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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기업체 수와 고용자 수는 도시의 경제 규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신설 기업체 수의 변화는
지역 경제의 향후 발전 추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
 입지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입지특성
이 기업의 생존과 경영 성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

특정 입주 시설 등의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
 도나 시, 구 단위로 분석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 세부적인 입지특성 분석을 위해 국가기초구역을
단위로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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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연구 범위
수도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법인에 대한
한국기업데이터 신설법인자료를 활용
 기업의 형태는 가장 많은 비중(약 90%)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로 선택
 첨단산업 중에서도 정보통신 기반의 업종을 분석의 대상으로 결정
 업종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분석도 같이 수행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 조건이 39세 이하인 것과 창업이 많은 연령대를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 → 20~30대와 40~50대로 구분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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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활용 데이터
인구, 주변 시설, 접근의 용이성, 유사업체와의 근접성, 임대료 등을 고려
 해당 국가기초구역뿐 아니라 주변 국가기초구역의 평균적인 특성을 반영한 변수도 생성
 국가기초구역의 중심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의 반비례 값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평균을 계산

 기업 밀집도와 입지 선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중치 활용
𝑤𝑤1 = 𝑒𝑒 −𝛽𝛽1 𝐷𝐷(𝑖𝑖,𝑗𝑗) , 𝑤𝑤2 = 𝑒𝑒 −𝛽𝛽2 𝐷𝐷(𝑖𝑖,𝑗𝑗) − 𝑒𝑒 −𝛽𝛽1𝐷𝐷(𝑖𝑖,𝑗𝑗) (𝛽𝛽1 = 1.7, 𝛽𝛽2 = 0.3)
데이터 종류

국토통계지도
통계

분류
인구

총 인구, 남/여 인구,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 비중, 인구 밀도

주택

주거용 단독/공동 건축물 수 → 주거용 건물 비중

건물

건축물 수, 지상층 수, 시기별 건축물 수

토지

공시지가

집계구 통계

사업체

도로 정보

-

국가교통
DB
대중교통
환승 내역
교통 시설
상업용 마이크로
데이터
용도지역
데이터
지도

변수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업종 다양성
대로변

통행 속도 근로일 오전(7~11시), 오후(13~16시), 저녁(17~21시)의 연간 평균 통행 속도(km/h)
-

근로일 오전(7~11시), 오후(13~16시), 저녁(17~21시)의 연간 평균 통행 속도 (km/h)

-

반경 500 m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및 노선 수

임대료
-

오피스와 상가의 평균 임대료, 주요 상권
토지이용 혼합(land use mix; LUM)

네이버

임대 오피스 개수

카카오

대형마트, 편의점, 학교, 은행, 문화시설, 음식점, 주차장 등을 비롯한 18개 카테고리별 시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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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분석 모형
영과잉 응이항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모형
 국가기초구역별 신설 법인 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이와 입지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
 0 값이 많고 자료의 분산이 커 추정의 편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과잉 음이항 모형
사용
𝜋𝜋 + 1 − 𝜋𝜋𝑖𝑖 𝑔𝑔 𝑌𝑌𝑖𝑖 = 0 if 𝑐𝑐 = 0
Pr 𝑌𝑌𝑖𝑖 = 𝑐𝑐 = � 𝑖𝑖
1 − 𝜋𝜋𝑖𝑖 𝑔𝑔 𝑌𝑌𝑖𝑖
if 𝑐𝑐 > 0
 𝑔𝑔 𝑌𝑌𝑖𝑖 : 음이항 모형
 𝜋𝜋𝑖𝑖 : 로짓 모형

 서로 상관이 높으면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변수들 중에서는 일부만 선택하여 전체 모형 학습
→ 후진 선택법을 이용해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의미 없는 변수들을 제거해 최종 모형을 결정

Extreme Gradient Boosting Tree (XGBoost)
 입지특성과 신설 법인 수와의 비선형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기반의 앙상블 모형인
XGBoost를 활용해서 신설 법인 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를 추출
 단일 의사결정나무보다 정확도는 높지만, 개별 의사결정나무 모형으로부터 각기 다른 규칙이
얻어지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정확도가 높은
규칙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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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영과잉 음이항 모형
모형별 계수 부호의 의미

음이항

신설 법인이 많을
확률 ↑

로짓

신설 법인 많을
확률 ↓

신설 법인이 세워지지
않을 확률 ↑

신설 법인이 세워지지
않을 확률 ↓

음이항

로짓

효과

+

-

그 지역에 법인이 세워질 확률도 높이면서 수도 증가시킴

-

-

그 지역에 법인이 세워질 확률은 높이지만 수 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

그 지역에 법인이 세워질 확률은 낮추지만 법인이 세워지는 지역이 되면 수는 증가시킴

-

+

그 지역에 법인이 세워질 확률도 낮추고 수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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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영과잉 음이항 모형
정보서비스업
모형 종류

계수 부호

+
음이항

-

+
로짓
-

전체

20-30대

생산가능인구 밀도, 지상층수, 임대
오피스, 주변 임대 오피스, LUM,
주차장, 편의점, 은행, 대학, 오후
통행속도, 지하철역, 오후 버스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업종 다양성

생산가능인구 밀도, 주변
생산가능인구 밀도, 임대 오피스,
주변 평균 건축시기, LUM, 편의점,
은행, 대학, 오후 통행속도, 오후
버스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업종 다양성

40-50대
생산가능인구 밀도, 지상층수, 임대
오피스, 주변 임대 오피스, LUM,
주차장, 편의점, 대학, 오후
통행속도, 지하철역, 오후 버스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주변 종사자(𝒘𝒘𝟏𝟏 ), 업종
다양성

인구, 주변 인구, 인구 밀도,
주변 인구, 인구 밀도, 평균
주변 인구, 인구 밀도, 주변 인구
공시지가, 오피스 임대료, 중대형
건축시기, 공시지가, 오피스 임대료,
밀도, 평균 건축시기, 오피스 임대료, 상가 임대료, 오전 통행속도, 저녁
오전 통행속도, 저녁 통행속도, 오전
저녁 통행속도, 오전 버스 통행속도 통행속도, 오전 버스 통행속도, 주변
버스 통행속도
종사자(𝒘𝒘𝟐𝟐 )

인구, 주변 생산가능인구, 주변 인구
인구, 주변 생산가능인구, 주변 인구
밀도, 생산가능인구 밀도, 오후
밀도, 저녁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통행속도, 저녁 버스 통행속도, 주변
종사자(𝒘𝒘𝟏𝟏 ), 주변 동종업종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주변
종사자(𝒘𝒘𝟐𝟐 )
종사자(𝒘𝒘𝟏𝟏 ), 주변 종사자(𝒘𝒘𝟐𝟐 )
주변 인구, 생산가능인구, 임대
오피스, 공시지가, 편의점, 식당,
은행, 오전 통행속도, 주요 상권

생산가능인구, 주변 생산가능인구,
인구 밀도, 지상층수, 평균 건축시기,
편의점, 식당, 은행, 저녁 통행속도,
오전 버스 통행속도, 업종 다양성,
주요 상권

주변 인구 밀도, 지상층수, 평균
건축시기, 대학, 저녁 통행속도,
오후 버스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생산가능인구, 임대 오피스, 주변
평균 건축시기, 공시지가, 주차장,
편의점, 식당, 은행, 오전 통행속도,
저녁 버스 통행속도, 주요 상권

음이항
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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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영과잉 음이항 모형
제조업
모형 종류

계수 부호

+
음이항

-

+

로짓
-

전체

20-30대

40-50대

주변 생산가능인구, 주변 인구 밀도,
생산가능인구, 주변 생산가능인구,
주변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밀도, 지상층수, 임대
생산가능인구 밀도, 지상층수, 임대
밀도, 지상층수, 임대 오피스, 주변
오피스, 주변 임대 오피스, 주변 평균
오피스, 주변 임대 오피스, 주변 평균
임대 오피스, 주변 평균 건축시기,
건축시기, LUM, 주차장, 편의점,
건축시기, LUM, 편의점, 오후
LUM, 주차장, 편의점, 오후
은행, 오후 통행속도, 오후 버스
통행속도, 오전 버스 통행속도, 주변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𝟐𝟐 ),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𝟐𝟐 ),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𝟐𝟐 ), 주변
주변 종사자(𝒘𝒘𝟏𝟏 )
주변 종사자(𝒘𝒘𝟏𝟏 ), 업종 다양성
종사자(𝒘𝒘𝟏𝟏 ), 업종 다양성
인구, 주변 인구, 인구 밀도, 주변
인구, 주변 인구, 인구 밀도, 주변
생산가능인구 밀도, 공시지가, 소형
인구, 인구 밀도, 주변 인구 밀도,
생산가능인구 밀도, 평균 건축시기,
평균 건축시기, 공시지가, 대학, 저녁 상가 임대료, 오전 통행속도, 오전
공시지가, 오전 통행속도, 저녁 버스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버스 통행속도, 저녁 버스 통행속도,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대로변,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인구, 주변 생산가능인구, 주변 인구
주변 생산가능인구, 주변 인구 밀도,
밀도, 생산가능인구 밀도, 지상층수, 주변 인구, 생산가능인구 밀도,
지상층수, 평균 건축시기, 주변 평균
주변 임대 오피스, 주변 평균
지상층수, 주변 임대 오피스, 주변
건축시기, 중대형 상가 임대료, 저녁
건축시기, 저녁 통행속도, 오후 버스 평균 건축시기, 오피스 임대료, 은행
통행속도, 오후 버스 통행속도
통행속도
주변 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 밀도,
주변 인구, 생산가능인구, 주변 인구
주변 생산가능인구, 인구 밀도, 임대
주변 생산가능인구 밀도, 임대
밀도, 주변 생산가능인구 밀도, 임대
오피스, 공시지가, 편의점, 식당,
오피스, 공시지가, 편의점, 대학,
오피스, 주차장, 식당, 대학, 오전
대학, 오후 통행속도, 버스 정류장,
오전 통행속도, 오후 통행속도,
통행속도, 오후 통행속도, 지하철
오전 버스 통행속도, 주변 동종업종
지하철 노선, 대로변, 주변 동종업종
노선, 오전 버스 통행속도, 저녁 버스
종사자(𝒘𝒘𝟏𝟏 ), 주변 종사자(𝒘𝒘𝟏𝟏 ), 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주변 종사자(𝒘𝒘𝟏𝟏 ), 업종
통행속도, 대로변, 주변 동종업종
다양성
다양성
종사자(𝒘𝒘𝟏𝟏 ), 업종 다양성
음이항
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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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XGBoost
변수중요도
전체

20-30대

40-50대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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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XGBoost
추출 규칙 – 정보서비스업
종류

전체

규칙

40-50대

8.67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4.06& 주변 종사자(𝑤𝑤1)>188.73

10.85

지상층수>10.80& 임대 오피스>1.5

21.70

주차장>2.5& 편의점>2 & 주변 종사자(𝑤𝑤1)≤188.73& 임대 오피스>1.5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11.33& 임대 오피스≤0.5& 공시지가≤0.89

0.2308

주차장≤2.5& 임대 오피스≤0.5

0.2080

주차장≤2.5& 편의점≤13&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12.56& 임대오피스≤1.5

0.2148

주차장>4.5&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𝑤𝑤1)>13.78& 주변 종사자(𝑤𝑤1)>190.76

20-30대

예측값

주변 인구 밀도≤18.74& LUM≤0.20&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𝑤𝑤1)>14.95& 주변 임대 오피스>0.21

지상층수≤11.57& 버스 노선>15.38&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14.41& 임대오피스>1.5

6.07
5.20
7.40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16.41& 임대오피스≤0.5& 주변 임대 오피스≤0.21

0.0797

버스 노선≤46.38& 주변동종업종종사자() ≤8.32

0.0878

편의점≤5.5&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𝑤𝑤1)≤10.38

0.0897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27.99& 주변평균 건축시기≤26.48

14.11

오전 통행속도>25.57& 저녁 통행속도≤23.40& 오전 버스 통행속도≤2.70& 임대오피스>2.5

3.73

지상층수>7.82& 주차장>2.5&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16.52& 임대 오피스≤1.5

15.87

주차장≤2.5& 임대 오피스≤0.5

0.1128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14.94& 임대오피스≤0.5& 주변 임대 오피스≤9

0.1360

편의점≤3.5& 임대 오피스≤0.5

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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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XGBoost
추출 규칙 – 제조업
종류

전체

규칙
임대 오피스>0.5& 공시지가>1.21

5.13

오전 통행속도>25.71&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2)≤0.15& 주변 종사자(𝑤𝑤1)>0.22& 임대 오피스>1.5

5.68

지상층수≤13.89& 주변 종사자(𝑤𝑤1)>0.44& 임대 오피스>0.5& 공시지가>0.29

0.2533

주변 종사자(𝑤𝑤1)≤0.35& 임대 오피스≤1.5& 주변 평균 건축시기>24.27

0.4021

편의점>3.5& 주변 종사자(𝑤𝑤1 ) >0.45& 임대 오피스>1.5

지상층수>2.61& 주변 종사자(𝑤𝑤1 ) >0.59& 임대 오피스>1.5& 공시지가>0.29
은행>3.5& 소형 상가 임대료≤2.27& 임대오피스>1.5

0.3591
3.55
3.17
3.80

주변 종사자(𝑤𝑤1)≤0.24& 임대 오피스≤0.5

0.0758

주변 종사자(𝑤𝑤1)≤0.35& 공시지가≤0.76

0.0962

주변 종사자(𝑤𝑤1)≤0.31& 주변 임대오피스≤0.13

40-50대

6.81

주변 종사자(𝑤𝑤1)≤0.17& 임대 오피스≤0.5

주변 종사자(𝑤𝑤2)≤6e-04& 주변 임대 오피스≤0.24

20-30대

예측값

0.0856

지상층수>13.62& 주변 종사자(𝑤𝑤1)>0.32& 임대 오피스>0.5& 공시지가>0.29

3.78

주차장>2.5& 임대 오피스>1.5& 평균 건축시기≤18.68& 주변 평균건축시기≤25.13

4.32

생산가능인구≤1.90& 지상층수>3.57&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2)>0.15& 주변임대 오피스>0.12

5.89

주변 종사자(𝑤𝑤1)≤0.17& 임대 오피스≤0.5

0.1486

주변 동종업종종사자(𝑤𝑤1)≤17.76& 임대오피스≤0.5

0.1980

주변 종사자(𝑤𝑤2)≤7e-04& 주변 임대 오피스≤0.12

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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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XGBoost
추출 규칙 –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𝒘𝒘𝟏𝟏 ) vs. 공시지가
정보서비스업

전체

20-30대

40-50대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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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XGBoost
추출 규칙 – 주차장 vs. 지상층수
정보서비스업

전체

20-30대

40-50대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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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추가 분석
Moran’s I와 Getis-Ord Gi* 통계량
 Moran’s I는 20-30대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데, Getis-Ord Gi*는 20-30대가 가장 큰 값
업종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통계량

전체

20-30대

40-50대

Moran’s I

0.2181

0.2038

0.2108

Getis-Ord Gi*

0.2505

0.2678

0.2429

Moran’s I

0.2040

0.1723

0.1937

Getis-Ord Gi*

0.1866

0.2005

0.1848

20-30대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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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영과잉 음이항 모형과 XGBoost를 활용해 신설 법인의 입지특성을 국가기초구역 단위로 분석
영과잉 음이항
모형
XGBoost

•로짓 모형으로 신설 법인이 세워지는 지역을 결정하는 주요 입지특성 파악
•음이항 모형으로 신설 법인 수와 연관된 입지특성 파악
•변수 중요도를 통해 신설 법인 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입지특성 파악
•신설 법인 수에 대한 규칙 추출

 업종에 관계없이 임대 오피스가 많고 평균 건축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지역에 신설 법이 많이
들어서는데 정보서비스업이 이와 같은 지역을 더 선호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법인이 들어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높아도 신설 법인의
수가 적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개발된 지역을 선호하지만, 그 안에서 최종 입지를 선택할 때는
임대료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속도가 느린 곳에 신설 법인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주변의 정체가
심해도 도심을 선호
 정보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주요 도심 지역을 선호하며 주변 동종업종 종사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
 정보서비스업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신설 법인의 수가 많은 편이며 이런 경향은
20-30대에 두드러져서 대학 기반의 창업이 활발한 편으로 추정
 업종에 관계없이 설립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20-30대 경우 전체적으로는 보다 넓게 기업이 분포하고
있지만, 주요 도심지에 대한 집중도는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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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데이터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분석 필요
 임대료나 동종업종 종사자수는 추정치를 활용 → 보다 정확한 값 확보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지역을 서울로 한정 → 분석 지역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
 도심에 대한 선호도나 대학이나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의 정도와 같은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최근 3년간 신설 법인 데이터 이용 → 보다 과거 자료를 확보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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