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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소재지별 지가 속성을 토대로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

을 대상으로 공간 군집화를 시도하고, 군집 유형별 토지 특성(지가 및 필지 정보), 교통 요인(물리적 접근성)과 

점포 속성(프랜차이즈 정보, 소재지별 동종업종의 개⋅폐업 경험), 공간 밀집도(커널 밀도 추정) 등 다양한 입지 

특성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생멸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

의 공간 군집은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상업중심지 입지형 등으로 유형 구분하고, 군집 유형

별 입지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군집 결과,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더라도 

서로 다른 공간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입지 유형이 달라도 특정 핫스폿에서는 모두 높은 밀집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커피전문점 창업을 비롯해 지역별 상권정보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주요어: 커피전문점, 개⋅폐업, 생존 분포, 지가, 군집 분석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patial clustering of survived and closed coffee shops based on 
the land price and land use for each coffee shop locati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survived and 
closed coffee shops for each cluster type are identified through various locational properties such as transport 
factors (physical accessibility), shop properties (franchise information, newly open/closed business experience), 
and spatial density (kernel density estimation). To this end, we categorize the clusters of survived and closed 
coffee shops into three types (general locational distribution type, commercialization type of residential area 
and location type of commercial center), and then analyze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As the result, we 
found that the locations of newly open and closed coffee shops show different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even though they are classified into the same type due to the double sidedness of new open and closed 
lo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planning the location of coffee shop as 
well as regional commercia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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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도시 대부분

에서 커피전문점은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점포 중 하나

이다(Dicum and Luttinger, 2006; Coe, 2012; Ponte, 

2002). Ferreira(2017)는 영국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커피산업의 성장세는 도시 경제 경관을 변화시키는 대표

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커피전문점의 

개업과 폐업에 따른 입지 변화는 도시의 경제 경관을 변

화시키는 대표적 요소로 작용하며 공간구조 변화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커피 사피엔스1)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커피가 일

상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커피 소비량(1인당 132

잔)의 3배가량 많은 커피를 소비(1인당 연간 353잔)하는 

것으로 산출되고, 빈번한 카페 창업으로 커피전문점의 

점포 수가 증가하면서 커피산업은 약 7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9).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수는 2010년 8,638개

에서 2019년 17,721개로 늘어나 지난 10여 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며, 창업이 활발한 상위 업종이면

서 동시에 창업 후 단기간 폐업률도 높은 업종으로 분류

된다(행정안전부, 2019). 따라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커피산업의 성장이라는 산업적 

측면을 비롯해 도시 경제 공간의 확장과 변화라는 지리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도시 곳곳에서 개업

하고 생존하여 영업 중이거나 폐업한 양상에서 발견되는 

공간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커피전문점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접

형 점포로 입지지점에서의 고객 확보가 관건이 되므로 

소비자 지향의 입지원리를 따르며(Lösch, 1954), 경쟁

업체 및 활동과의 입찰지대와 다양한 요인 등이 작용하여

(Alonso, 1966; Huff, 1964; Smith, 1996) 입지분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구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행태

에 변화가 생기고 경제 및 산업구조도 변하면서 기존의 

입지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입지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금숙⋅박소현, 2019). 그 예로 특정 점포가 갖는 다양

한 입지적 속성은 외부로부터 고객을 유인하여 핫 플레이

스(hot place)로 성장하기도 하고, SNS의 영향 등 새로

운 형태의 소비문화 형성으로 기존의 기준으로는 최적의 

상업입지가 아닌 장소에도 소비자들이 찾아 모여들어 소

비 중심지로 성장하기도 한다(이금숙 외, 2020). 

특히 커피전문점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여 국내

에서도 커피전문점의 입지 및 분포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 중 대다수는 커

피전문점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거나 입

지 패턴을 파악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일부 커피전문점

의 매출과 관련하여 입지 선호지역이 갖는 특징을 밝히려

는 시도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 커피전문점의 공간 분포 변화를 살피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커피전문점의 입지를 생존과 연결 

지어 영업 중 및 폐업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서 유사

성에 기초해 군집화를 시도하여 군집 유형별 입지 특성을 

설명하는 실증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의 생존과 관련된 입지

적 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커피전문점을 최

근 10년 동안 생존하여 영업 중인 경우와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소재지별 고정불변의 물리적 위치

로 인한 필지의 입지 특성과 상대적 입지 특성이 반영되

어 평가된 지가 지표를 바탕으로 군집 유형화를 시도하

고, 이에 따른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군집 유형

별 분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지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공간 범위는 전국 커피전문점의 1/5 이상이 

소재하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의 수가 급증

하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가장 최근 시점인 2019년까지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연구 절차와 방법은 먼저 서울

지역 커피전문점의 현황 및 증감 추이를 살펴보고, 입지 

분포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의 소재지 정보를 토대로 공간 점(spatial 

point) 데이터를 생성해 시각화한다. 다음으로 커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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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생존과 폐업을 설명하는 지가 속성을 토대로 군집 

분류를 진행하고, 군집분석 결과에 대하여 각 군집 유형

별 토지 특성(지가 및 필지 정보), 교통 요인(물리적 접근

성), 점포 속성(프랜차이즈 정보, 소재지별 동종업종의 

개⋅폐업 경험)과 공간 밀집도(커널 밀도 추정)를 통해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입지 특성

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변량 분석기법의 하나인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활용한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커피전문점 데이터의 공간 단위는 

가장 최소단위인 공간 점의 개별 객체(spatial point)로 

구축하고, 이들을 군집화하기 위해 투입한 설명 변수도 

소재지 주소 단위의 마이크로(micro) 공간 단위 데이터

로 투입하여 군집 분석을 실행한다. 기존 면(polygon) 

단위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 보다 더 면밀한 군집화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진행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인 커피전문점에 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원자료를 사용

하며, 커피전문점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토대로 “다방, 떡 카페, 라이브카페, 커피숍, 전통 찻집, 

카페” 등을 포함한다.

2.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간 연구의 대다수는 

주요 카페 거리, 핫 플레이스(hot place) 등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커피전문점의 공간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입지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

다(임창호⋅이희연, 1997; Chapple, 2009; 김아름, 

2011; 신유진⋅문소연, 2011; 진찬종 외, 2012; 

Grinshpun, 2014; 김진우⋅이장우, 2017; 박기용 외, 

2017; 정승영⋅최인섭, 2018; 김동준 외, 2019). 이들 

연구에서 입지 특성은 공통으로 접근성, 인구 속성(소비

력), 경제성(지가, 매출액)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살펴보

았다. 최근에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로 

커피전문점의 비율이나 밀도 변화 값을 사용하여 젠트리

피케이션 진행단계를 설명한 연구도 소개되고 있다

(Smith, 1987; Hamnett, 1991; Lees, 2000; Wang, 

2011; 김태경 외, 2018; 류화연⋅박진아, 2019; 구형모, 

2020; 이민주, 2020). 

앞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군집 분류를 시도한 연구

들이 있으나 대다수가 커피전문점의 이미지 등 브랜드 

선호 형태에 따라 고객의 특성을 군집화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간 속성을 분석한 경우 주로 판매(소매)업

을 대상으로 점포의 위치 속성에 따른 공간 밀집도(변병

설, 2004; 정경훈 외, 2013; 이경민 외, 2014)로 군집화

를 시도한 연구 등이 일부 존재할 뿐이다.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대상

별 입지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군집화하여 군집 

유형별 생멸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 분석한 연구

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관측 대상

별 유사성을 갖는 그룹끼리 군집화를 시도하고, 군집 유

형별 입지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커피전문점의 생멸 특성

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입지 특성 지표를 

참고하여 커피전문점 소재지가 갖는 물리적 및 상대적 

위치 속성이 반영되어 평가된 지가 지표를 토대로 생존하

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

로 각각 공간 군집화를 시도하고, 군집 유형별 토지 특성

과 교통 요인, 점포 속성, 공간 밀집도 등 다양한 입지 

특성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생멸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

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커피전문점의 생존과 폐업의 입

지에서 나타나는 분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커피전문점 생멸 현황

전국에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은 2019년 기준 8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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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이 중 서울지역에 무려 17,721개(21.41%)가 분포한

다. 서울지역에서도 상위 100대 사업체에 속하는 커피전

문점은 2010년 사업체 규모 순위에서 13위를 기록하였

고, 이후 불과 8년여 만인 2018년에는 6위까지 상승하였

다(전국사업체조사, 2018). 

커피전문점 수의 급격한 증가세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서 커피전문점2)이 포함되는 업종 분류도 변화하였다. 

커피전문점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찻집(55242)

에 포함되었고, 2007년 개정 이후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7년 제10차 개정 때 “커

피전문점(56221)”으로 단독 신설 분류되어 집계되고 있다.

그림 1은 연도별 서울지역에서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의 수와 증감률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수는 8,638개이고, 2019년 영업 중인 커

피전문점은 17,721개로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

였고, 2010년 대비 2019년의 증가율은 105.17%로 산출

된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수의 연도별 증감 폭만 놓고 

보면 2010∼2014년까지는 약 1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데 반해, 2015년(5.02%)부터 매년 증가율 상승 

폭은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에는 전년 대

비 2.24% 증가한 것으로 산출된다. 지난 10년 동안 커피

전문점 증가율 상승 폭은 다소 낮아졌지만,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10년 동안 매년 개업한 커피전문점 수가 폐업

한 커피전문점 수보다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831개가 폐업한 이후 2018년(2,474개)에 가

장 많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되며 2019년에는 2,335개의 

커피전문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커피전문점 폐업

률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폐업률은 상승세를, 개업률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커피전문점 주소 현황을 토대로 경⋅위도 

값을 구해 공간 점(spatial point) 데이터를 생성하여 

2010년과 2019년 기준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위치 분

포도와 2010∼2019년 동안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위치 

분포도를 나타낸다. 지난 10년 사이에 생존하여 영업 중

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 모두 증가세를 나타

내고 있는데, 이들 입지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2010년과 비교할 때 기

존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더 밀집하여 분포하는 양상을 

관측할 수 있고, 폐업한 커피전문점도 지난 10년 사이 

이들의 누적 입지분포를 볼 때 점차 주변부로 확산하였음

을 알 수 있다.

3. 커피전문점 생존과 폐업 분포의 
공간 군집화

1) 군집분석 개요

서울지역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입지분포에

서 나타나는 지가 속성3)을 토대로 공간 군집화를 시도하

였다. 이를 위해 2010년과의 시계열 연결 및 데이터 오류 

등 정제 과정을 거쳐 2019년 영업 중인 15,875개 커피전

그림 1. 서울지역 커피전문점 연도별 수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인허가 정보
       

그림 2. 서울지역 커피전문점 연도별 개ㆍ폐업 

수 및 개ㆍ폐업률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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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과 2010∼2019년 동안 폐업한 15,902개 커피전문

점을 추출하였다.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

문점의 군집화는 다변량 분석기법의 하나인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군집분석은 관측 대상

이 갖는 유사한 특성, 즉 거리가 가까운 대상끼리 한 그룹

으로 묶는 것에 기초해 그 대상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

하는 분석기법으로, 군집 방법은 본 연구의 대량 변수를 

군집하는데 용이한 K-평균 알고리즘4)을 적용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에서 각 

군집별 자료의 평균값을 중심점으로 유클리디안 거리에 

있는 자료를 묶어 분할하는 K-평균 군집화를 위한 지가 

속성의 K의 수(군집 수)는 각각 3개(영업 중, 폐업)로 

설정하였다5). 커피전문점 소재지별 지가 속성값의 기초

통계량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대지표가 아닌 일부 절대지

표는 표준화된 값으로 투입하였다. 

2) 군집분석 결과

개별공시지가(2019)와 개별공시지가의 증감액(2010∼

2019년), 10년 동안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2010∼

2019년) 등의 지가 속성으로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입지 유형을 3개의 세부 군집으로 분류하였고, 폐업한 

커피전문점도 3개의 세부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지가 속성에 따른 군집 분석 결과를 보면,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군집 유형

영업 중(2019) 폐업(2010∼2019)

그림 3. 서울지역 커피전문점 영업 및 폐업 위치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인허가 정보

변수 내용(소재지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가

개별공시지가

(2019, 원/m2)
영업 중 31,800 177,500,000 10,862,034 11,775,424 

폐업 52,300 174,500,000 11,899,667 12,769,460 

지가증감액

(2010-2019, 원/m2)
영업 중 -9,200,000 117,100,000 3,917,016 6,024,002 

폐업 -9,200,000 114,200,000 4,629,900 6,937,202 

지가상승률

(2010-2019, %)
영업 중 -54.12 1,034.42 55.12 42.97

폐업 -64.89 693.17 61.56 47.11

표 1. 군집분석 투입 변수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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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 

<폐업>

그림 4. 지가 요인에 의한 커피전문점 군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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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유사하게 분류된다. 그런데도 군집 유형별 공간 분

포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분류된다. 먼저 군집 1로 묶인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은 13,358개로 결측치 1개를 제외

한 전체(15,874개) 커피전문점의 약 84.1%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수로 묶인다. 서울 전역에 분포하는 다수의 

커피전문점이 이 군집에 속한다. 전체 커피전문점 수의 

약 11.7%를 차지하는 군집 2(1,853개)의 커피전문점 그

룹도 비교적 서울 전역에 분산되어 분포하는 특징을 갖는

데 마포구와 강남구, 종로구 등을 중심으로 작은 핫스폿

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그룹의 커피전문점 소재지는 

10년 동안 지가상승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가장 적은 

수로 구성된 군집 3은 663개(4.2%)의 커피전문점으로 

지가도 높고 지가증가액도 높은 특징을 보이는 입지 유형

이다. 이들의 지리적 분포도 서울지역 곳곳에 위치하는

데 주로 지역 상권이 미치는 범위 내 번화가, 먹자골목 

등 상업중심지에 입지 분포한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2010∼2019년 동안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군집 1은 가장 적은 수인 72개로 묶인다. 이 그룹은 개별

공시지가가 높고, 지가증가액도 큰 입지 유형으로 주로 

관악구 일대, 강북구 등에 분포한 특징을 보인다. 가장 

많은 수로 구성된 군집 2는 12,909개로 서울 전역에 걸쳐 

폐업한 커피전문점이 이 군집에 속한다. 폐업한 커피전

문점의 약 18%의 비율을 차지한 군집 3은 2,921개로 

구성되며, 특히 지가상승률이 높은 그룹으로, 이들의 지

리적 입지는 강북의 동북권, 강남구를 중심으로 밀집 분

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4. 커피전문점 군집 유형별 생존과 
폐업 분포의 특징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

업한 커피전문점의 군집 유형별 입지에서 나타나는 생존

과 폐업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토지 특성(지가 및 

필지 정보), 교통 요인(물리적 접근성), 점포 속성(프랜차

이즈 정보, 소재지별 동종업종의 개⋅폐업 경험)과 공간 

밀집도(커널 밀도 추정)를 살펴본다.

먼저 토지 특성으로 커피전문점이 입지한 토지의 부동

산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해 주거

용, 상공업용 등 토지이용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필지 

정보를 비교 분석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지가, 

이용 상황 등을 포함하는 지표로 표준지공시지가와는 달

리 모든 토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지 특성 중 교통 요인으로는 커피전문점 소재지가 갖는 

물리적 위치에 따른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도로 폭에 따른 최근접거리를 산출하여 비교한다. 이를 

통해 커피전문점 생존에 있어 접근의 용이성 및 이용의 

편리성, 도로 여건 등이 미치는 유의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점포 속성에서는 운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여부를 조사 집계하여 비교한다. 이

를 통해 커피전문점 상권입지에 있어 생존에 미치는 업체 

간의 경쟁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종업종인 커피전문점이 소재했던 자리인지 개⋅

영업 중 군집1 (n=13,358) 군집2 (n=1,853) 군집3 (n=663) F값

개별공시지가(2019, 원/m2) -0.24695 0.50347 3.56913 12567.913***
지가증감액(2010-2019, 원/m2) -0.27662 0.78535 3.37788 12567.031***
지가상승률(2010-2019, %) -0.29377 1.84068 0.77440 7722.575***

폐업 군집1 (n=72) 군집2 (n=12,909) 군집3 (n=2,921) F값

개별공시지가(2019, 원/m2) 7.94385 -0.30223 1.13985 11853.207***
지가증감액(2010-2019, 원/m2) 8.87607 -0.32403 1.21322 19687.758***
지가상승률(2010-2019, %) 1.64520 -0.32919 1.41428 6983.861***

주) *** p<.01

표 2. 지가 요인 : 영업 중 및 폐업 커피전문점 최종 군집별 중심값, 군집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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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경험도 파악해 커피전문점 소재지가 갖는 시장성도 

함께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커널 밀도를 추정해 공간 밀

집 정도를 시각화하여 결과적으로 개⋅폐업 입지의 접근

성, 경쟁성, 시장성 등이 응집된 핫스폿을 산출해 비교 

분석한다.

입지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한 지표 중 개별공시

지가 값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원자료를 정제하여 

사용하고, 지하철역 주소는 서울교통공사, 도로망 지도

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구득해 ArcGIS를 활용하여 최

근접(유클리디안) 거리를 산출한다. 프랜차이즈6) 정보 

및 개⋅폐업 경험 추적은 모두 행정안전부 인⋅허가 원자

료를 통해 추출, 재구성한다. 커피전문점의 공간 밀집도

는 커널밀도함수7) 를 통해 추정한다.

1) 토지 특성

먼저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군집 유형별 토지 특성

을 보면(표 3), 다수의 커피전문점이 속한 군집 1은 평균 

약 8백만 원/m2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된다. 전체 커피

전문점 소재지의 부동산 가치 평균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되는 그룹으로, 지난 10년간의 

지가 증가액과 상승률에서도 전체 평균 대비 증가금액과 

상승률이 낮은 특징을 갖는다. 비교적 다양한 토지 용도

를 갖는 지역 곳곳에 이 유형의 커피전문점이 분포한다. 

군집 2의 경우 군집 수는 군집 1보다 다소 적지만 지리적

인 분포는 군집 1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지가 속성을 

보면 군집 1과 다르게 서울 전체 커피전문점 소재지별 

개별공시지가와 지가증가액, 지가상승률의 평균치와 대

비할 때 모두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산출된다. 특히 

3개의 군집 가운데 지가상승률 폭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이 유형으로 묶인 커피전문점의 필지 속성을 들여다보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곳이거나, 주거지

에서 상업적 토지이용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커피전문점이 입지 분포한 특징을 보인다. 이른

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장소적 특징을 

갖는 곳이거나 주상용 등 토지이용의 복합도가 높은 곳에 

이 유형의 커피전문점이 분포한다. 가장 적은 수의 커피

전문점으로 묶인 군집 3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약 

5천 2백만 원/m2로 3개의 군집지 중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산출된다. 10년 동안 지가증가액과 지가상승률

에서도 전체 평균과 대비할 때 더 큰 값을 갖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의 필지는 토지 용도와 이용 상황이 

영업 중 군집1 (n=13,358) 군집2 (n=1,853) 군집3 (n=663) 전체 (n=15,874)

개별공시지가(2019, 원/m2) 7,954,041 16,790,611 52,890,060 10,862,034

지가증감액(2010-2019, 원/m2) 2,250,662 8,647,990 24,265,400 3,917,016

지가상승률(2010-2019, %) 42.49 134.21 88.39 55.12

토지이용상황(개)

주거용 1,591(11.9) 175(9.4) - 1767(11.1)

상업용 11,360(85.0) 1,629(87.9) 663(100.0) 13,652(86.0)

공업용 305(2.3) 3(0.2) - 308(1.9)

기타 102(0.8) 46(2.5) - 148(0.9)

용도지역(개)

주거 9,676(72.4) 1,062(57.3) 16(2.4) 10,755(67.7)

상업 2,620(19.6) 759(41.0) 647(97.6) 4,026(25.4)

준공업 954(7.1) 10(0.5) - 964(6.1)

녹지 108(0.8) 22(1.2) - 130(0.8)

입지 특성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상업중심지 입지형

주) 변수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괄호 값은 비율을 의미함

표 3. 영업 중 커피전문점 군집 유형별 토지 특성 (지가 및 필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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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곳으로 상업시설이 밀집된 주요 소비 중심

지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군집 유형별 지가 및 필지 속성

을 토대로 군집 1로 묶인 커피전문점은 “일반적 입지분포

형,” 커피전문점 군집 2의 입지 특성은 “주거지역의 상업

화형,” 군집 3의 커피전문점 입지분포는 “상업중심지 입

지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이 기간(2010∼2019년) 폐업한 커피전문점

의 군집 유형별 토지 특성을 파악하였다(표 4). 먼저 가장 

적은 수로 묶인 군집 1은 서울 전체 커피전문점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가증가액, 지가상승률의 평균치와 대

비할 때 모두에서 높은 지표 값을 갖는 것으로 산출된다. 

필지 속성을 들여다보면 토지 용도와 이용 상황이 매우 

일치하는 상업지역으로 특히 관악구(신림동) 일대와 강

북구에 커피전문점의 분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의 커피전문점은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군집 1과 

유사한 공간 분포를 보이는 집단으로 비교적 다양한 토지 

용도를 갖는 지역 곳곳에 커피전문점이 자리 잡았었고, 

다른 지역에 분포하는 커피전문점보다 개별공시지가, 지

가의 증가액과 상승률 값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 

값을 갖는 곳에 이 유형의 커피전문점이 분포하였다. 군

집 3으로 묶인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전체 커피전

문점 소재지 평균치와 대비할 때 개별공시지가와 지가의 

증가액, 상승률이 모두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상업적 

토지이용이 활발한 강북의 동북권과 강남구 지역을 중심

으로 토지 용도가 혼재된 특징을 보이는 곳에 이 유형의 

폐업한 커피전문점이 소재하였다. 한편, 서울 전역에 걸

쳐 주거지역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

한 용도 혼재 지역 중에서도 특히 강남구 지역은 커피전

문점 개⋅폐업에 따른 생멸 분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마찬가지로 폐업한 커피전문점 군집 분류별 지가 및 

필지 속성을 토대로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입지에서 군집 

1로 묶인 곳은 “상업중심지 입지형,” 군집 2의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일반적 입지분포형,” 군집 3으로 

묶인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주거지역의 상업화

형”으로 명명하였다.

정리해보면, 지가 속성을 토대로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을 군집화 한 결과 같은 입지 유형으로 분류되

더라도,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군집 유형별 공간 분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폐업 군집1 (n=72) 군집2 (n=12,909) 군집3 (n=2,921) 전체 (n=15,902)

개별공시지가(2019, 원/m2) 113,338,333 8,040,388 26,454,903 11,899,667

지가증감액(2010-2019, 원/m2) 66,205,000 2,382,048 13,046,237 4,629,900

지가상승률(2010-2019, %) 139.07 46.05 128.19 61.56

토지이용상황(개)

주거용 - 1,390(10.8) 137(4.7) 1,527(9.6)

상업용 72(100.0) 11,208(86.8) 2,740(93.8) 14,020(88.2)

공업용 - 204(1.6) - 204(1.3)

기타 - 107(0.8) 44(1.5) 151(0.9)

용도지역(개)

주거 - 9,677(75.0) 1,226(42.0) 10,903(68.6)

상업 72(100.0) 2,346(18.2) 1,692(57.9) 4,110(25.8)

준공업 - 783(6.1) 1(0.0) 784(4.9)

녹지 - 103(0.8) 2(0.1) 105(0.7)

입지 특성 상업중심지 입지형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주) 변수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괄호 값은 비율을 의미함

표 4. 폐업 커피전문점 군집 유형별 토지 특성 (지가 및 필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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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요인

군집별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 

입지분포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접근성을 비교하였다(표 

5).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 입

지분포 유형으로 묶인 커피전문점(군집 1)은 서울지역 

전체 커피전문점 위치에서 지하철역 및 인접한 도로와의 

최단 거릿값과 전반적으로 근사한 값을 갖는 거리에 입지

한 특징을 보인다. 주거지역의 상업화형으로 상업 젠트

리피케이션, 복합용도 토지이용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유

형으로 묶인 커피전문점(군집 2)은 간선도로(대⋅광로)

와 이면도로(소로)와 모두와 접한 지역에 입지한 특징을 

보이면서도, 인근의 지하철역과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서 영업 중인 특징을 보인다. 물리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최적의 상업입지 조건이 아닌 곳도 소비 중심지역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상업중심지 입지 유형으로 묶인 

커피전문점(군집 3)은 지하철역 및 주간선도로와 인접한 

곳에 있다. 이른바 역세권 및 주요 상권에 위치해 교통 

요인으로 볼 때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특징을 갖는 그룹

이다.

폐업한 커피전문점은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보다 커피

전문점 소재지에서 주요 교통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상대

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폐업한 커피전

문점 그룹에서도 주거지역의 상업화 유형(군집 3)으로 

묶인 커피전문점의 소재지가 가장 물리적 접근성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중심지 입지 유형(군집 1)으로 

묶인 커피전문점 소재지는 이면도로(소로)와 접근성이 

가장 높았다. 

정리해보면,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이 폐업

한 커피전문점보다 교통 요인에서 좀 더 양호하였다. 물

리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커피전문점 소재지와 지하철역, 

모든 폭의 도로와의 거리 산출 값을 비교할 때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이 이들 시설과 좀 더 최근접 지점에 있어 이

용자의 접근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3) 점포 속성

군집별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점포 속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의 프랜

차이즈 브랜드 현황을 파악하고, 소재지별 개⋅폐업 경

험을 추적하였다. 먼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현황을 

보면(그림 5), 2019년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가운데 프랜

차이즈 점포 수는 2,116개로 전체 중 약 13.3%를 차지한

다. 폐업(2010∼2019)한 커피전문점 중 프랜차이즈점의 

수는 926개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였다.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프랜차이즈 구성비가 폐업한 커피 프랜차

이즈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업한 

커피전문점에서 일반(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차지

하는 구성비가 더 큰 것과 같다. 

군집별로 보면(표 6),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중 상업중

심지 입지 유형(군집 3)으로 묶인 커피전문점 그룹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분포 비중이 가장 높고, 폐업한 커피

영업 중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상업중심지 입지형 전체

지하철역(m) 433.42 4,244.86 389.58 430.58
대⋅광로(m) 152.31 149.86 133.26 151.24

중로(m) 121.01 123.78 133.39 121.85
소로(m) 41.58 41.06 56.45 42.18

폐업 상업중심지 입지형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전체

지하철역(m) 568.05 469.13 461.04 468.09
대⋅광로(m) 308.77 165.58 174.26 167.82

중로(m) 169.47 131.26 130.19 131.24
소로(m) 40.40 46.04 43.23 45.50

표 5. 영업 중 및 폐업 커피전문점 군집 유형별 교통 요인 (물리적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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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점에서도 이 유형(군집 1)으로 묶인 커피전문점 그룹

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분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에는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커피의 맛과 가격 등 

선호도의 차이로 일부 소비중심지의 경우 일반(비 프랜

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개업과 생존 영업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폐업한 커피전문점에서 비 프랜차이즈

점의 구성비(94.1%)가 영업 중(86.7%)보다 더 높은 것으

로 집계된 것으로 볼 때, 프랜차이즈의 여부는 생존보다

는 폐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소재지별 

개⋅폐업 경험을 추적하였다8). 군집 분류별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 소재지별 개⋅폐업 경험 여부를 추적

한 결과는 그림 6과 표 7과 같다. 음식료점의 경우 대체로 

폐업이 많은 곳은 개업도 많은 입지의 양면성을 갖는데

(이금숙 외, 2020), 이에 포함되는 커피전문점도 영업 

중인 곳과 폐업한 곳의 경험 여부가 유사한 구성비를 나

타낸다.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소재지가 지난 10년 동안 동

종업종인 커피전문점이 폐업한 경험이 있던 곳에 입지한 

영업 중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상업중심지 입지형 전체

프랜차이즈(有)
1,676 251 189 2,116
(12.5) (13.5) (28.5) (13.3)

프랜차이즈(無)
11,682 1,602 474 13,759
(87.5) (86.5) (71.5) (86.7)

폐업 상업중심지 입지형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전체

프랜차이즈(有)
17 608 301 926

(23.6) (4.7) (10.3) (5.8)

프랜차이즈(無)
55 12,301 2,620 14,976

(76.4) (95.4) (89.7) (94.2)

주) 괄호 값은 비율을 의미함

표 6. 영업 중 및 폐업 커피전문점 군집 유형별 점포 속성 (프랜차이즈)

<영업 중> <폐업>

그림 5. 영업 중 및 폐업 커피 프랜차이즈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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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추적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업중심지 입지 유형

에서 가장 많은 폐업 경험 구성비(25.8%)를 차지한 것으

로 산출되고, 반대로 커피전문점 개업 경험이 있는 곳에

서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경우 일반적 입지분포 유형이 

다른 입지 유형보다 높은 구성비(23.1%)를 차지한 것으

로 산출되었다. 

이는 같은 상권인 상업중심지 입지 유형에 속해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자리라 할지라도 동종업종 간의 경쟁 

심화 및 앞서 살펴본 지가 속성, 교통 요인, 프랜차이즈의 

인접 여부 등의 영향으로 과거 폐업 경험도 많았던 자리

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함에도 이 입지 유형은 유동인

구가 많고 소비력이 높은 상권이기 때문에, 폐업한 자리

에 다시 동종업종이 입지하고 생존하여 영업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반적 입지분포 유형의 경우 개⋅폐업 

경험이 없던 자리에서 개⋅폐업한 구성비도 근사한 값으

로 산출되는데, 이 입지 유형으로 묶인 영업 중인 커피전

문점의 소재지 가운데 10년간 동종업종인 커피전문점이 

폐업한 경우가 없던 곳이 79.2%로 구성되고, 반대로 이 

유형에 속한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소재지가 기존에 개업 

경험이 없던 자리인 경우도 76.9%로 산출되었다. 마찬가

영업 중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상업중심지 입지형 전체

폐업 경험(有)
2,772 425 171 3,368
(20.8) (22.9) (25.8) (21.2)

폐업 경험(無)
10,586 1428 492 12,507
(79.2) (77.1) (74.2) (78.8)

폐업 상업중심지 입지형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전체

개업 경험(有)
10 2,985 577 3,572

(13.9) (23.1) (19.8) (22.5)

개업 경험(無)
62 9,924 2,324 12,330

(86.1) (76.9) (80.2) (77.5)
주) 괄호 값은 비율을 의미함

표 7. 영업 중 및 폐업 커피전문점 군집 유형별 점포 속성 (개ㆍ폐업 경험)

<영업 중> <폐업>

그림 6. 영업 중 및 폐업 커피전문점의 개ㆍ폐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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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개⋅폐업 입지의 양면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이들 입지 유형으로 묶인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

의 공간 분포도 매우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4) 공간 밀집도

마지막으로 커피전문점의 공간 밀집도를 파악하기 위

해 커널 밀도 분석(kernel density estimation)을 진행

하였다(그림 7). 그림 3에서도 보았듯이, 영업 중인 커피

전문점은 기존 입지를 중심으로 분포의 밀도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커널 밀도 추정 결과에서도 단위면적

별 커피전문점의 최댓값은 2010년 약 357개/km2에서 

2019년 약 532개/km2로 증가세를 나타낸다.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은 크고 작은 핫스폿을 형성하고 있는데, 크

게 종로구, 강남구, 마포구에서 높은 공간 밀집도를 나타

낸다. 이들 행정구는 지가 속성으로 군집 분류한 본 분석

에서도 모든 군집에서 커피전문점의 분포 비중이 높은 

지역이고, 특히 강남역 주변인 역삼동 일대와 중구의 명

동 일대, 마포구 서교동 일대 등 상업중심지 입지형에서 

밀집도가 매우 높고, 강서구 가양동, 영등포구 당산동,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작구 노량진동, 

관악구 서현동, 광진구 화양동, 노원구 공릉동, 성북구 

번동, 강북구 길음동, 동대문구 회기동, 양천구 묵동 등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된 주거지역의 상업화형을 비롯

해 일반적 입지분포형 등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핫스폿을 

형성하고 있다. 

폐업(2010∼2019)한 커피전문점도 공간 밀집도를 살

펴보기 위해 커널 밀도를 추정한 결과, 단위면적별 누적 

최댓값은 약 330개/km2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영

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밀집도가 높은 종로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에서 커피전문점 폐업도 높은 밀집도를 나타냈다.

정리해보면,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주요 

핫스폿 지역에서는 입지 유형이 서로 다르게 묶인 커피전

문점일지라도, 즉 모든 유형에서 커피전문점의 공간 밀

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 결론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소재지별 지가 속성을 토대로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을 

<영업 중> <폐업>

그림 7. 영업 중(2019) 및 폐업(2010∼2019) 커피전문점 공간 밀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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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각각 공간 군집화를 시도하고, 군집 유형별 토

지 특성(지가 및 필지 정보), 교통 요인(물리적 접근성), 

점포 속성(프랜차이즈 정보, 소재지별 동종업종의 개⋅

폐업 경험)과 공간 밀집도(커널 밀도 추정) 등 다양한 

입지 특성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생멸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2010∼2019) 동안 서울지역에서 영

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증가분 

폭은 다소 완만해졌지만, 폐업(률)보다 개업(률)이 더 많

아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은 기존 입지를 중심으로 밀집도가 심화 되었

고,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누적 입지분포도 지난 10년 사

이 점차 주변부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지역 커피전문점의 입지분포에서 나타나는 

지가 속성을 토대로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을 일

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상업중심지 입

지형 등 3개의 세부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일반적 입

지분포형’은 지가 지표에서 다른 입지 유형보다 개별공시

지가, 지가의 증가액과 상승률 값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갖는 그룹으로 비교적 다양한 토지 용도를 갖

는 지역 곳곳에 입지하여 영업 중이거나 폐업한 커피전문

점을 말하고, ‘주거지역의 상업화형’으로 묶인 커피전문

점은 입지 유형 중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주

거지에서 상업적 토지이용이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곳이거나 주상용 등 토지

이용의 복합도가 높은 곳에 소재한 커피전문점으로, 이 

입지 유형의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공간 분포

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상업중심지 입지형’은 개별

공시지가가 매우 높은 그룹으로 이 유형으로 묶인 커피전

문점의 필지는 상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주요 소비 중심지

로서의 특징을 갖는 곳에서 영업 중이거나 폐업한 커피전

문점이 이 입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이들 군집 유형별 교통 요인, 점포 속성, 공간 

밀집도 등의 다양한 입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교통 요인에서는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이 폐업한 커피전

문점보다 주요 교통시설과 좀 더 최근접 지점에 입지하여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중심

지 입지 유형으로 묶인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이 가장 양

호한 접근성을 나타냈다. 점포 속성으로 살펴본 커피 프

랜차이즈 정보에서 생존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보다 폐업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반(비 프랜차이즈) 유형이 차지하

는 구성비가 더 큰 것으로 산출되었고, 이어서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소재지별 개⋅폐업 경험을 추적

한 결과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소재지 중 폐업 경험이 

가장 많은 자리는 상업중심지 입지 유형이고, 폐업한 커

피전문점의 소재지 중 개업 경험이 가장 많은 자리는 일

반적 입지분포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

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공간 밀집도는 종로구와 

강남구, 마포구를 중심으로 핫스폿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입지 유형일지라도 이들 핫스폿에서는 모두 

커피전문점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커피전문점 군집화 결과 같은 입지 유형으

로 분류되더라도,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공간 

분포는 서로 다른 입지 특성을 나타냈고, 서로 다른 입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도 핫스

폿 지역에서는 모두 높은 밀집도를 나타냈다. 이는 커피

전문점 개⋅폐업 입지의 양면성을 엿볼 수 있는 분석 

결과로 커피전문점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여러 곳에서 신규 개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가 속성, 교통 요인, 프랜차이즈의 인접 여부, 

핫스폿 등 상권입지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이 미흡하여 폐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분석 결과는 커피전문점 창업을 

비롯해 지역별 상권정보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

될 수 있다. 또한, 스케일(scale)의 측면에서 마이크로 

단위의 방대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공간 단위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 보다 더 면밀한 커피전문점 군집화를 

도출하고, 군집 유형별 입지 특성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도 연구 진행에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폐업 우세(열세)지

역을 중심으로 입지 특성을 분석하거나 생존율(영업 대

비 폐업비) 등 영업과 폐업을 포괄하는 공통의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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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면밀한 입지분석 결과와 

공간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사

본 논문의 방대한 공간 마이크로 데이터 정리를 도와

준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이하은, 조서희, 하채원 학

생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주

 1) 커피와 호모사피엔스의 합성어를 말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커피전문점(Coffee shops)

은 접객 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

료점을 말한다.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가 지표는 개별공시지가로 표준

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원/m2)을 의미한다. 

 4) 투입한 대량 변수를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으

로, 군집 간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분류한다. 

 5) K-평균 군집분석에서 군집(K)의 수는 연구자가 설정하

며, 설정한 기준으로 동일한 수의 군집을 찾기 때문에 

군집 수가 데이터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의한 결

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K-평균 군집분석의 절차는 

여러 차례 군집 수를 변경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군집의 수를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변

경하며 결과를 산출하였고, 이에 대한 ANOVA-사후 

검정(분산분석) 결과, 군집 간의 평균 차는 모든 절차

에서 유의수준(p<.01)을 만족하였다. 이에 유의수준 및 

군집 간의 거리 등을 토대로 최적의 군집 수는 각각 3

개(영업 중, 폐업)로 판단해 결정하였다.

 6) 본 연구에서 추출한 커피전문점 브랜드(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파스

쿠찌, 탐앤탐스,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요거프레소, 커

피베이, 빽다방, 커피에 반하다 등이다.

 7) 확률밀도함수 추정 기법의 하나인 커널밀도 추정은 한

정된 공간( )에서 개의 사상(event)인 위치(point)가 독

립적일 때 사상의 강도는 다음의 수식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는 이변량 확률밀도함수인 커널함수, 는 밴

드 폭(bandwidth)으로 평활화 계수(smoothing parameter), 

는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위치를 나타낸

다. 커널함수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사차함수(quartic 

function)를 적용하고(Schabenberger and Gotway, 2005) 

커피전문점 위치에서 거리에 기반을 둔 가중치를 추정

하며, 밴드 폭(bandwidth)은 실버만의 원리(Silverman’s 

rule of thumb)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8) 2019년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개별 주소(경⋅위도)를 

폐업(2010∼2019)한 커피전문점의 모든 주소(경⋅위도)

와 대조하였다. 일치할 경우 지난 10년 동안에 폐업 

경험이 있는 소재지에 다시 동종업종인 커피전문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즉 폐업 경험이 있던 자리로 간주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에 폐업 

경험이 없는 자리로 간주하였다. 반대로 폐업한 커피전

문점 개별 주소(경⋅위도)도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의 

모든 주소(경⋅위도)와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으면 폐업 

후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입지 주소별 시간에 따

른 개⋅폐업의 연속(sequence)을 살펴보기 위한 주소(경⋅

위도) 추적 과정으로 동일 주소 내 여러 커피전문점의 

중복 입지에 대한 빈도는 세지 않고 개⋅폐업했던 자

리인지 그 유무만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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