라 기업내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이임동 외, 2010; 김성문 외, 2014; 이연수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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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또한, 잠재고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료를 토대로 총유동인구 수의 로그값을 변수로 삼

배후지역 인구는 골목상권 배후지의 상주인구, 아

았다. 이는 보행량이 상업시설의 매출액에 영향을

파트단지 수, 소득 등을 활용하였다. 이때 상주인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김수현 외, 2015) 연령대·성

구는 배후지의 아파트·비아파트 가구 수이며 소득

별·시간대에 따른 상세한 유동인구 수보다 가로별

은 배후지역 내 월평균 소득금액이다.

로 추정된 총유동인구 수가 변수로 고려되었다.
도시공간구조 특성은 골목상권 입지의 거시적

2) 분석모형과 변수설정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상권 형성과 규모 확

선행연구 검토로 확인한 영향요인과 더불어 지

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도심, 부도심, 용도

역특성을 고려한 골목상권 매출액의 영향요인을

지역, 발달상권 인접변수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였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분

다.6) 용도지역 변수는 골목상권에 가장 많이 포함

석모형으로 삼았다.

되어 상권을 대표하는 용도지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를 <표 2>와 같이 제시하

도심·부도심 변수의 기준변수는 기타지역(지역중

였다.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골목상권 내 월평균 총

심, 지구중심 등)이다. 용도지역 변수의 기준변수

매출액의 로그값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다층적

는 기타지역(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이다.

영향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상권특성, 도시공간구조

배후지역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권

특성, 배후지역 특성과 기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의 잠재적 고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따

먼저 상권특성은 골목상권 고유의 상업적 특성에

라서 골목상권 자료의 배후지역 아파트 가구 수와

관한 변수로, 연령별·시간대별·업종별 매출비율과 업

비아파트 가구 수, 배후지역 월평균 소득금액의 로

종별 밀집도, 상가밀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때

그값 등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대형 상업시

연령별 매출비율은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소득

설의 입지로 지역 상권의 소규모 업종이 퇴출되며

이 있는 20~40대 연령과 그 외 연령대로 구분하였으

(이경민 외, 2014), 대형 상업시설의 입점규제 같

며, 소상공인은 주로 음식업 또는 소매업 중심으로

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이 어려움

사업을 영위하므로 이를 제외한 업종을 기타업종으

을 겪고 있다는(배병호, 2015) 점을 고려하여 대형

로 분류하였다. 또한, 상권 내 점포별 영업전략이나

상업시설의 영향요인을 배후지 특성 변수에 포함

점포 간 경쟁수준, 상권의 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달

시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반경 3km 이내, 기

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업종 수와 상권면적

업형 슈퍼마켓은 반경 500m 이내 골목상권이 있

변수를 구성하였다. 유동인구 변수는 골목상권 자

는지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7)

5) 생활밀착형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에 따라 외식업(10개)은 음식점·주점업, 서비스업(22개)은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
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전문직별 공사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업(11개)은 수리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등 총 11개의 업종으로 재분류하였다.
6) 도심과 부도심 변수는 골목상권의 입지가 도심·부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여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30 서울플랜｣의
3도심(한양도성, 여의도·영등포, 강남), 7광역중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그 외 지역을 기
준으로 삼았다. 또한 발달상권과 인접여부는 상권분석서비스에서 정의한 발달상권 영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7)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반경 3km, 매장면적 330㎡ 이상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반경 500m를 상권의 영향권역
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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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내용과 설명
구분
종속변수

변수8)
ln매출액

업종 수

내용
골목상권 월평균 추정매출액 로그값
총매출액에 대한 연령대별 매출비율
(20~40대, 그 외 연령대)
총매출액에 대한 시간대별 매출비율
(06~11, 11~14, 14~17, 17~21시)
총매출액에 대한 업종별 매출비율
(소매업, 음식점·주점업, 그 외)
업종별 점포 수
(소매업, 음식점·주점업, 그 외)
상권 내 세부업종 개수

상권면적
상가밀도
ln유동인구

상권의 면적
상권면적당 점포 수
상권 내 총유동인구 수 로그값

도심, 부도심
용도지역
발달상권

도심, 부도심 더미변수
1,2,3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더미변수
발달상권 인접 더미변수

UPIS

배후지역의 아파트 가구 수 로그값
배후지역의 비아파트 가구 수 로그값
배후지역의 월평균 소득금액 로그값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골목상권자료

연령별 매출비율
시간대별 매출비율
업종별 매출비율
상권 특성
업종별 밀집도

도시공간
구조 특성

ln배후지상주인구
배후
지역 특성

통제변수

ln배후지추정소득
대형유통시설

백화점 반경 3km 영향권 내 상권 더미변수
대형마트 반경 3km 영향권 내 상권 더미변수
SSM 반경 500m 영향권 내 상권 더미변수

건물노후도
건폐율
용적률

점포가 있는 건물의 평균 노후도
상권의 평균 건폐율
상권의 평균 용적률

주거용도 건물 수
비주거용도 건물 수
ln공시지가

건축물 주용도(주거) 건물 수
건축물 주용도(비주거) 건물 수
점포가 있는 필지의 평균 공시지가 로그값

ln지하철 승하차인원
ln버스승하차인원

반경 350m 내 지하철역 일평균 승하차인원 로그값
반경 350m 내 버스정류장별 일평균 승하차인원 로그값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골목상권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세움터 건축물대장,
국가공간정보포털

서울철도공사, TOPIS

기타 통제변수에는 상권의 입지요인과 관련하

준으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산출하였

여 토지이용특성, 대중교통 이용자 수 같은 요인을

다. 또한 공시지가는 점포별 임대료나 권리금 데이

포함하였다. 그중 토지이용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터 구득의 한계로 개별 공시지가를 대리변수로 하

상권의 평균 건폐율과 용적률, 주거용도 건축물과

였다.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배후지역의 잠재적 고

비주거용도 건축물 수, 공시지가 변수의 로그값 등

객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경

이 포함되었다. 건물 관련 변수는 연속지적도와 건

350m 내 지하철과 버스의 일평균 승하차인원의

축물대장 표제부상 건물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

로그값을 변수로 구성하였다.9)

고, 특히 건물노후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자를 기

8)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변수의 정규성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구나 임금 등 다른 변수보다 값이 큰 변수와 그
렇지 않은 변수를 변수로 삼을 때 분석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는 변수는 로그변환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Wooldridge, 2015).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매출액, 지가, 인구 관련 변수 등을 로그변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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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통계량

위에 골목상권이 걸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변수에서 골목상권 평균 건폐율과 용적률은

변수별 기초통계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아

32.94%, 110.13%로 높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주거용

파트 단지 내 상가만 포함하는 골목상권은 이 연구

도 건물 수가 비주거용도 건물 수보다 많은 것으로 분

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3개의 골

석됐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 승하차인원의 최솟값이 0

목상권을 제외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로그

인 상권은 해당 상권의 350m 내에 버스정류장이나

값으로 설정한 변수는 원래의 값으로 제시하였다.

지하철역이 존재하지 않아 0명으로 나타났다.

상권특성 변수 중 매출규모 면에서 총매출액은
최소 171,234,532원에서 최대 9,369,808,085원
까지 차이가 나며, 상권규모의 측면에서도 상권면

3. 매출액 영향요인 분석결과

적이 4,222.459㎡에서 385,784.584㎡까지 큰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40대의 연

앞서 설정한 변수를 이용해 서울시 골목상권의

령대와 그 외 연령대 매출비율이 평균 65.56%와

매출액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21.06%로 다소 차이가 있다. 시간대별로 14~17

같다. 이때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매출비율 변수

시와 17~21시의 오후 시간대에 매출비율이 평균

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여 음식점·주점업 매출비

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매출비

율 변수가 제외되어 분석이 수행되었다.

율은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의 매출비율이 각각

변수의 수를 고려하여 특성변수별로 분석한 결

평균 31.65%, 43.58%로 가장 높았다. 점포 수도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40대 연령

각각 평균 13개, 25개로 조사됐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 매출비율과 시간대별로 06~11시와 17~21시의

의 주된 업종특성 떄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매출비율이 상권특성 변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도시공간구조특성은 골목상권이 도심이나 부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학생이

심지역보다 그 주변 지역이면서 주로 2종 일반주

나 고령인구보다 소득이 있는 청·장년층의 소비활

거지역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발달상권과 떨

동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며, 사람들이 가장

어진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배후지역 특

많이 활동하는 출·퇴근 시간대의 영업시간이 매출

성은 아파트 가구 수보다 비아파트 가구 수가 많

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아침저

고, 월평균 소득금액은 1,188.889천 원으로 적었

녁으로 간편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해당

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은 각각의 시설 입지와

시간대의 매출도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

영향권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대형마트의 영향범

라고 할 수 있다.10)

9) 이 연구는 골목상권을 분석단위로 하기 떄문에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는 변수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 상권분석 연구가 주로 시장이나 대
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상권의 범위를 1~2km로 설정한 데 비해 골목상권의 흡인력은 발달상권이나 대형 상업시설보다 적을 것으로 가정
하였다(이희연·김지영, 2000; 조춘한·안승호, 2011; 손동욱·이연수, 2012).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한 골목상권의 배후지역이 400m로 설정
되어 있고, 전창진·김동진(2013) 등 여러 연구에서 주요 상권이 아닌 지역의 편의점 범위가 300~350m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성인이
70m/min 의 속도로 5분간 이동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상권의 범위를 반경 350m 기준범위로 설정하였다.
10) 이유미, 2016.05.16., “혼밥족·혼술족 증가에 편의점 저녁 매출 ‘쑥’”, MK증권
비즈앤라이프, 2015.01.02., “편의점 간편식 매출 아침 시간대까지 ‘쑥’”, 경향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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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초통계량(N=1,005)
구분

상권특성

도시
공간
구조
특성

배후
지역
특성

기타
통제
변수

변수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총매출액(원)

171,234,532

9,369,808,085

1,420,464,438

978,206,180

20~40대 매출비율(%)

28.43

90.14

65.56

7.78

이외 연령대 매출비율(%)

6.25

35.42

21.06

4.37

06~11시 매출비율(%)

0.58

31.72

7.72

3.87

11~14시 매출비율(%)

3.08

47.07

20.64

5.72

14~17시 매출비율(%)

4.13

66.19

19.59

5.17

17~21시 매출비율(%)

9.75

48.78

32.82

5.38

소매업 매출비율(%)

0.79

99.98

31.65

18.60

음식점·주점업 매출비율(%)

0.02

92.76

43.58

18.81

그 외 업종 매출비율(%)

0

84.25

22.73

14.83

소매업 점포 수(개)

0

133.00

12.85

13.47

음식점·주점업 점포 수(개)

1

115.00

24.90

14.81

그외 업종 점포 수(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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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77

업종 수(개)

3

38

22.76

5.06

상권면적(㎡)

4,222.459

385,784.584

39,505.754

24,660.906

상가밀도

0.0001

0.0151

0.002

0.0012

총유동인구 수(명)

289.13

28,457.63

5,630.58

3,480.93

도심(dummy)

0

1

0.11

0.32

부도심(dummy)

0

1

0.13

0.33

그 외(dummy)

0

1

0.76

0.43

상업지역(dummy)

0

1

0.05

0.22

제1종일반주거지역(dummy)

0

1

0.02

0.14

제2종일반주거지역(dummy)

0

1

0.55

0.50

제3종일반주거지역(dummy)

0

1

0.24

0.43

그외(dummy)

0

1

0.14

0.34

발달상권(dummy)

0

1

0.41

0.50

아파트 가구 수(명)

0

14,183.50

2,716.26

2,098.65

비아파트 가구 수(명)

286.12

26,189.05

9,000.83

4,166.24

배후지역 월평균 소득(원)

405,000

10,239,25

1,188,888.92

936,347.93

백화점(dummy)

0

1

0.56

0.50

대형마트(dummy)

0

1

0.85

0.36

SSM(dummy)

0

1

0.40

0.49

건물노후도(년)

1.34

46.353

27.294

5.438

건폐율(%)

10.10

77.09

32.94

11.34

용적률(%)

23.54

923.00

110.13

66.68

주거용도 건물 수(개)

0

438

79.76

61.67

비주거용도 건물 수(개)

0

308

38.82

26.831

공시지가(원)

2,499,400.00

23,516,666.67

5,200,849.00

1,984,938.62

버스승하차인원(명)

0

104,297.775

24,081.650

15,292.790

지하철승하차인원(명)

0

279,780.774

30,386.526

35,2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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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상권
특성

도시
공간
구조
특성

배후
지역
특성

기타
통제
변수

변수

B

표준오차

(상수)

10.274

1.001



t

공차

VIF

10.269

20~40대 매출비율

1.793

0.332

0.227***

5.405

0.220

4.539

이외 연령대 매출비율

1.254

0.581

0.089

2.160

0.228

4.395

06~11시 매출비율

1.965

0.566

0.123***

3.469

0.312

3.209

11~14시 매출비율

-0.550

0.297

-0.051

-1.851

0.507

1.972

14~17시 매출비율

0.999

0.391

0.084

2.553

0.358

2.794

17~21시 매출비율

0.720

0.373

0.063**

1.930

0.366

2.734

소매업 매출비율

0.839

0.124

0.253***

6.750

0.277

3.614

그 외 업종 매출비율

0.366

0.152

0.092**

2.409

0.265

3.767

소매업 점포 수

-0.003

0.001

-0.064**

-2.104

0.428

2.337

음식점·주점업 점포 수

0.021

0.001

0.502***

15.256

0.361

2.771

그 외 업종 점포 수

-0.004

0.001

-0.074**

-2.425

0.422

2.368

업종 수

0.036

0.003

0.299***

11.199

0.549

1.822

상권면적

0.000

0.000

0.227***

6.888

0.360

2.781

상가밀도

-70.049

16.900

-0.138***

-4.145

0.353

2.836

ln(총유동인구 수)

0.128

0.024

0.126***

5.336

0.700

1.428

도심

0.106

0.045

0.055**

2.365

0.718

1.393

부도심

0.023

0.039

0.012

0.577

0.865

1.156

상업지역

0.036

0.069

0.013

0.526

0.624

1.603

제1종일반주거지역

0.168

0.103

0.039

1.626

0.670

1.492

제2종일반주거지역

0.022

0.041

0.018

0.546

0.354

2.821

제3종일반주거지역

0.030

0.044

0.021

0.681

0.421

2.374

발달상권

-0.032

0.029

-0.026*

-2.103

0.720

1.388

ln(아파트 가구 수)

0.005

0.015

0.009

0.358

0.575

1.740

ln(비아파트 가구 수)

-0.054

0.029

-0.054*

-1.852

0.460

2.174

ln(배후지역 월평균 소득)

0.045

0.026

0.039*

1.738

0.781

1.280

백화점(Dummy)

0.032

0.028

0.026

1.154

0.760

1.315

대형마트(Dummy)

0.051

0.037

0.030

1.361

0.811

1.233

SSM(Dummy)

-0.052

0.027

-0.042*

-1.935

0.839

1.192

건폐율

0.000

0.002

0.006

0.198

0.493

2.029

용적률

0.000

0.000

-0.002

-0.073

0.368

2.721

건물노후도

-0.006

0.003

-0.056**

-2.231

0.611

1.637

주거건물 수

-0.002

0.000

-0.214*

-6.437

0.353

2.829

비주거건물 수

0.001

0.001

0.041

1.489

0.525

1.905

ln(공시지가)

0.365

0.050

0.193***

7.275

0.554

1.806

ln(지하철승하차인원)

0.003

0.003

0.026

1.166

0.792

1.262

ln(버스승하차인원)

0.035

0.020

0.042*

1.709

0.653

1.531



Std.err

Durbin-Watson

0.383

2.019

모형요약







0.622

0.608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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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변수에서는 소매업과 그 외 업종의 매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양의 영향요인인 반면, 점포 수는 음의 영

둘째, 도시공간구조특성과 배후지역 특성을 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주점업의 점

펴보면 도심 지역에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을수

포 수는 양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음식

록 매출액은 커지며, 발달상권과 가까운 골목상권

점·주점업이 아닌 업종에서는 점포 간 경쟁에 따라

일수록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점포가 많을수록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수

지역은 상권 입지적으로 상권 매출액에 유리하지

의 점포가 높은 매출액을 낼수록 골목상권 매출액

만, 기존의 발달상권과 가까우면 발달상권 수요가

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음식점·주점업은 매출비율

더 많기 때문에 골목상권 매출액은 감소하는 것으

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점포 수가 많을수록 매출액

로 해석된다. 또한, 아파트 가구 수는 유의하지 않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골목상권 내에서

았지만 비아파트 가구 수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소상공인의 주요 업종인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으로 확인됐다. 주변 지역의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비율 간에 비교적

매출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골목상권은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점포 수는 일정

대부분 소매업과 음식점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권 범위가 작아 지역 생활권에 영향을 많이 받기

(<표 5> 참고). 이는 골목상권 내 두 업종의 점포

때문에(성은영, 2018) 잠재적 고객수준에 높은 영

수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 업종의 매

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출비율이 증가하면서 다른 업종은 매출비율이 줄

SSM 더미변수만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어들기 때문에 상권 측면에서 점포 수의 증가가 항

로 나타났는데, SSM은 입지 조건상 다른 대형유통

상 매출액을 낮춘다고 할 수 없고, 상호 간 매출비

시설보다 많은 수가 골목상권에 인접하여 분포하

율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므로 SSM의 입지는 골목상권의 매출액을 줄어들

한편, 상권 규모 면에서는 상권면적이 클수록 매출

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액이 높지만 상가밀도가 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

셋째, 기타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점포입지와 관

나 규모 대비 상권 내 점포 수가 증가할수록 매출

련하여 주거용도 건물 수가 많고, 건물노후도가 심

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권 내 유동인구

할수록 매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는 많을수록 고객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양의

골목상권이 주로 주택이 많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
으나 노후도가 낮은 상가건물 같은 비주거용도 건
물이 매출액을 늘어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시

<표 5>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상관분석 결과
소매업
매출비율

소매업
점포 수

음식점·
주점업
매출비율

지가는 양의 영향요인으로, 점포가 있는 필지의 지
가가 점포 임대료와 관련되어 있어 일정 수준의 임

음식점·
주점업
점포 수

소매업
매출비율

1

소매업
점포 수

-

1

음식점·주점업
매출비율

-

-

1

0.271**

음식점·주점업
점포 수

-

-

-

1

대료 상승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와 매출액은 점포 생존과 폐업을 결정

0.343** -0.659** -0.074*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할
-0.243** 0.434**

것이다. 그밖에 대중교통 이용자 관련 변수에서 버
스승하차 인원이 양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외부
지역에서 오는 잠재고객이 많을수록 골목상권 매
출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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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골목상권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됐다. 그중 소상공인의 주요 업종인 음식
점·주점업과 소매업의 매출비율과 점포 수가 서로

소상공인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재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가밀도

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골목상

가 낮고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매출액이 늘어나는

권을 중심으로 창업을 한다는 점에서 골목상권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권 내 점포 수가 많아질

지역경제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그러

수록 점포 간 경쟁이 발생하여 골목상권의 매출액

나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지속적 창업과 과당경쟁,

이 줄어들지만, 음식점·주점업 점포 수는 오히려

높은 폐업률과 사업전환의 악순환이 반복돼 소상

매출액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출비율

공인의 창업·영업실태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열악

측면에서 소매업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하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공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업종별로 점포 수와 매출비율의 관계에 따라 상권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소상공인의 문제 인식

의 매출액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소상

을 확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공인의 성공적 창업을 지속하고, 폐업률을 줄이기

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위해서는 상권 내 점포 간 경쟁과 매출액 증감이

파악하기 위해 골목상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려하여 그들의 영업성과가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

지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골

되는지 알아내 단순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에

목상권을 보는 정책적 관점이 업종별 점포 현황과

국한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시의적으로 요구

매출수준 등 상권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서울시

했다는 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셋째, 골목상권의 지역특성과 관련하여 주로 주

다층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변 지역의 고객수준과 대형유통업체가 매출액에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상업

첫째, 골목상권은 지리적 입지여건에 따라 다른

시설과 유사하게 잠재적 고객의 확보가 중요하게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골목상권은 주로 주거 중심

여겨지며, 골목상권에 일반 다가구·다세대 주택 가

의 중랑구·노원구·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 분

구 수가 많고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매출액이 감소

포하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상업·업무시설이 밀집

하였다. 이와 함께 도심 지역에 형성되어 있고, 발

하여 발달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강남구와 종로

달상권과 인접하지 않을수록 매출액이 크게 나타

구 등지에서 큰 것이 확인됐다. 이는 소상공인 창

나 주변 지역의 인구밀도와 소득수준 등 상권 내부

업자가 높은 매출액을 기대하고 매출액이 높은 지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

역을 중심으로 지속 창업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

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소비자를

미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높은 지가를 감당해야

유인하는 집객시설 역할을 하여 소비인구를 증가

하고, 이미 입지한 다른 점포와의 경쟁이 심하다.

시킬 수 있지만(Turhan et al., 2013), 골목상권

따라서 공공은 정보제공 등의 지원으로 신규 창업

에서는 해당 상권 내 점포가 취급하는 재화와 서비

자의 신중한 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스가 비슷한 SSM을 중심으로 매출액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경민 외, 2014). 따라서

둘째, 매출비율과 점포 수, 상권규모나 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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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형유통업체 출점제한 같은 정책뿐만 아

업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니라 골목상권 중심의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

7(2): 167~175.
김성대·정혜란·한종헌·김성한·김한신·임우택·이용호,

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골목점포와의 상생협력방안

2010, ｢호텔·외식 식음료 서비스관리론｣, 파주: 대

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왕사.

이 연구의 결과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상공

김성문·안지상·심교언, 2014., “대형할인점의 매출액 영향

인이 단기간에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영업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대형할인점 BIG3(이마트, 홈플

이 악화되고 상권이 쇠퇴하지 않도록 관리·보호할

러스,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도시행정학보｣, 27(2):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보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19~38.
김성문·안지상·심교언, 2014, “백화점 매출액의 영향요인에

이다. 더불어 개별 점포의 경제적 원조에 그치지

관한 연구: 입지요인과 비입지요인의 영향력 비교를

않고 상권 중심의 정책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1):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1~66.

하지만 소상공인의 사업성패는 경영전략,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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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보행량 및 건조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

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성적 요인은 다루

서울시 편의점, 화장품소매점, 커피전문점을 중심으
로”, ｢국토계획｣, 50(3): 299~318.

지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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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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