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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국내든, 해외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를 격려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막으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는 것은 힘들게 되었다. 2020년 9월 서울기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점포2만곳 이상이 폐점되었고, 코로나
19블루로 인해 우울증에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 문제는 서울,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피해입은 전 지역에 대한 문제다. 코로나19의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점포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
를 피어슨, 스피어만, 켄달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코로나19 환자 수와 점포 수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제
시한다.

ABSTRACT
Currently, whether in a domestic or international sphere, many small businesses are suffering due to COVID-19. The
grim reality is that several businesses are shutting down. While the national disaster relief grant was used to contain the
damages by encouraging consumer spending, it has become difficult to prevent closures of small businesses. As of
September 2020, more than 20,000 stores have closed in Seoul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re has also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ith depression caused by the COVID-19 blues. This issue is not only confined to
Seoul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is influencing all other areas affected by the pandemic. As the number of COVID-19
patients increase, the number of open stores is decreasing steadily.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Pearson,
Spearman, and Kendall suggest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VID-19 patients and the number of
stores 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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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와 서울 소상공인 상권의 상관관계 분석

Ⅰ. 서

기까지 크기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입,

론

코 또는 눈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

1.1. 구현동기

며, 이는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과 직접 또는 가까운 접

지금 우리는 뉴스 기사나, 그 외의 많은 매체에서 코

촉을 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2].

로나19사태와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보도하고 있다. 길
거리에 나가봐도 우리는 쉽게 매장들이 사라진 것을 볼

1.3. 국내, 국외 코로나 실태

수 있다. 서울기준 2020년 2분기 점포 수는 2만여개가

2021년 국내 코로나에 감염된 인구는 61,759명, 사망

폐업을 하였다[1].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70%가

인구수는 917명으로 위험한 수준이며, 국가기관에서도

까이 줄어들었다[그림1]. 헬스장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방역에 힘쓰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전 세계 기준 코로나

와 형평성 논란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코

에 발병된 인구는 81,947,506명, 사망 인구수 1,808,041

로나19블루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고, 자살을 하

명으로 WHO 보건기구에 의해 보고되며, 전 세계적으

는 기사를 접하면서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로 COVID19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2].
1.4. 최근동향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등 여러 제약회사에
서 백신을 개발하였고, 접종을 시작하였고, 대한민국도
2021년 11월까지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
로 발표했다. 반면, 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6일 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 각종 부작용과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Fig. 1 Rate of change in sales

1.5. 코로나19로 인한 상권붕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1.2.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코로나19는 SARS-CoV-2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WHO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사례 집단보고
에 이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코로
나19는 이전에 인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다.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19는 마

폐업까지 이어지면서 엄청난 경제타격을 입었다. 전염
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배
달업체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겠지만,
모든 업종들이 배달로 해결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와 같이 팬데믹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업종들이 큰 타
격을 입는지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른기침, 피로감 및 열을 포함한 경미한 증상을 유발하지
만, 일부 노인에게는 열이 증상이 아닐 수 있다. 다른 경
미한 증상으로는 통증과 코 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

Ⅱ. 기존연구

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
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질병에
서 회복된다. 코로나19에 걸린 6명 중 1명이 중병에 걸
리고 호흡 곤란을 겪는다. 코로나19는 주로 감염된 사람
이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할 때 사람 간에 퍼지는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폐업, 개업에
요인을 미치는 것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3-5].
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의 폐업 수를 제시한다.

SARS-CoV-2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바이러스는 감
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말, 노래 또는 심호흡할 때 작
은 액체 입자로 입이나 코에서 퍼질 수 있다. 이 액체 입
자는 더 큰 '호흡기 방울'에서 더 작은 '에어로졸'에 이르
385

2.1. 서울시 최저임금에 따른 업종별 개업 및폐업의 영향
요인 분석
서울시라는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채택하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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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개 소상공인 업종의 변화에 대해 모두 밝히고자
하였으며, 상업지역비율과 도로비율이라는 지리적 특성

Ⅲ. 분석 알고리즘

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업종별 개·폐업률을 관찰

기존에 있던 Pearson 상관계수와 Pearson 상관계수의

한다. 기술통계를 통해 지역구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적

비모수 버전이라 볼 수 있는 Spearman 상관계수, Kendall

특색과 소상공인 생태계 규모의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상관계수, Chi-squared test, 단순회귀분석을 비교해서

점포밀도, 프랜차이즈비율, 개업률, 폐업률의 차이를 확

코로나감염과 점포 수에 관해서 분석한다.

인하였다. 또한, 분산분석을 통해 2017년 2Q와 2019년
1Q 기간 사이 소상공인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발

3.1. Pearson 상관계수

견하였다. 한편, 최저임금의 상승은 인건비 부담을 초래

Pearson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성이 얼마나

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개업률이 감소한다는

강한지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실험결과에서 업종과

변수의 변화에 비례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 선형 관

지역에 따라 그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입증되었

계가 있다. 두 변수 간에 선형성이 강하다는 것은 변수

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유의미하게 폐업률이 상승한 업

들의 관계가 직선에 의해 잘 모델링 된다는 뜻이다[6].

종은 없었으며, 개업률의 감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3.2. Spearman 상관계수
2.2. 지역상권 특성이 자영업자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pearman 상관계수는 단조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된다. 단조성이 좋다는 것은 한 변수의 값의 크기가 커

연구 목적은 개인과 기업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

지면(또는 작아지면) 다른 변수의 크기도 커진다(또는

는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이들 점포가 위치한

작아진다)는 뜻이다.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단조 상

상권 또는 지역 정보가 이들의 신용위험(폐업률)을 설

관성을 가지고,0에 가까울수록 단조 상관성이 없는 것

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

이다[6].

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외식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점포 수 증가율(상권의 성장성), 1년 생존률(상권의 변

3.3. Kendall 상관계수

화도), 5년 생존률(상권의 성숙도), 개업률 등이 이들의

Kendall 상관계수도 단조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폐업률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서비스업은 이

다. 변수는 각각 일치하는 쌍들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에 더해 일반점포 수(상권의 규모)와 유동인구 증가율

쌍들의 수를 가리킨다. 일치하는 쌍들의 수가 많을수록

(상권의 다양성)도 폐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Kendall 상관계수는 1에 가까워질 것이다. Kendall 상관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계수도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단조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0에 가까울수록 단조 상관성이 없는 것이다[6].

2.3. 업종별 창업 및 폐업의 지리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창업 및 폐업에서 나타

3.4. Chi-squared test

나는 지리적 분포 특성과 실제 창업 비중이 높은 생활서

Chi-squared test는 교차분석이라고 불리며 두 범주

비스 및 생활소비와 관련 있는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

형 변수에서 관찰된 빈도가 기대 빈도와 의미 있게 다른

로 세부 업종별 창업과 폐업의 증감에 따른 지리적 분포

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두 범주 형 변수 A, B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분포에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

가 종속 사건인지 독립 사건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기대

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227개 시·

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가

군·구를 대상으로 개인과 법인 형태의 신규창업과 폐업

설 검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많은 표본을 확

의 공간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고, 이 중 100

보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7].

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이 두드러지
는 세부 업종을 추출해 이들의 지리적 증감의 분포 패턴

3.5. 단순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을 살펴보였다.

단순선형 회귀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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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파악,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수집 데이터를 관

4.3. 코로나 이후 점포 수

찰하여 관계식을 만들고, 현재 수집된 데이터의 추세를

코로나19 발생일은 2019년 12월 12일, 우리나라 첫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8].

코로나 발생한 2020년 1월 20일이다. 따라서 가장 눈여
겨봐야 할 데이터는 2019년 9월과 2020년 3월 데이터

3.6. Pearson 및 Spearman, Kendall 계수의 비교

다. 모든 대분류 점포 수들이 줄었다. 6개월 사이에

상관계수란 2개의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

15,627개의 점포 수가 줄었다. 2020년 9월의 점포 수는

표이다. 여기서 r은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모든 상관계

367,534개로 총 39,593개의 점포가 줄었다. 코로나19로

수는 다음을 따른다. 상관계수 r의 범위는 -1< r <1 이다.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표1].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
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움직임이 비슷함을

Table. 1 Number of store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움직임이 역방향으로 비슷하

Category/Date

2019.09.30

2020.03.31

2020.09.30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Sightseeing/
Leisure/
Entertainment

11,613

11,714

9,594

r<0: 음의 상관관계(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Real estate

15,600

15,778

15,226

r이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적다.

Life service

84,809

68,002

64,221

r>0: 양의 상관관계(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r이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Retail

125,767

126,954

117,790

Accommodation

5,305

3,131

2,937

Sprots

167

240

538

하지 않은 관계인 경우, Pearson 상관 계수는 음수이지

Food

132,425

134,041

128,789

만-1보다 크다. 이 경우Spearman 계수는 여전히-1이다.

Academics/
Education

31,441

31,640

29,439

Totality

407,127

391,500

367,534

Pearson =

−1, Spearman, Kendall = −1에 가까울 때,

한 변수가 감소하면 다른 변수가 증가하지만, 양이 일정

Pearson =

−0.799, Spearman, Kendall = −1에 가까

울 때, -1 또는1의 상관 값은 원의 반지름과 원둘레의 관
계처럼 정확한 선형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 값의
실제 값은 완전한 관계를 나타내는 값보다 작다.

표1은 대분류별 점포 수이다. 경우에 따라 스포츠분
야가 생활서비스 분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스포츠
분야의 수가 적게 나왔다.

Ⅳ.실험결과 및 분석

4.4. 코로나 감염자 수와 점포 수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코로나 감염자 수와 점포

4.1. 코로나19 발생 전후 점포 수 변화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발생한 후, 엄청난 전염성 때문

수의 상관관계를 다음의 그림으로 제시한다[그림2, 표2].

에 세계적으로 모든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폐점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울기준 코로나
전후로 점포 수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4.2. 코로나19 이전 점포 수
2019년 3월과 2019년 9월의 점포 수를 관광/여가/오
락, 부동산, 생활서비스, 소매, 숙박, 스포츠, 음식, 학문/
교육으로 대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 6개월 사이, 2019
년 3월 전체 서울 전체 점포 수는 382,245개, 2019년 9월
점포 수는 407,127개로 전체적인 점포 수는 증가하는
추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Fig. 2 Corona Infection and Number of Store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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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algorith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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