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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정보검색과 사회연결망을 통한 정보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교

통망으로 주어지는 물리적 접근성을 근간으로 구축된 기존의 입지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업 입지의 양상이 전

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밀접형 업종 중 음식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출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 소재 음식점 입지의 분포 변화와 입지 영향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특히 SNS상에서 맛

집 검색 등 온라인 검색 활동과 음식점 입지와의 관계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개업, 폐업, 영업 중인 음식점 입지의 커

널밀도 및 모란지수를 측정하여 음식점 분포의 군집성과 군집 양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최적의 공간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음식점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온·오프라인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비자의 장소 선택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장소에 대한 정보검색 과정이 더해지는 초연결사회에서 음식점 입지를 계획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온라인 정보검색, 음식점 입지 변화, 커널밀도분석, 모란지수, 공간회귀모형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impact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tail stores locations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ich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everyday lives of 
urban resident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chang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estaurants since the in- 
formation retrieval process was added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 consumer’s restaurant selection. Em- 
pirically, we analyze restaurants in Seoul, Korea since the smart-phone was introduced. By applying the kernel 
density estimation and Moran’s I index, we examine the chang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restaurants 
during the last ten years for running, newly-open and closed restaurants as well as SNS popular ones. Finally, we 
develop a spatial regression model to identify geographic features affecting their locations. As the results, we 
identified geographical variables and onlin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ocation of restaur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important groundwork for food and beverage location planning and policy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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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접형 업종은 수요와의 접근성이 사업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이들 업종의 입지는 수요자의 소비 행태 및 

수요 분포에 직접적인 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상업 입지는 물리적 공간에서 수요자의 분포와 접근성을 

근간으로 체계화된 수요중심(시장중심)의 입지 이론으로 

접근해 왔다(Hotelling, 1929; Lösch, 1954).

그러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분포나 소

비 행태 및 구매경로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상업의 입지 

및 분포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

전과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특정 재화

나 서비스에 대하여 정보를 구하고 구매하는 경로가 예전

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Choudary et 

al,, 2016; Evans & Schmalensee, 2016).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및 방문할 장소에 대한 선택이 이

루어지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험 소비와 새로운 유행에 민감한 소비계층의 부상으로 

관련 업종의 사업주기도 과거와 달리 짧아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 내 토지 이용을 빠르게 변화시킬 가능성

을 내포한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접형 업종의 경우 그 입지와 분포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다. 자 업 창

업이 집중되는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은 국가 경제구조에서

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Crewe, 2000; Kosova 

and Lafontaine, 2010; 노화봉·정남기, 2016), 효과적인 

입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변화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밀접형 업종 중 하나인 음식점을 대

상으로 음식점 입지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향을 미친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마

트폰이 출시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0년을 전후로 현

재까지 신규 개업하거나 폐업한 음식점 및 생존하여 업 

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지적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업 중인 음식점 가운데 SNS에서 음식점 검색량이 많아 소

위 맛집이라 지칭되는 음식점은 별도로 추출하여 이들 음

식점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함께 분석한다.

분석의 공간 범위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음식점이고 분

석을 위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위생업

소로 등록된 음식점 및 음료 판매점의 인허가 자료(2019.

12.31.)를 활용한다.1) 이들 음식점 중 SNS 맛집은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체인 N사의 플레이스2)를 통해 

2019년 9월 30일 기준 방문 리뷰 수가 가장 높았던 강남구

의 음식점 순위와 리뷰 수(300위-516개)를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24개 행정구별 맛집 리뷰 수와 순위를 추출한 음식

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음식점을 SNS 맛집으로 정의

한다.3) 그 외에 서울시 지역 데이터와 경제총조사 등 이차

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한다.

분석 절차는 음식점 위치 좌표 데이터로 점(point) 패턴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동별(polygon)로 집계 전환하여 공

간 군집성과 군집 패턴을 파악한다. 그리고 행정동별 업 

중, 개·폐업한 음식점의 입지분포에 향을 미치는 지리적 

향을 추정한다. 먼저 업 중인 음식점과 맛집의 경위도 

좌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spatial point)을 생성하

고, 이들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군집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

간밀도를 추정하는 확률밀도함수 추정 기법의 하나인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KDE) 방법을 활

용한다.4) 이어서 경위도 좌표 위치 데이터를 동별(polygon)

로 집계 전환하여 인접 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이

를 위해 전역적 모란지수(global Moran’s I)를 측정한다

Key Words :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changes in the restaurant location, kernel density analysis, 
Moran’s I, spatial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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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 1948).5) 아울러 업 중인 음식점과 음식점의 개

업과 폐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선

형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뿐만 아니라 공간자

기상관성을 고려하는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의 통계량도 확인하

는 등 최적의 모형을 추정한다.

2. 기존연구 검토

과거 음식점에 대한 정보 획득은 한정된 지역 내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시각적 인지를 통하여 얻거나 가까운 

지인의 소개 내지는 입소문 등 구전을 통해 획득하 다. 

또는 길가에 위치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거나 교통망으

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선택하는 경향

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온라인상에 남긴 리뷰를 검색한 후 방문을 결정하

며, 특히 이미지 기반 SNS의 향을 크게 받고 있다(Kimes, 

2011; 이금숙 외, 2012; 이해 , 2012; 윤혜정 외, 2015). 실

제로 SNS 이용 추이 및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18), 조사 응답자(9,426명)의 48.2%

(4,546명)가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 고, 이는 2011년

(16.8%) 대비 31.4%p.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조사(2011∼

2019년) 기간에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낸 2014년(39.9%)

은 2013년(31.3%) 대비 8.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을 기점으로 SNS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김윤화, 2019).

또한, 낯선 지역에 있어도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기능을 

통해 그 주변의 음식점을 자동으로 검색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로 인한 통행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Hubers et al., 2008). 기존과 달리 물리적 접근성이 떨

어지는 음식점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음

식점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새로운 소비 중심지로 발전

되기도 하 다(노정희 외, 2014; 이일섭 외, 2018).

이렇듯 소비 행태의 변화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교통망

으로 주어지는 물리적 접근성을 근간으로 구축된 기존의 

입지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업 입지의 양상이 전개되

고 있다(이금숙, 2004). 특히 음식점은 사람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의식주의 하나인 먹는 문제와 직결되어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밀착된 업종 중 하나로 지역경제와 경관 및 지

역성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음식점은 개업과 

폐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업종의 하나로(이금

숙·박소현, 2019), 온라인의 향이 골목상권의 쇠락 및 

소매점의 폐업이 늘어나는 현상과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

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이강배, 2019; 상가정보연구

소, 2020).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 적 어려움과 맞물린 문

제이기도 하므로 생존하여 업 중인 음식점은 물론 개·폐

업한 음식점의 입지와 분포에서 발견되는 공간적 특징 및 

이에 작용하는 지리적 속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음식점의 분포 및 입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점의 공간적 분포양상 및 교통량, 도로, 인구 및 산업 등 

물리적 인프라와의 관계를 통해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연

구가 중심을 이뤄왔다(유경훈·이승일, 2017; 정기현·권

지훈, 2018; 김동준 외 2018, 2019; 김현철·이승일, 2019; 

이정란·도난 , 2019). 최근 들어 음식점의 입지분포에 나

타나고 있는 변화, 특히 SNS 등 온라인에서 획득한 정보와

의 관계 등을 논하는 연구가 소개되고 있으나(한상후·최재

필, 2016; 김주일, 2018), 특정 가로(길) 또는 일부 중소도

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거나 횡단면 시점의 입지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그쳐 음식점 입지의 시계열적 변화 양

상과 그 변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

라 할 수 있다.

3. 음식점 분포 변화 및 공간적 특성

현재(2019년 12월 기준) 업 중인 전국의 음식점 수는 

총 821,629개이며 서울시를 소재지로 하는 음식점은 총 

156,374개(19.03%)로 음식점 5개 중 1개는 서울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은 최근 10년간 서울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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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개업과 폐업, 그리고 업 중인 음식점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에 서울시에 분포하는 음식

점은 개․폐업이 모두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개업하는 음식

점이 좀 더 증가 추세를 보인다(그림 1-가). 그림 1의 (나)는 

연도별 업 중인 음식점의 수와 증감률을 나타낸 것으로 

증감률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3.7%로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증가 폭은 완만해지지만, 개업이 

폐업보다 많아 업 중인 음식점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나

타낸다. 전년 대비 개업의 증가 폭이 가장 큰 해는 2014년

(18.3%)이며, 폐업은 2015년(14.8%)에 가장 높았다. 2019

년에 개업과 폐업한 음식점은 각각 19,834개, 17,092개로 

집계된다. 그림 2의 (가)와 (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시기별 개업하거나 폐업한 음식점의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

며 (다)의 경우는 2019년 현재 생존하여 업 중인 음식점 

가운데 개업한 시점이 2009년 이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의 분포도를 나타낸다. 2019년 기준 업 중인 음식점 156,

374개 중에서 인허가 신고 연도부터 2008년까지 개업하

여 업 중인 음식점은 52,612개(33.65%)이고, 2009년

부터 개업하여 업 중인 음식점은 103,762개(66.35%)로 

집계된다. 업 중인 음식점 가운데 업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에 개점과 폐점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최근 10년 내 개업하여 살아남은 

음식점들은 기존의 위치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으로 확장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음식점의 위치(point) 데이터를 동별(polygon) 

자료로 변환하여 2009년에서부터 5년 단위로 2009년, 2014

년, 2019년 세 시점의 서울시 음식점의 입지분포에 나타나

는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3). 이 기간에 서울시 행정동별 

업 중인 음식점의 수는 역삼1동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

으로 집계된다. 그 뒤로 서교동, 종로1·2·3·4가동, 여의도

동, 신촌동, 명동 등이 상위지역으로 산출된다. 둔촌1동, 

잠실7동, 상계10동, 하계2동, 돈암1동 등은 하위지역으로 

산출된다. 음식점 개업 수도 3개년 모두 서교동, 역삼1동, 

종로1·2·3·4가동 등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9

년에는 가양1동, 문정2동 등이 새롭게 개업 신고가 많은 최

상위 지역으로 집계되었고, 2014년부터 삼성1동도 개업 

상위지역으로 산출된다.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등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음식

점의 분포도가 높고,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갈

수록 음식점의 분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음식점의 폐업 

수는 2009년과 2014년만 하더라도 개업과 업 중인 음식

점의 상위지역인 서교동, 역삼1동, 등포동, 여의도동, 신

촌동 등에서 폐업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위와 비슷하나 개업과 업 중인 음식점의 수가 여타 행정

동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포4동(129개), 서강동(115개), 

이문1동(68개) 등의 지역에서 폐업 신고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지역은 개업보다 폐업 수가 월등히 높은 지역

이다. 해당연도별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지역 수는 2009년 

111개, 2014년 66개, 2019년 117개로 집계된다. 2014년은 

(가) (나)

그림 1. 서울시 연도별 개ㆍ폐업 및 영업 중인 음식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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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개업한 음식점이 큰 폭으로 증가한 해로 이에 따

라 증감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관측된다. 특히 가

양1동(5개→24개→173개), 을지로동(-13개→26개→

87개), 문정2동(12개→39개→75개) 등은 3개년 모두 증

가분이 상승한 지역으로 산출된다. 2019년에는 2009년, 

2014년에 폐업보다 개업이 많아 증가분이 매우 높았던 

등포동, 여의도동, 신촌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개업보다 폐

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교동(123개→251개

→-120개)은 2019년에 음식점 개업 대비 폐업이 가장 많

은 지역으로 산출된다.

SNS상에서 인기 있는 음식점(2019년 9월 기준)은 총 

1,446개로 이들 음식점에 대한 리뷰는 총 156만여 개가 방

문 후 작성, 집계되었다. 행정동별 SNS 맛집 리뷰 수를 토

대로 상위지역을 산출한 결과 역삼1동, 서교동, 논현2동 등

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맛집 수에서도 상위지역

에 해당한다. 행정구별로 총합한 결과에서도 강남구(40만 

개), 마포구(23만 개), 종로구(15만 개) 등의 순으로 리뷰 수

가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모두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으로(조윤설·조택열, 2019), 이들 지역 음식점에서의 

장소 소비는 후에 방문 리뷰 작성으로 이어져 온라인상에

서 음식점 정보 검색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음식

점보다 검색순위 상 우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표 1).

(가) 개업 (나) 폐업

(다) 업 중

그림 2. 서울시 기간별 개ㆍ폐업 및 영업 중인 음식점 위치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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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커널밀도추정법(KDE)을 활용하여 음식점의 

시기별 분포에서 나타나는 군집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

다. 가중함수는 사차커널함수(quartic kernel function)

를 활용하여 각 음식점 위치에서 거리에 기반을 둔 가중치

를 추정하 고, 이를 위한 밴드 폭(bandwidth)은 실버만

의 원리(Silverman’s rule of thumb)6)를 적용하여 산출

하 다.

그림 4의 (가)는 지난 10여 년간 세 시점의 업 중인 음식

점 분포의 밀집 양상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2019년 음식

점 중 SNS 맛집 분포의 밀집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에 분포하는 음식점 수는 1km×1km 격자 내 평균 갯수와 

최댓값 모두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에 소재하는 음식점의 경우 1km2 당 평균 157개가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인 곳은 약 2,775개가 분포하는 것

으로 산출된다. 이들 음식점 중 SNS상의 인기 맛집은 1km2 

당 약 0.8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 73개가 분포

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서울 전역에 걸쳐 음식점의 밀집도

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음식점의 분포도가 높았던 

종로1·2·3·4가동, 명동, 을지로동 등의 종로구-중구의 

도심 일대와 역삼1동, 신사동, 서초4동 등이 속한 강남 일

대, 연남동, 서교동 등이 있는 마포구 등을 중심으로 음식점

의 밀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음식점 중 SNS 맛집도 이들 

2009 2014 2019

업중

개업

폐업

개·폐업 

증감

그림 3. 서울시 연도별 행정동별 음식점 분포

주: 개·폐업 증감은 개업에서 폐업을 뺀 수를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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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업무지역과 상업 밀집지를 중심으로 높은 밀도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2). 실제로 이들 지역의 동별 

면적 대비 맛집의 밀도를 살펴보면 종로1·2·3·4가동(27

개/k㎡), 이화동(22개/k㎡), 혜화동(17개/k㎡), 명동(3

5개/k㎡), 을지로동(23개/k㎡) 등이 속한 종로구-중구와 

신사동(84개/k㎡), 역삼1동(49개/k㎡), 압구정동(13개/

k㎡)이 속한 강남구, 서교동(80개/k㎡), 연남동(59개/k㎡), 

서강동(20개/k㎡) 등이 있는 마포구 등에서 맛집의 밀집

도가 높은 것으로 산출된다. 그 밖에 용산구 이태원1동(68

개/k㎡), 서초구 서초4동(31개/k㎡) 등도 음식점 중 SNS 

맛집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위도 좌표 위치 데이터를 동별(polygon)로 집

계 전환하여 인접 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공간가

중치는 행정동별 1차 이웃을 기준으로 정의하 고, 산출한 

모란지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서울시 소재 음식점은 모두 정(+)의 상관성을 가지

며 이웃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업 중인 

음식점 간의 상관관계는 소폭이지만 점차 더 강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 폐업하는 음식점의 모란지수 값도 증가세를 

나타내 인접한 지역 간에 미치는 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4. 음식점 분포에 작용하는
지리적 변수와의 관계

업 중인 음식점과 음식점의 개업과 폐업에 미치는 온·

오프라인의 향을 실증 분석한다. 인구 및 경제적 지표 

등 지리적 속성과 온라인 속성으로 SNS의 향을 반 하

는 지표를 설명변수로 구성하 다. 앞서 커널밀도추정값

과 모란지수 값을 통해 서울시에 분포하는 음식점에 대한 

공간자기상관성과 군집성을 파악하 다. 이에 본 절에서

는 일반선형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뿐만 아니

라 공간자기상관성을 고려하는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또는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의 통계

를 확인하여 최적의 모형을 추정한다.

분석에 투입될 변수는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상위지역 리뷰 수

1 역삼1동(강남구) 122,948(7.88%)

2 서교동(마포구) 115,588(7.41%)

3 논현2동(강남구) 111,267(7.13%)

4 신사동(강남구) 59,236(3.80%)

5 종로1·2·3·4가동(종로구) 56,314(3.61%)

6 명동(중구) 41,785(2.68%)

7 이태원1동(용산구) 39,182(2.51%)

8 화양동(광진구) 33,938(2.17%)

9 한남동(용산구) 33,422(2.14%)

10 연남동(마포구) 32,724(2.10%)

주: 괄호는 전체 리뷰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표 1. SNS 맛집의 방문 리뷰 수 상위지역(2019.9.30.) 

2009 2014 2019

(가) 음식점 (나) SNS 맛집

그림 4. 서울시 연도별 (가)영업 중인 음식점 및 (나)맛집의 커널밀도추정(KDE) 결과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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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이 매우 높은 변수들은 제외 처리하 고, 일반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변수만

을 추출하여 구성하 으며(표 4), 추가로 다시 분산팽창지

수(VIF) 및 Multicollinearity Condition number(30 미

만) 진단(Anselin, 2005)을 통해 최종으로 투입한 설명변

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비교적 낮음을 재확인하 다(표 5).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로 먼저 음식점의 구매력을 측

정할 수 있는 인구 특성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생활인

구의 속성 지표인 주간인구, 그리고 인구구성의 변화를 고

려하여 1인 가구의 분포 등을 변수로 투입하 고, 경제활

동 지표로 사업체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총종사자와 업

체 대비 종사자의 평균 수를 투입하 다. 입지 특성을 측정

하는 변수에는 음식 소비와 함께 상품 구매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종

사자를 투입하 고, 음식점이 소재하는 곳에 인접한 전통

시장의 향을 파악하고자 전통시장의 규모와 음식점 접

근성 지표로 공공 및 사설 주차장의 규모 등을 변수로 투입

하 다. 음식점 운  특성으로 대표자의 연령대 및 프랜차

음식점 SNS 맛집

2009 2014 2019 2019

최댓값 2157.24 2414.38 2774.66 72.96

평균값 127.35 139.75 156.63 0.84

자료: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

표 2. 서울시 행정동별 음식점 군집 추이: 커널밀도 추정치(KDE) (단위: km2)

2009 2014 2019

업 중 0.247(0.000) 0.276(0.000) 0.286(0.000)

개업 0.241(0.000) 0.248(0.000) 0.246(0.000)

폐업 0.200(0.000) 0.214(0.000) 0.262(0.000)주:

주: 괄호 값은 p-value를 의미함

표 3. 서울시 행정동별 음식점 군집 추이: 모란지수(Moran’s I)

구분 변수 내용 자료 출처

종속변수 1 영업 중인 음식점 수(2019)

행정안전부  인·허가데이터종속변수 2 개업한 음식점 수(2009∼2019)

종속변수 3 폐업한 음식점 수(2009∼2019)

설명

변수

오프라인 

요소

거주인구(2019), 주간인구(2015), 1인 가구(2015) 

서울공공데이터총종사자수(2017), 평균종사자수(2017),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2018)

전통시장 면적(2017), 주차장면 수(2018)

업체 대표자 연령대 수(2015),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2015)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요소

SNS상 맛집 수(2019.9) 네이버플레이스

음식점 검색관심도(2018.11.4.∼2019.11.17.) 네이버데이터랩

지역 검색량“oo동”(2019.12) : PC+모바일 

맛집 검색량“oo동맛집”(2019.12) : PC+모바일
네이버키워드조회(SURF)

표 4. 최종 투입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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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가맹점도 변수로 투입하 다.7) 다음으로 SNS의 향

을 반 하는 온라인 지표로 N사의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음식점 방문 리뷰 수에 따라 추출한 맛집 수 및 데이터랩에

서 제공하는 서울시 동별 음식점 검색관심도에 대한 추정

치를 투입하 다.8) 그리고 N사의 키워드 조회에서 제공하

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검색한 행정동별 “oo동맛집”검색

량과 “oo동”검색량을 투입하 다.9)

모형1. 업 중인 음식점 분포에 향을 미치는 변수의 

공간 자기상관성을 진단한 결과, Lagrange Multiplier lag, 

Lagrange Multiplier error 통계량 모두 유의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추가로 Robust LM 통계량을 진단한 결과, 공

간시차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시차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 다. 반면에 모형2. 2009∼2019년 동안 

개업한 음식점 분포에 향을 주는 변수와 모형3. 2009∼

2019년 동안 폐업한 음식점 분포에 향을 미치는 변수의 

공간자기상관성에서는 Lagrange Multiplier lag 값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시차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택

하 다. 그 밖에 오차항의 비정규성과 이분산성을 나타내

는 Jarque-Bera 검정 Breusch-Pagan 검정, Koenker

-Bassett 검정, White 검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6). 결정계수(R2) 값은 각각 약 93%(모형

1), 91%(모형2), 74%(모형3)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

며, 전반적으로 일반선형회귀모형에서 공간오차모형과 

공간시차모형으로 갈수록 로그우도(log likelihood)값은 

높아지고 AIC, SC 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모형의 적합성은 

향상되었다. 따라서 업 중인 음식점의 입지와 음식점의 

개업과 폐업 분포에 미치는 온․오프라인의 향을 추정한 

결과는 공간시차모형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 다(표 7).

업 중인 음식점의 분포는 총 종사자(+), 평균 종사자

(-),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프랜차이즈가맹점(+), 전

통시장(+), 음식점 대표자의 연령대가 20대 이하(+), SNS 

구분 1/VIF VIF

거주인구 0.29 3.42

1인 가구 0.54 1.84

주간인구 0.73 1.38

총종사자 0.24 4.20

평균종사자 0.48 2.08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0.10 9.68

대표자연령(20대 이하) 0.48 2.08

프랜차이즈가맹점 0.90 1.11

전통시장 면적 0.13 7.49

주차장면 수 0.31 3.23

SNS 맛집 수 0.82 1.23

음식점 검색관심도 0.20 4.88

지역 검색량: “oo동”(pc+모바일) 0.13 7.71

맛집 검색량: “oo동맛집”(pc+모바일) 0.15 6.76

Multicollinearity Condition number 22.14

표 5. 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구분 모형1 (영업 중) 모형2 (개업) 모형3 (폐업)

Lagrange Multiplier (lag) 16.59*** 7.86*** 5.35***

Robust LM (lag) 11.67*** 5.80*** 11.11***

Lagrange Multiplier (error) 6.62*** 2.45*** 0.43***

Robust LM (error) 1.69*** 0.38*** 6.19***

Lagrange Multiplier (SARMA) 18.28*** 8.25*** 11.53***

Jarque-Bera Test 6121.19*** 3255.73*** 155.41***

Breusch-Pagan Test 1455.56*** 1116.53*** 359.02***

Koenker-Bassett Test 143.08*** 146.65*** 155.33***

White Test 344.22*** 347.58*** 333.37***

주: p-value: ***<0.01, **<0.05, *<0.1

표 6. 공간통계모형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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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indep.

모형1 ( 업 중) 모형2 (개업) 모형3 (폐업)

OLS SLM SEM OLS SLM SEM OLS SLM SEM

상수항
47.85** 26.83 41.45 -1.14 -13.30 -0.64 32.25 13.41 32.47

(2.02) (1.15) (1.64) (-0.04) (-0.45) (-0.02) (0.79) (0.33) (0.83)

오프

라인

특성

거주인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8) (-0.02) (-0.48) (-1.83) (-1.73) (-2.03) (0.95) (1.09) (1.00)

1인 가구 
0.00 0.00 0.00 0.01 0.01 0.01* 0.00 0.00 0.00

(0.69) (0.42) (0.97) (1.60) (1.42) (1.71) (0.42) (0.23) (0.44)

주간인구(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4) (-0.59) (0.62) (1.86) (0.98) (1.87) (0.60) (0.08) (0.58)

총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51) (3.51) (3.13) (-2.14) (-2.18) (-2.21) (0.29) (0.31) (0.32)

평균종사자수 
-2.11 -3.80* -3.22 -2.02 -3.13 -1.86 0.33 -0.49 0.11

(-0.90) (-1.67) (-1.42) (-0.68) (-1.08) (-0.64) (0.08) (-0.12) (0.03)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5.63) (5.59) (5.54) (5.89) (5.97) (5.98) (3.90) (3.95) (3.97)

대표자연령

(20대 이하) 

7.95*** 7.68*** 7.89*** 10.47*** 10.15*** 10.34*** 9.36*** 9.11*** 9.38***

(9.07) (9.07) (9.20) (9.45) (9.37) (9.48) (6.20) (6.17) (6.36)

프랜차이즈가맹점 
1.74*** 1.82*** 1.77*** 1.46*** 1.54*** 1.49*** 0.58 0.64 0.59

(7.20) (7.79) (7.52) (4.76) (5.16) (4.98) (1.40) (1.57) (1.45)

전통시장 면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87) (2.65) (2.39) (-0.22) (-0.30) (-0.12) (-1.68) (-1.69) (-1.82)

주차장면 수 
0.00 0.00 0.00 0.02*** 0.02*** 0.02*** 0.00 0.00 0.00

(1.01) (1.17) (1.62) (7.05) (7.14) (7.14) (1.33) (1.28) (1.39)

온

라인 

특성

SNS 맛집 수 
6.33*** 5.94*** 6.10*** 10.18*** 9.82*** 10.03*** 6.59*** 6.30*** 6.63***

(7.76) (7.51) (7.71) (9.86) (9.72) (9.92) (4.69) (4.58) (4.81)

음식점 

검색관심도

0.23 0.28 0.30 -0.06 -0.02 -0.05 0.34 0.37 0.32

(1.29) (1.63) (1.59) (-0.25) (-0.09) (-0.21) (1.12) (1.25) (1.09)

지역 검색량: 

“oo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58) (-0.50) (-0.57) (-1.98) (-1.95) (-2.01) (-0.40) (-0.31) (-0.47)

맛집 검색량: 

“oo동맛집”

0.00* 0.00 0.00* 0.01*** 0.01*** 0.01*** 0.00 -0.00 0.00

(1.96) (1.63) (1.81) (3.57) (3.38) (3.57) (0.21) (-0.04) (0.29)

spatial lag coeff. (δ) - 0.10*** - - 0.08*** - - 0.10** -

spatial error coeff. (λ) - - 0.23*** - - 0.12 - - -0.06

R-squared 0.92 0.93 0.92 0.91 0.91 0.91 0.74 0.74 0.74

log-likelihood -2552.52 -2544.49 -2548.74 -2651.78 -2647.95 -2650.57 -2782.54 -2780.08 -2782.30

AIC 5135.04 5120.98 5127.48 5333.56 5327.91 5331.14 5595.08 5592.15 5594.61

SC 5195.75 5185.74 5188.19 5394.27 5392.67 5391.85 5655.79 5656.91 5655.32

주 1) p-value: ***<0.01, **<0.05, *<0.1

 2) 괄호 값은 t-value를 의미함

표 7. 음식점 영업 및 개업, 폐업 분포의 영향 요인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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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의 분포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즉, 

업 중인 음식점의 입지에는 업체 대비 종사자가 평균 이

상으로 많고, 음식점 인근에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종사자가 

많으며, 전통시장이 있어 접근 수요가 발생하고, SNS에서 

인기 있는 맛집이 밀접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점 대표자의 연령대가 20대 이하인 음식점이 많

으며, 음식점 가운데 프랜차이즈가맹점도 많은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간 개업한 음식점의 입지에는 거주인구(-), 총 

종사자(-),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 대표자의 연령대가 20대 이하인 음식점(+), 그리고 

SNS 맛집(+)의 분포가 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소

비자가 PC와 모바일을 통해 음식점이 소재하는 지역(“oo

동”)에 대해 검색한 양에는 부(-)의 향을 “oo동맛집”을 

검색한 양에는 정(+)의 향을 받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반

대로 10여 년간 폐업한 음식점의 입지분포에는 도매 및 소

매업 종사자(+), 대표자 연령대 20대 이하인 음식점(+), 

SNS 맛집(+)의 분포가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식점 개업이 많이 이뤄진 곳은 음식점 인근에 도소매업 

관련 종사자가 많고, 음식점 가운데 SNS에서 인기 있는 맛

집이 많으며, 소비자가 음식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SNS

에서 지역 맛집을 많이 검색한 곳, 그리고 음식점 대표자의 

연령대가 20대 이하인 음식점이 많고, 프랜차이즈가맹점

도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갖지만, 이러한 특성 중 일부 요인은 

곧 음식점 폐업에도 향을 미치는 양면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개의 모형 추정을 통해 음식점 개·폐업에서 생존 업 

중인 음식점이 되는 데 있어 음식점 주변에 유사업종인 도

소매 관련 활동인구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경제활동

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야 함을 엿볼 수 있으며, 개업과 

폐업, 생존 업 중인 음식점은 모두 20대 연령대의 음식점 

대표자와 강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

의 경우 타 업종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20대에서도 신규 

개업이 늘고 있지만, 경험 부족과 경쟁 심화 등으로 폐업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10)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0

년을 전후로 현시점까지 음식점의 입지분포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음식점 입지분포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 다. 이를 위해 개·폐업한 음식점 

및 생존하여 업 중인 음식점과 SNS 맛집이라 불리는 음

식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음식점 관련 정보검색량 등 온

라인의 향력도 반 하는 실증 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음식점은 2009∼2019년 동안 개업

과 폐업 모두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신규 개업

하는 음식점이 좀 더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업 중인 음식점

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고, 서울 외곽으로도 점

차 입지 분포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음식점과 SNS 맛집의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의 

점(point) 분포 패턴에서 나타나는 군집성의 변화를 분석

한 결과, 지난 10여 년간 서울 전역에 걸쳐 음식점의 밀집도

는 높은 가운데 점차 더 높아진 것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중심업무지역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음식점의 

밀집도가 높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음식점의 밀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SNS 인기 맛집도 오피스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점

과 SNS 맛집 모두 인접한 지역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맺으며 군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한 

음식점과 이웃한 지역에 소재하는 음식점 간의 상관관계

는 점차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출되었다.

생존하여 업 중인 음식점과 개업 및 폐업한 음식점의 

입지분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공통으로 

음식점 주변에 유사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와 SNS 

인기 맛집의 분포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또

한, 개업과 폐업, 생존 업 중인 음식점 대표자의 연령대

는 모두 20대 이하와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개업한 음식점 입지의 특성 중 일부는 폐업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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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에도 향을 미치는 양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음식점 개․폐업에서 생존 

업 중인 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점 주변에 도소매 관

련 활동인구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경제활동에 종사

하는 인구 요인이 더 밀접한 향을 주며, 음식점 소비에 

대한 구매력은 거주하는 인구의 속성보다는 전체 종사자

와 도소매업 종사자 등 경제 및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 

요인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폐업한 음식점의 경우 그 공간 효과로 이웃 

지역의 음식점 폐업에 미치는 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폐업이 높은 지역 또는 개업 대비 폐업이 

높은 지역 등 폐업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연쇄적

인 폐업을 막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타 업종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 개업의 20대 이하 향력이 컸지만, 

반대로 음식점 폐업과도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무분별한 정책적 뒷받침이 아닌 이들 연령대를 대상으

로 하는 별도의 전략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본 연구는 물리적인 입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온라

인의 향을 파악하고자 이를 계량화하여 분석 모형에 투

입하 고, 결과적으로 PC와 모바일 등에서의 정보검색이 

특히 음식점 개업에 향력을 끼침을 확인하 다는 점에

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방대한 온라인 데이터를 지역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한 정제 및 시계열 구성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그 범위가 다소 짧은 것은 한계로 지적되

며, 음식점 정보 획득에 있어 개인, 가구, 그리고 시기별, 

휴대 가능성 등에 따라 PC와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이용행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

하고 PC와 모바일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등 추후 작업으

로 더욱 면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정보통신매체와 결합하여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소비/장소선택/통행 등에 나타나

는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제지리의 상업 입지 이론체

계를 재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
1)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개방 사이트(local-

data)의 음식점 자료 중 서울시 소재 음식점 주소 데이터를 

추출하 다. 여기서 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구분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은 한식, 중식, 분식, 횟집, 탕류 

등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가 허용

되는 업소를 말한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또는 공항 등에서 음

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며,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

를 지칭한다.

2) 서울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방문 시 주된 정보의 획득 

경로에 관해 온라인 설문 조사한 본 연구팀 분석 결과에 따르

면, N사, D사 등 포털사이트(54.38%)를 통해 음식점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한다고 답하 다(이금숙, 2020).

3)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oo구맛집”을 

검색할 경우 연결되는 음식점 전용 제공 웹인 N사의 “플레이

스”에서 소비자들이 음식점 방문 후 남긴 블로그와 예약 리뷰 

수의 합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음식점 목록 중 상위 음식점을 

맛집으로 선정하 다. 플레이스에서는 방문 리뷰 수 순으로 

행정구별 총 300위까지 맛집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최하위인 

300위 리뷰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2019.9.30.)로 이

를 기준으로 나머지 행정구의 맛집 수를 추출하 다. 즉, 강남

구의 300위 리뷰 수는 516개로 집계되어 이를 기준으로 놓고

(300위-516개) 행정구별 기준 및 그 이상으로 집계되는 리뷰 

수(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마포구(276위-517개), 

종로구(167위-516개), 용산구(115위-517개), 양천구(8위-

655개), 강북구(6위-552개), 도봉구(3위-621개) 등의 순으

로 행정구별 동별 맛집의 수 및 리뷰 수를 집계하 다. 검색 

후 집계된 자료 중 일부 업소명과 소재지 간의 정보 불일치 

및 폐업 등에 따른 검색 불가능, 맛집의 순위와 리뷰 수 순위 

간의 불일치 등 불확실성을 보이는 9개 음식점 정보는 자료 

재구성 시 삭제하 다.

4) 한정된 공간(S)에서 개의 객체(event)인 위치(point)가 독

립적일 때 객체(event)의 강도는 다음의 수식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는 커널함수, 는 밴드 폭(bandwidth)으로 평활화 

계수(smoothing parameter), 는 개별 음식점의 위치를 나

타낸다.

  







5) 모란지수는 다음의 수식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은 단위 지역

의 수, 와 는 , 지역에서 나타나는 속성값, 는 전체 

지역의 평균값, 는 지역과 지역 간의 공간 관계를 나타내

는 근린가중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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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음식점업 및 주점업종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 조사 결과에 의

하면, 서울시 소재 음식점의 20.5%가 프랜차이즈가맹점이

고, 가맹점의 90.3%가 1인 사업자로 나타났다(경제총조사, 

2015). 설명변수로 프랜차이즈 비가맹점도 투입하 으나 종

속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이 높아 변수 선정 시 제거되었다.

8) 음식점 검색관심도는 N사에서 매일 발생하는 검색어와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낸 값이다. 검색관심도는 조회 기간 

내 최대 관심도를 100으로 표현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 

지표로 상위 10개의 법정동만 그래프와 수치로 제공해주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기간(2018.11.04.∼2019.11.17.)

에 해당하는 음식점 관심도 값의 합계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 

분석에 활용하 다. 단, 제공되는 법정동 값을 행정동으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지역(관철동·관훈동·인사동 

·청진동=종로1·2·3·4가동 등)의 관심도 값은 100을 넘는다.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에 따르면, PC와 모바일의 인터

넷 이용은 모두 대형 포털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조사 기

간 이용자가 방문한 웹페이지는 PC(약 3,700개)와 모바일(약 

2,000개)에서 다소 차이가 관측되었다. 특히 모바일의 경우 

검색어의 대부분이 뉴스나 날씨 검색과 관련된 단어를 조회했

지만, PC에서는 주로 포탈에서 타 웹사이트의 주소를 검색하

여 이동하는 패턴을 상당 부분 보인다고 파악하 다. PC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모바일에서는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바일 기기의 웹페이지 이용은 

단순 뉴스 및 정보 검색이 주를 이룬다고 하 다. 그런데 한국

인터넷진흥원(2018)의 조사에 따르면 기기별 인터넷 활동 가

운데 PC(87.5%)와 모바일(94.0%) 모두 자료 및 정보 획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이용행태가 다소 상이하

고 각각 음식점 입지에 미치는 향력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

로 판단하여 변수 구성 시 정보 검색량을 PC, 모바일, 그리고 

합계(PC+모바일)로 투입하 으나, PC와 모바일 검색량을 

합한 변수만이 통계적 유의수준을 만족하며 최종 변수로 추

출, 선정되었다.

10)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

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한 비율은 2019년 10.0%

로 전년(3.6%)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청년사회·경

제실태조사, 2019). 음식점 창업의 경우 2012년 대비 2017년 

20대(6.2%→8.8%), 30대(17.1%→26.6%)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가 나타났고, 음식점 대표자의 연령대도 2012년 대비 2017

년 20대(3.2%→4.2%)와 30대(17.1%→18.2%)의 연령대에

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2030세대를 위한 창업 관련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이

로 인해 청년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음식점 신규 개업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률 또한 창업업종 중 

음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김준호·김형중, 2019), 

서울시 소재 운  중인 음식점의 17.8%(2017)는 창업 1년 미

만으로 타 사업체보다 신생사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

참고문헌

김동준·김기중·안 수, 2018, “장기생존 상업 입지의 공간적 

특성연구: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

로,” 국토계획 53(2), pp.161-181.

김동준·이창효·이승일, 2019, “서울시 발달상권과 골목상권

의 일반음식점 생존 특성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지 54(5), pp.76-90.

김윤화, 2019,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

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STAT Re- 

port 19(10), pp.1-9.

김주일, 2018, “SNS등 모바일 인터넷 매체의 활성화가 이용

자의 장소선택과 요식업체 입지분포에 미치는 향: 

경주, 포항 요식업체의 최근 입지패턴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4), pp.125-138.

김준호·김형중, 2019,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

업자 창업과 폐업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

지 20(10), pp.2035-2044.

김현철·이승일, 2019, “서울시 골목상권 매출액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1), pp. 

117-134.

노정희·전수현, 2014, “왜 외식소비자들은 페이스북에 후기

를 작성하는가?: 후기작성 동기와 그 동기가 기억재

구성으로 인해 끼친 인식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14(8), pp.416-430.

노화봉·정남기, 2016,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폐업 자

업자 정책 비교 분석,” 질서경제저널 19(1), pp.69- 

84.



온라인 정보검색과 음식점 입지에 나타나는 변화: 서울시를 사례로 69

상가정보연구소, 2020, 부동산 시장 동향.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유경훈·이승일, 2017,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음식점업 집적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지

역개발학회지 29(2), pp.189-209.

윤혜정·최지연·이중정, 2015, “부정적 후기가 음식점 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 스마트폰 맛집 추천 앱을 중심

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 pp.418-426.

이강배, 2019, “온라인 거래의 증가가 지역 소매 상권에 미치

는 향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25(2), pp.54-95.

이금숙, 200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출판업의 입지 및 물

류체계에 나타나는 변화,” 로지스틱스연구 12(2), 

pp.111-133.

이금숙, 2020, 식품구매행태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조사, 2020.01.30.∼02.04.), 성신여자대학교 

경제지리연구실.

이금숙·서위연·채지민, 2012, “지역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정보와 지역 경제경관의 변화: 서울 북촌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2), pp.206-227.

이금숙·박소현, 2019, “업종별 창업 및 폐업의 지리적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2), pp.178-195.

이일섭·김경규·이애리, 2018, “SNS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트렌드 중심지 도출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 방법론 

연구: 인스타그램 데이터 활용 공간분석을 중심으

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20(2), pp.63- 

85.

이정란·도난 , 2019, “브랜드가 점포의 생존 및 폐업에 미

치는 향: 서울 주요상권 내 음식점을 중심으로,” 부

동산학연구 25(1), pp.49-62.

이해 , 2012, “맛집 리뷰 정보의 특징에 따른 온라인 이용자 

반응 분석,” 한국외식산업학회지 8(2), pp.7-23.

정기현·권지훈, 2018, “도시 공간구조와 음식점의 공간적 분

포 간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

회논문집 20(2), pp.69-76.

조윤설·조택연, 2019, “시대변화에 따른 세대별 공간 가치추

구 변화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4(3), 

pp.39-58.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index.do).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상후·최재필, 2016, “SNS를 통한 상업가로의 경험 인지 방

법론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 

(1), pp.55-56.

Anselin, L., 2005, Exploring Spatial Data with GeoDa a Workbook, 

Spatial Analysis Laboratory,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Urbana, IL 61081, 

Available at http://www.geoda.uiuc.edu/pdf/geodawork

-book.pdf.

Choudary, S. P., Parker, G. G. and Van Alstyne, M. W., 2016, Plat- 

form Revolution: How Networked Markets Are Transforming 

the Economy-And How to Make Them Work for You,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Crewe, L., 2000, “Geographies of retailing and consum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pp.275-290.

Evans, D. S. and Schmalensee, R., 2016, Matchmakers: The New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s, Boston: Harvard Busi- 

ness Review Press.

Hotelling, H., 1929. “Stability in competition,” Economic Journal 

39, pp.41-57.

Hubers, C., Schwanen, T. and Dijst, M., 2008, “ICT and tempo-

ral analytical framework and initial empirical finding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9(5), pp. 

528-546.

Kimes, S. E., 2011, “The current state of online food ordering in the 

US restaurants industry,” Cornell Hospitality Report 11(17), 

pp.6-18.

Kosová, R. and Lafontaine, F., 2010, “Survival and growth in retail 

and service industries: evidence from franchised chain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58(3), pp.542-578.

LOCALDATA, (http://localdata.kr/main.do).

Lösch, A., 1954, The Economics of Location, New Haven: Yale Uni- 

versity Press (first German edition, 1940).

Moran. P., 1948, “The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map,”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0(2), pp.243-251.

Silverman, B. W., 1986, Density Estimation for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New York: Chapman and Hall. p.175.

교신: 이금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

대학교 지리학과, 전화: 02-920-7138, 이메일: kslee 

@sungshin.ac.kr



70 이금숙ㆍ박소현ㆍ신혜영

Correspondence: Keumsook Lee, Department of Geography, Sung- 

shin Women’s University, 2 Bomunro 34da-gil, Seongbuk- 

gu, Seoul, Korea, Tel: 82-2-920-7138, E-mail: kslee@ 

sungshin.ac.kr

최초투고일 2020년 02월 14일

수  정  일 2020년 03월 18일

최종접수일 2020년 03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