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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business survival rates in a gentrified commercial district by comparing early 

movers with late entrants. Using the Hongik University Commerical District, or Hongdae, as a case study, we 

adopt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to compare survival rates between businesses established before 2000 

(early movers) and ones established after 2000 (late arrivers). We compare the business survival patterns in a 

gentrified commercial district (experimental group) to non-gentrified commercial districts (control group) in 

Mapogu. We examine a survival-rate difference between early movers and late arrivers by different industrial 

categories. We finally examine a survival-rate gap between franchise and non-franchised busines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arly movers have lower survival rates than the late arrivers in the gentrified Hongdae 

area, wherea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rvival rates between the early movers and the late arrivers 

in Mapogu. The early movers in daily-life-supporting businesses in Mapogu have even higher survival rates 

than the late-arrivers. In addition, franchised businesses have higher survival rates than non-franchised stores 

both in Hongdae and Mapogu. The results provide statistical and comprehensive evidence of the displacement 

of early movers at a more rapid pace in gentrified areas than non-gentrified aveas, which has been an anecdotal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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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홍대, 상수, 가로수길 등 일명 뜨는 상권의 젠

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경험적, 학술적 이슈 중 하나는 기존 상인과 주민들

의 이탈현상에 대한 논의이다. 기존 상인들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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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영업활동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상업체의 생존율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가설이다. 이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이전부터 영업활동을 영유하고 있던 오랜 

소상인들의 상권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해당 지역 

상권의 업종구성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

기존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체 생존, 폐업 

관련 연구에서는 업종구성의 변화를 상권 차원에서 

관찰하거나 상업체 생존율과 상권 특성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허자연, 2015; 이인성･배재흠, 

2013; 염지혜･양승우, 2014; 윤윤채･박진아, 2016; 

이동현 외, 2020; 최은준 외; 2021). 그러나 젠트리

피케이션으로 인한 상인(또는 상업체)의 이탈과 영

업의 영위라는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이해하

고자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상

업체의 상권진입(entrance)과 이탈(displacement)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초

기 진입 상인(이하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들

의 영업 생존율 변화를 고찰하고, 나아가 업종에 따

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

인들의 영업 생존율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젠

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상업공간에서 관찰되는 

업종변화 현상의 세부적이고 근원적인 기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권의 진입 시기에 

따라 상인 그룹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업공간에서 상

이한 상인 그룹 간의 상호작용과 역할, 젠트리피케

이션의 상인 그룹별 영향에 대해 세분화된 진단을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마포구이다. 젠트리피케

이션으로 인한 상인의 이탈률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

여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로 알려진 홍대 앞 

상권을 실험군으로 설정하고 생존율을 관찰하였다. 

홍대 앞 상권과 그 주변 상권 지역은 공간변화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내 대표지역이다(김수

아, 2013; 강성구 외, 2022). 홍대 앞 상권의 범위는 

김수아(2013)에서 선정한 홍대 앞 대상지를 근거로 

하였다. 실험군과 비교할 대조군의 경우 젠트리피케

이션이 소상인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관

찰할 수 있도록, 홍대 앞과 홍대로부터 파생된 상권

(예: 합정, 상수 등, 3.1 ‘대조군 설정’절의 설명 참조)

을 제외한 마포구 여타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

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 

시기인 201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선

행연구 검토를 통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일반적인 업종구조의 변화 패턴을 이해하고, 홍대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및 심화 과정을 파악한다. 둘

째,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영업신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마포

구 내 대조군 상권과 홍대 앞 상권의 업종변화와 전

체 및 업종별 생존과 폐업에 대하여 고찰한다. 셋째, 

생존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들의 생존율 변화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 기간

(2000-2016년) 동안 고찰한다. 넷째, 상업체 생존율

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천상현 외, 2019), 선

행연구를 통한 업종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상인

과 후기 진입 상인들의 업종별 생존율 차이를 분석

하여 그에 따른 함의를 도출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가설 개발

2.1 선행연구

2.1.1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 사회학자 R. Glass

가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에 중상류층들의 유입으로 

주택의 고급화 등 지역의 성격이 변하는 현상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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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

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원 거주민들의 

비자발적 이주,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모형 등이 기

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이는 주거공간을 위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

근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및 아시아 국가들

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상업･문화공간의 젠

트리피케이션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 신현준･이기웅, 2016; Yoon and Currid- 

Halkett, 2015; Lee et al., 2021). 상업 젠트리피케

이션 또한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과 마찬가지

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이에 따

라 임대료 및 지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상인들의 영

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젠트리

피케이션의 단계에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

적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시기별로 설명하려는 많

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래에 상업 젠트리피케

이션으로 인한 상권변화를 설명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Clay(1979), Kerstein(1990), Hackworth and 

Smith(2001)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

션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박재은(2015)은 주거지역

과 문화예술 특화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설

명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허자연(2015)은 홍대, 이

태원, 가로수길, 삼청동길 등 개별 사례의 상업가로 

변화를 고찰한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상업 젠트리피

케이션 과정을 설명하였다.

Clay(1979)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크게 4단계로 구

분하였다. 1단계에서는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는 소

규모 상류층의 개척자들이 공실인 지역을 개조하여 

진입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진입한 개척차들과 

유사한 집단들이 연쇄적으로 진입하며, 부동산업자, 

개발자들이 지역의 잠재적 이익을 인식하고 투자하

기 시작한다.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전문직의 상

류층이 유입되며, 개선된 지역의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면서 임대료가 급증한다. 마지막 단계

에서는 중산층의 전문가가 유입되며, 이들 간의 주

택 점유 경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더 상승한다. 

Hackworth and Smith(2001)는 뉴욕 주변의 

Clinton, Long Island city, DUMBO(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 3개 지역에서 정

부 개입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을 3

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에서는 낙후된 도심에 정

부의 소규모 투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이후 2단

계에서는 정부의 투자로 지역에 진입한 상류층의 개

척자들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이 감소하며, 주거지

에 기존 주민과 새로운 상류층 주민이 공존한다. 3단

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외부로 더욱 확장되며, 

대규모 자본 및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정부가 2단계 

과정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또한, 노동계급

이 지속적으로 이탈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

한 저항이 감소한다.

박재은(2015)은 홍대 앞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하

여 문화 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분석하였으

며, 주거지역과 문화예술 특화지역의 젠트리피케이

션 단계를 각각 3단계로 구분하고 비교하였다. 재건

축을 통한 낙후지역의 개선과 중산층의 개입을 주거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의 1단계로 보았으며, 문화예

술특화지역에서는 독특한 문화예술공간의 생성 및 

문화 예술인의 유입과 문화예술 공동체가 형성되는 

현상을 1단계로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주거지역

과 문화예술 특화지역 모두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며 

이에 따라 주거비, 지대 및 임대료의 상승 현상이 나

타난다. 주거지역에서는 2단계에서 상업시설의 증

가와 고소득층을 위한 주거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

이며, 문화예술 특화지역에서는 유동인구의 증가, 

대규모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급격한 상업화 현상과 

공공정책의 개입 현상이 나타난다. 3단계에서는 주

거지역과 문화예술 특화지역 모두 상승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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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임대료)으로 인해 기존의 주민들과 문화예

술가들의 이주 현상이 발생한다. 문화예술 특화지역

에서는 예술가들의 이탈 현상으로 문화 공동화현상

과 지역쇠퇴 현상을 보인다. 

허자연(2015)은 기존에 상업가로의 변천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 종합하여 상업가로의 활성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1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료를 기회로 활용한 업체들이 차별화된 상업공간을 

형성하고, 차별적인 장소에 방문함으로써 타인과 구

별 짓기를 원하는 모험적 소비자들이 해당 상업공간

에 방문한다. 2단계에서는 상업공간이 입소문이 나

면서 많은 소비자가 찾아오고, 소비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업종들이 진입하면서 상가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며, 투기

의 목적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3단

계에서는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

본이 적은 업종 및 기존 상인들이 이탈하며, 프랜차

이즈 등의 대자본이 유입된다.

2.1.2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

Zukin et al.(2009)은 New York의 Harlem과 

Williamsburg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점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Harlem은 정부가 주도한 재

개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였고, Williamsburg

는 시장 수요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젠트리피

케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원주민 중심의 가게

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규모 프랜차이즈 상

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점이 증가하였다. 

런던 암스테르담의 Utrechtsestraat과 Javastraat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기존 거주민을 위

한 지역산업 및 서비스업들이 줄고, 기존 거주민보

다 더 부유한 중간층을 주 소비자로 삼는 레스토랑

과 카페 등의 부티크 산업이 증가하였다(Hagemans 

et al., 2015). 

일본 도쿄의 아자부주반 지역 또한 지하철 개통과 

롯폰기 힐스의 재개발로 인해 2000년부터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약국, 일본 전통식 바닥재

인 다다미 상점과 같은 거주민의 생활용품을 파는 

근린상점이 감소하고, 카페와 주점, 레스토랑 산업

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Hattori and Kim, 2015).

Kerstein(1990)은 지역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험

을 자각하지 못하는(risk-oblivious) 계층, 위험 감수

(risk-prone) 계층, 위험 회피적(risk-averse) 계층

으로 나누어 진입계층의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

션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국내의 경우, 삼청동(김봉원 외, 2010; 염지혜･양

승우, 2014), 홍대(진창종, 2013; 박재은, 2015), 가로

수길(이인성･배재흠, 2013), 경리단길(허자연, 2015) 

등을 사례지역으로 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리단길의 상업화로 인해 기존 동네 상점이 구축

(Crowd-out)될 뿐만 아니라, 업주들이 주거용 건물

을 용도 변경하여 입점하면서 기존 거주민 또한 구

축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허자연, 2015). 2008년 

이태원 2동 경리단길에 98개였던 숙박 및 음식점 수

가 2012년에 151개로 증가한 반면, 기존의 철물점, 

쌀집 등의 개인 서비스업 상점의 수는 2008년 71개

에서 2012년에 62개로 그 수가 감소하였으며, 경리

단길의 주민등록인구 또한 2010년에 11,213명에서 

2014년 10,732명으로 감소하였다. 

가로수길에서는 문화가로의 상권이 상업적 확장

기에 이르면서 건물 복층 혹은 전체를 사용하는 대

형 소매･음식점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가로

수길의 독특한 문화 및 장소성의 원동력이 되었던 

소형 상점과 업무면적이 감소함을 보였다(이인성･

배재흠, 2013).



상업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기존 상인의 이탈: 후기 진입 상인과의 생존율 변화 비교

http://lhi.lh.or.kr � 95

2.1.3 본 연구의 독창성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고찰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일어나는 업

종의 변화를 주로 고찰하여 기존 상인과 새로 진입

한 상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유추하고 있다. 상업 젠

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임대료의 상승과 대자본의 

유입에 의해서 기존 상인이 이탈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상인과 신

규 진입 상인들 간의 실제 생존 환경과 생존율의 변

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이동엽 외, 

2020).

본 연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지역 

내에서 기존 상인과 신규 진입 상인들 간의 생존율

의 변화를 장기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화된 상권 내에서 일어나는 기

존 및 후기 진입 상인들 간의 경쟁 다이내믹스가 젠

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과는 다른 양상

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진입 시기가 다른 상인 간 생

존율의 차이가 업종 특성(예: 근린업종, 유흥업종 등)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진입 시기

별, 업종별 상업체의 생존 다이내믹스를 살펴봄으로

써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의 동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아울러, 상업체 생존율의 주요 요인으로 상권- 환

경적 요소(상권 배후/유동인구,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동종업종의 수 등)만을 고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업체의 특성(업종, 업력 및 규모)이 

주요한 요소임과 동시에(남윤미, 2017), 상업체의 

특성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상업체가 

위치한 환경(젠트리피케이션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2.2 사례지역: 홍대의 역사적 변천

홍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분석한 김수아(2013), 

진창종(2013), 박재은(2015)의 선행연구를 종합하

면, 1980년 전까지 홍대는 서교동 일대의 서교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주로 주거지 위주였으며, 그 외

의 공간은 미술학원이나 소규모 미술작업실이었다. 

1984년 지하철 2호선이 홍대에 개통되고, 1994년 

말에 역세권 개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상업지

역이 확대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에 홍대 정문에서 극동방송국

까지 예술적이고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가 입점하여 

“피카소 거리”를 형성하였다(진창종, 2013).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홍대를 예술적이고 이색적인 장소

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대학가의 건전문화거리 조성방침으로 인

해 록카페, 라이브클럽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었으

며,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한 홍대로 라이브클럽과 

록카페가 이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촌의 상권이 

쇠퇴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에 홍대에 라이브클럽

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음악 및 

공연 관련 문화생산자들이 홍대 인근으로 이주하였

고, 이는 홍대 앞에 음악･클럽문화를 정착시켰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홍대 앞은 점차 상업화, 

관광화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홍대의 문화를 소비

하려는 대중들과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본

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었다(박재은, 2015). 1998년 

11월 마포구와 서울시에서 보행환경 개선 및 문

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걷고 싶은 거

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0년에 사업의 기본 설

계가 진행되고, 2002년 사업이 홍대입구역 부근에 

1차 완료되었다(김수아, 2013). 이 과정에서 2002

년 홍대 인근 지가가 상승하였다(김수아, 2013; 진

창종, 2013).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홍대의 독특한 

문화와 장소성을 만든 기존 상인 및 문화예술가들

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 카페 

및 베이커리업의 상업체는 급증하는 반면, 근린상

업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상인의 이탈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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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윤윤채･박진아, 2016). 자

본의 유입과 기존 상인들의 이탈 현상이 발생함으로

써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체감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홍대의 젠트리피

케이션은 2000년대 후반에 점차 가속화되었다.

홍대의 변천사를 보았을 때, 홍대 앞은 1990년 초

반부터 1990년 후반에 예술가 및 인디밴드 등 문화

적 자본이 풍부한 개척자들이 진입하여 갤러리, 화

방 등의 미술관련 예술업과 클럽, 라이브카페, 단란

주점 등의 유흥업이 홍대의 장소성을 형성하였다. 

1998년 말에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공공의 개입 

및 자본 유입을 가속화시켜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켰

다. 이에 따라 홍대의 장소성을 형성하던 업체가 상

업 및 관광 관련 업종으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린상점업과 카페, 음식점업 

외에 홍대의 장소성을 형성한 미술관련 예술업과 음

악･클럽 및 유흥업의 업종을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

하였다.

또한, 1998년 말 걷고 싶은 거리 사업부지 선정, 

2000년 사업 기본계획 확립, 2002년 홍대 인근 지가 

상승 등으로 홍대의 젠트리피케이션이 1998년말

-2002년에 가시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3 연구가설의 개발

2.3.1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의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

Yoon and Currid-Halkett(2015)은 2000-2012

년간 뉴욕 웨스트첼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업체

의 생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생존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인 웨스트첼

시와 웨스트첼시를 제외한 맨해튼 남부 일부 지역을 

대조군으로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기존 상

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업종별 이탈률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의 결과 모든 업종에서 기존 상인들의 

이탈률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웨스트

첼시에서 대조군 지역보다 더 높았다. 특히 갤러리, 

예술 관련 업종에서 기존 상인들의 이탈률이 더욱 

높았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웨스트첼시에서 영업

하는 후기 진입 상인들의 이탈률이 대조군 지역에서

보다 낮았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기존 상

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이탈률에 미치는 영향을 주

며, 업종별로 이탈률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Stinchcombe(1965)는 상업체가 영업하는 지역

에 대한 정보와 경험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 등의 이

유로 신규 상업체들의 생존율이 낮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Ranger-Moore(1997)은 경제공황 시기에 

보험회사의 사건사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에

서는 업력이 상업체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격동적인 환경에서는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

려 생존율이 낮아짐을 보였다.

Aldrich and Auster(1986)는 상업체의 업력과 규

모에 따른 생존 가능성과 상업체가 생존하기 위하여 

취할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신규 상업

체는 낮은 인지도로 인한 광고비용 증가, 영업기술

의 부족, 영업 시작을 위한 다양한 법규 및 행정절차, 

영업을 통해 얻는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생존에 있

어 기존 상업체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

만, 업력의 증가로 얻는 경험은 환경의 안정성에 따

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며, 일반적으

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력 증가로 인한 경험이 생

존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주장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은 상권의 환경을 급속하

게 변화시킨다. 상권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됨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임대료도 함께 상승한

다. 새로운 상인들이 상권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상

업체간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후기 진입 상인들은 

기존 상인들보다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인지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 업장을 개설하면서 업종, 영

업장소, 리소스 활용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업력이 장기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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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과거 기업 행동 및 전략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해지므로(Baum and Singh, 1994; Ranger-Moore, 

1997), 환경적응을 위한 영업전략의 수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폐업위험률을 증가시

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환경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생

존율은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을 것이다. 

반면, 환경 변화가 비교적 적고 안정적인 비젠트리

피케이션 상권에서는 업력이 긴 업체들이 숙련도가 

높고, 소비자와의 유대관계 등 사회적 자본을 더 축

적함으로써, 업력이 짧은 신생 업체보다 생존에 유

리한 환경이다. 따라서, 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는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1.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생

존율은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다.

가설2. 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생

존율은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높다.

2.3.2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의 프랜차이즈 상인의 

생존율

Aldrich and Auster(1986)은 비교적 작은 규모인 

신규 상업체들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비교적 

대규모 상업체에 비해 자본 조달이 어렵고 인력 유

치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상업체가 

대규모 상업체에 비해 생존율이 낮음을 주장하였는

데,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소규모 신규 상업체

가 생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프랜차이

즈 가맹점(Fanchising)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일반 개인 자영업체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돈을 대출해주려는 경향이 있고, 프랜차이

즈가 수백 개의 가맹점에 걸쳐 비용을 공동출자하여 

마케팅과 영업 관리에서 규모의 경제를 공유하는 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영업 방침 및 관리 등에 제한을 받아 자

영업자가 스스로 영업시간,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본사에서 제시하는 영업방침 및 

관리법은 특정 환경에서는 생존에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없기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모든 경우에

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인지도가 

비프랜차이즈점보다 높고 비교적 안정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

션이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생존

에 유리한 점 또한 있다. 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

서도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부 ‘뜨는 부티크 영업장’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와 노출이 활발

한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비해 영업성이 낮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뜨는’ 업체는 해당 상권에서의 

평균적인 경향이라기보다는 일부 아웃라이어(특

이) 업체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균적인 생존율은 비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도 

프랜차이즈의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3. 젠트리피케이션 상권과 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모두 프랜차이즈점의 생존율이 

비프랜차이즈점의 생존율보다 높다.

3. 연구 설계 및 방법론

3.1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상인들의 생존율 변화

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험군(젠트리피케

이션 발생 상권)과 대조군(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

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실험군은 기존 학술 문헌, 정책연구 및 언론보도를 

통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장소 중 하나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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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  Experimental Group Area Fig. 1b. Mapogu Business Density in 2000

Fig. 2. Control Group Areas in Mapogu

대 앞 상권’이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홍대의 

클럽, 복합 카페 등의 문화특성을 가진 업종 및 근린

업종 등의 생존율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홍대 라

이브클럽이 분포한 지역(김수아, 2013 재인용)과 

홍대거리에서 극동방송까지 과거 “피카소 거리”가 

있었던 지역을 포함하여 Fig. 1a와 같이 실험군을 설

정하였다.

대조군 설정을 위하여 본 연구 범위 시작 시점인 

2000년 마포구 지역 상업체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2000년 마포구에 실험군과 비슷한 밀도와 크기를 

가진 신촌(Fig. 1b, (a)) 및 마포-공덕역(Fig. 1b, (b)) 

상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상권의 크기가 상인

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젠트리피케

이션이 상인의 생존율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홍대와 홍대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상권

(합정, 상수, 서교동 일부)을 제외한 마포구 일대로 

설정하였다. 연남과 망원 또한 홍대와 직간접적으

로 연계된 상권이나,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그 연계가 구체화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였다(Lee et al., 2021). 즉, 본 연구의 시간 범위인 

2000-2016년 사이 중 그 후반부에 홍대와 연계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므로, 대부분의 기간동안 젠트리

피케이션으로 인한 두 상권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어 대조군에 포함하였다(Fig. 2 회색 지

역 참조, 분홍색지역: 실험군).

두 번째 대조군 대안으로 합정, 상수, 실험군지역 

제외 서교동, 연남, 망원 등 홍대의 영향이 전이된 상

권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마포구 일대를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결과가 매우 유사하

여 본 논문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3.2 분석방법

대상지인 홍대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젠트리

피케이션 발생시기를 분석한 선행연구(진창종, 2013; 

김수아, 2013; 박재은, 2015, 윤윤채･박진아, 2016)

를 통해 분석 시작 기간을 2000년으로 설정하였다. 

홍대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해를 기점으로 단절적

으로 시작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문헌을 근거

로 2000년 무렵 이후 상권의 변화양상이 과거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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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vival Rate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Hongdae Commercial District (Yearly Change)

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관찰과 논의에 근거하였다. 

분석 자료의 최종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

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016년까지 생존 여부를 

분석하였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실험군 상권에 

진입한 기존 상인과 그 이후에 진입한 후기 진입 상

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을 구분하는 기준 연도 2000년의 타당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상인

과 후기 진입 상인을 구분한 후, 연도별 생존율을 고

찰한 결과, 2000년 이전에 창업한 기존 상인의 생존

율이 2002년에 급격하게 하락하였다(Fig. 3). 2002

년에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한 2000년 이전 기존 상

인의 이탈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홍대 젠트

리피케이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영업신

고현황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00년 이전의 

영업 신고 관측치의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는 판단

에 따라 분석의 범위를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존분석은 Survival Analysis, 

Event History Analysis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

고 있다. 생존분석은 사건(폐업, 이탈)이 발생하기까

지 걸리는 기간을 확률로 분석한 개념이다.

3.2.1 생존함수

상업체들의 생존 기간에 대한 분포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 방법론 

중 비모수적 모형인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한다. 생존분석의 결과는 운영 기간

에 따른 상업체의 생존 가능성이다. Kaplan-Meier

는 사건 발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짧은 순서부터 

긴 순서로 배열하여 누적 생존율을 산출함으로써 생

존함수를 추정한다. Kaplan-Meier의 계산식은 식

(1)과 같다.

    
 


  (1)

t는 시간이며, 는 t시점의 전체 관측치(상업체) 

수이며, 는 t시점에 사건(이탈, 폐업)이 발생한 관측

치(상업체) 수, 는 중도절단자료에 따른 상수이다. 

2016년에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상업체 관

측치를 중도절단자료라고 한다. 중도절단자료인 경

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S(t)는 t시점에서 추

정된 생존함수로 t시점까지의 생존율을 모두 곱한 것

이다. S(2)의 경우, 시점 1에서 살아남은 상업체가 시

점 2에서 살아남을 확률 


× 




로 산출된다(송경일･최종수, 2008).

3.2.2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본 연구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영업

신고현황 데이터의 폐업 일자와 영업 시작 일자를 사

용하여 상업체의 운영 기간을 산출하고 이를 생존분

석에 사용하였다. 2016년까지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상업체의 경우는 중도 절단된 자료이다. 업종에 

따른 생존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 32개의 업종

과 업종의 하위개념인 107개의 업태로 분류된 영업

신고현황 데이터의 업종을 근린상점업, 유흥업, 카페 

및 베이커리업, 요식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소유구조(프랜차이즈점 vs. 비프랜차이즈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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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상업체의 생존율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프

랜차이즈점과 비프랜차이즈점을 구분하였다.

3.2.3 로그 순위 검정

로그 순위 검정은 두 개 이상의 그룹 간 생존함수 

차이를 검정한다. 로그 순위 검정의 귀무가설은 모

든 관찰 시간에서 두 집단의 생존함수의 분포가 동

일하다는 것이며, 두 집단의 생존 곡선이 하나 이상

의 시점에서 다르다는 것이 대립가설이다. 로그 순

위 검정은 두 집단의 생존 함수가 동일할 경우 예측

되는 사건(폐업) 발생 수 기댓값과 각 집단에서 관측

된 사건 수를 비교한다. 로그 순위 값의 계산식은 식

(2)와 같다.







 








 (2)

j는 각 관측 시점을 의미하며, 는 집단 1의 j 관측 

시점에서 사건(폐업) 발생 수이고, 는 두 집단의 생

존함수가 같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기대되는 집단 1의 

사건 발생 수를 의미한다. 이 로그 순위 값은 자유도 1

인 분포를 따른다. 값이 3.84 값 이상일 때, 귀무

가설을 기각하며, 이는 두 집단의 생존함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Vittinghoff 

et al., 2011; Kleinbaum and Klein, 2010).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

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발

생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다는 첫 번째 가설을 검정한다. 이를 

위하여 홍대 앞 상권에서 2000년 이전부터 영업 중

이던 기존 상인과 2000년 이후에 진입한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함수를 도출하고, 로그 순위검정을 통해 

생존함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한다.

둘째, 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생

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높다는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 2000년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상인과 2000년 이후에 창

업한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함수를 도출하여 검정

한다.

셋째, 젠트리피케이션 상권과 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프랜차이즈점의 생존율과 비프랜차이즈

점의 생존율을 비교한다.

넷째, 결과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 각각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

군 상권에서의 생존율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여, 젠

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에 따른 두 상인의 이탈률 

차이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3.3 기초통계

Table 1은 2000년과 2016년 홍대 앞 상권과 마

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업종별 상업체 수 기초통계

이다. 홍대 앞 상권의 2016년 전체 상업체의 수는 

2,959개로 2000년 전체 상업체(521개) 대비 568% 

증가하였다.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경우 2000년 대

비 2016년 상업체의 증가율은 265%로 2000-2016

년간 홍대 앞 상권에 더 많은 상업체가 진입함을 확

인할 수 있다. 2000년에 홍대의 근린상업은 62개로, 

전체 521개 상업체 중 11.9%를 차지하였으며, 유흥

업은 5.2%(27개), 카페 및 베이커리는 5.8%(30개), 

요식업은 77.2%(402개)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6

년 홍대 앞 상권의 전체 2,959개 상업체 중 근린상업

은 8.7%(257개), 유흥업은 1.4%(41개), 카페 및 베

이커리업은 26.6%(788개), 요식업은 63.3%(1,873

개)로 2000년 대비 근린상업과 유흥업, 요식업의 비

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카페 및 베이커리업은 

전체 업종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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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the Number of Businesses in Hongdae Commercial District and in Mapogu’s Control Group 

District by Business Type

 
Hongdae District   Mapogu’s Control Group Districts

Year 2000 Year 2016 Net Increase* Year 2000 Year 2016 Net Increase

Daily-life-supporting 62 257 257 786 1,489 703

Alcohol & nightlife 27 41 14 97 101 4

Cafe and Bakery 30 788 758 161 1,207 1,046

Restaurant 402 1,873 1,471 1836 4,846 3,010

Sum 2,119 3,102 2,438 3,044 4,813 4,763

* Number of businesses in 2016 - Number of businesses in 2000

Fig. 4. Changes in the Ratio of Commercial Industry 

Type between 2000 and 2016 in Hongdae 

District

Fig. 5. Changes in the Ratio of Industry between 

2000 and 2016 in Mapogu’s Control Group 

Districts

2016년 26.6%로 크게 증가하였다(Fig. 4).

2000년 마포구 내 대조군의 근린상업은 전체 상

업체(2,880개) 중 27.3%(786개)를 차지하였고, 유

흥업은 3.4%(97개), 카페 및 베이커리업은 5.6% 

(161개), 요식업은 63.8%(1,836개)의 비중을 차

지하였다. 2016년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 전체 상

업체 7,643개 중 근린상업이 19.5%(1,489개), 유

흥업이 1.3%(101개), 카페 및 베이커리업이 15.8% 

(1,207개), 요식업이 63.4%(4,846개)로 근린상업, 

유흥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요식업의 경우 

전체 상업체 중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화 없었고, 

카페 및 베이커리업은 전체 업종 중 차지하는 비중

이 5.6%에서 15.8%로 홍대 앞 상권에서의 카페업

종의 비중 변화보다는 변화폭이 작지만 다른 업종

에 비하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Table 2, Table 3는 각각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업종

별 상업체수 기초통계이다. 2000-2016년간, 홍대 

앞 상권에서 2000년 이전에 창업한 전체 450개 상

업체 중 7.8%(35개)만이 2016년까지 영업을 지속

하고 있으며, 2000년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에 창

업한 상업체의 경우, 5,010개 중 52.5%(2,616개)가 

2016년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2000-2016

년간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경우 2000년 이전에 

창업한 총 2,512개 상업체 중 13.2%(332개)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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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Businesses in the Hongdae District

Hongdae District  (Total Sum = 5,460)

Number of 

Businesses

Daily-life-

supporting 

Alcohol & 

night life 

Cafe and 

Bakery 
Restaurant Sum

Early_Survive* 7 0 1 27 35

Early_Dead** 48 20 26 321 415

Early_Sum*** 55 20 27 348 450

Late_Survive**** 218 38 685 1,675 2,616

Late_Dead***** 193 25 693 1,483 2,394

Late_Sum****** 411 63 1,378 3,158 5,010

* Among businesses established before 2000, those that survive until 2016

** Among businesses established before 2000, those that closed their businesses before 2016

*** Sum of early movers (businesses established prior to 2000)

**** Among businesses established after 2000 (including 2000), those that survive until 2016

***** Among businesses established after 2000 (including 2000), those that closed their businesses before 2016

****** Sum of late entrants (businesses established after 2000)

Table 3. Number of Businesses in Mapogu’s Control Group Districts

Mapogu’s Control Group District  (Total Sum = 17,161)

Number of 

Businesses

Daily-life- 

supporting 

Alcohol & 

night life

Cafe and 

Bakery 
Restaurant Sum

Early_Survive 153 2 14 163 332

Early_Dead 511 64 134 1,471 2,180

Early_Sum 153 2 14 163 332

Late_Survive 1,115 97 1,063 4,317 6,592

Late_Dead 1,776 165 975 5,141 8,057

Late_Sum 1,268 99 1,077 4,480 6,924

년까지 영업을 지속하였고, 후기진입 상업체의 경

우, 14,649개 상업체 중 45.0%(6,592개)가 2016년

까지 영업을 지속하였다. 두 상권 모두 2000년 이전

에 창업한 기존 상업체의 생존율이 2000년 이후에 

창업한 상업체의 생존율보다 낮았다. 그러나 상대적

으로 2016년까지 영업을 지속한 기존 상업체의 비

율이 홍대 앞 상권(7.8%)보다 마포구 내 대조군 상

권(13.2%)에서 더 높았으며, 2016년까지 영업을 지

속한 후기 상업체의 비율은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

(45.0%)보다 홍대 앞 상권(52.2%)에서 더 높았다.

업종별 기존 상업체 수 대비 2016년에 영업을 지

속하고 있는 기존 상업체의 비율은 홍대 앞 상권의 

경우, 근린상업 12.7%(7개), 유흥업 0%(0개), 카페 

및 베이커리업 3.7%(1개), 요식업 7.8%(27개)이며,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경우, 근린상업 23.0% 

(153개), 유흥업 3.0%(2개), 카페 및 베이커리업 

9.5%(14개), 요식업 10.0%(163개)이다. 두 상권 모

두 근린상업에서 기존 상업체가 2016년까지 영업을 

지속하는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다. 업종별 후기 

진입 상업체 수 대비 2016년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후기 진입 상인의 비율은 홍대 앞 상권의 경

우, 근린상업 53.0%(218개), 유흥업 60.3%(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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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the Number of Businesses in Hongdae Commercial District and the Control Commercial 

Districts in Mapogu by Ownership Structure

 Number of 

Businesses

Hongdae Commercial District The Control Commercial District in Mapogu

Year 2000 Year 2016 Net Increase* Year 2000 Year 2016 Net Increase

Franchise 30 336 306 120 1,131 1,011

Non-Franchise 491 2,623 2,132 2,760 6,512 3,752

Sum 2,030 2,352 306 2,120 3,147 1,011

* Number of businesses in 2016 - Number of businesses in 2000

Table 5. Number of Businesses Death/Survival by Ownership of Hongdae and Mapogu’s Control Group

Number of Businesses
Hongdae

(Total Observations 5,460)

Mapogu

(Total Observations  17,161)

Franchise_Survive* 295 1,005

Franchise_Dead** 224 865

Franchise_Sum*** 519 1,870

Non_Franchise_Survive**** 2,356 5,919

Non_Franchise_Dead***** 2,585 9,372

Non_Franchise_Sum****** 4,941 15,291

* Franchised stores survived until 2016 among those established in 2000-2016

** Franchised stores closed before 2016 among those established in 2000-2016

*** Sum of franchised stores established between 2000 and 2016

**** Non-franchised stores survived until 2016 among those established in 2000-2016

***** Non-franchised stores closed befoe 2016 among those established in 2000-2016 

****** Sum of non-franchised stores established in 2000-2016

카페 및 베이커리업 49.7%(685개), 요식업 53.0% 

(1,675개)이며,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는 근린상

업 38.6%(1,115개), 유흥업 37.0%(97개), 카페 및 

베이커리업 52.2%(1,063개), 요식업 45.6%(4,317

개)이다. 후기진입 상업체의 경우, 홍대 앞 상권에서

는 유흥업에서 2016년까지 영업을 지속하는 상업

체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마포

구 내 대조군 상권의 경우 카페 및 베이커리업이 다

른 업종보다 2016년까지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Table 4은 2000년과 2016년 홍대 앞 상권과 마포

구 내 대조군 상권의 소유구조별 상업체 수 기초통

계이다. 2000년 홍대 앞 상권의 521개 상업체 중 

5.8%(30개)가 프랜차이즈점이며, 2016년에는 336

개 상업체 중 11.4%(336개)가 프랜차이즈점으로 

상업체중 프랜차이즈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마포

구 내 대조군 상권 또한, 전체 상업체 중 프랜차이즈

점의 비율이 2000년에 4.2%(120개)에서 2016년 

14.8%(1,131개)로 증가하였다.

Table 5은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대조군 상권의 

소유구조별 생존한 상업체와 폐업한 상업체 수 기초

통계이다. 홍대 앞 상권에서는 2000-2016년 기간에 

창업한 프랜차이즈점 519개 중 56.84%(295개)가 

생존하였으며, 비프랜차이즈점 4,941개 상업체 중 

47.48% (2,356개)가 생존하였다.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는 2000-2016년에 창업한 프랜차이즈점 

1,870개 중 53.74%(1,005개)가 생존하였고, 비프

랜차이즈점 15,291개 중 38.71%(5,919개)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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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Hongdae (All Businesses)

Fig. 7.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Mapogu’s Control Districts (All 

Businesses)

Table 6. Log-Rank Test of Hongdae’s Survival Function between Early Movers and Late Arrivers

N Observed Expected (O-E)
2
/E (O-E)

2
/v  

All 

Businesses

Early 450 415 322 26.84 38.1
38.1 0.0000

Late 5,010 2,394 2,487 3.48 38.1

Daily-life-

Supporting 

Early 55 48 46.3 0.0601 0.091
0.1 0.763

Late 411 193 194.7 0.0143 0.091

Alcohol & 

nightlife

Early 20 20 8.17 17.1 25.3
25.3 0.0000

Late 63 25 36.83 3.8 25.3

Cafe and 

Bakery 

Early 27 693 702.9 0.141 7.82
7.8 0.0052

Late 1,378 26 16.1 6.150 7.82

Restaurant 
Early 348 321 251 19.42 28.5

28.5 0.0000
Late 3,158 1,483 1,553 3.14 28.5

하였다. 두 상권에서 모두 프랜차이즈점의 생존확

률이 비프랜차이즈점의 생존확률보다 높았다.

4. 분석결과

4.1 홍대 상권과 마포구 대조군 상권에서의 상인 
그룹 간 생존함수 비교

4.1.1 전체업종

Fig. 6과 Fig. 7은 각각 홍대 앞 상권의 기존 상인

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

권의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 그래프

이다. 각 그림에서 생존함수는 상인들의 영업 기간

(X축)에 따른 생존확률을 나타낸다. 기존 상인의 생

존함수는 2000년부터 사건(폐업, 이탈)이 발생할 

때까지 영업 기간에 따른 생존확률을 나타내며, 후

기 진입 상인의 생존함수는 상업체들의 2000년 이

후 창업 시점부터 영업 기간에 따른 생존확률을 나

타낸다.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분석 결과, 홍대 

앞 상권에서는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이 기존 상인

의 생존율보다 높았다(Fig. 6). 로그 순위 검정 결과 

 =38.1, =0.0000으로 두 생존함수의 차이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row 2). 반면,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는 영업 기간 6년간은 후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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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og-Rank Test of Mapogu’s Survival Function by Early Movers and Late Arrivers

N Observed Expected (O-E)
2
/E (O-E)

2
/v  

All 

Businesses

Early 2,512 2,180 2,176 0.00643 0.0101
0 0.92

Late 14,649 8,057 8,061 0.00174 0.0101

Daily-life-

Supporting  

Early 664 511 626 21.08 35
35 0.0000

Late 2,891 1,776 1,661 7.94 35

Alcohol & 

nightlife

Early 66 64 45 8.07 12.2
12.2 0.0005

Late 262 165 184 1.97 12.2

Cafe and 

Bakery 

Early 148 134 133 0.00263 0.0041
0 0.949

Late 2,038 975 976 0.00036 0.0041

Restaurant 
Early 1,634 1,471 13,59 9.16 14.5

14.5 0.0001
Late 9,458 5,141 5,253 2.37 14.5

Fig. 8.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Hongdae (Daily-life-Supporting)

Fig. 9.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Mapogu’s Control Districts (Daily- 

life-Supporting)

입 상인의 생존율이 다소 높았다가 생존 기간 6년 이

후부터는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높았다. 그러나 두 

생존함수의 차이가 미미했다(Fig. 7). 로그 순위 검정 

결과,  =0, = 0.92로 두 상인의 생존함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7, row 2).

4.1.2 근린업종

근린상업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홍대 

앞 상권에서 운영 기간 3년까지는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높았으나 3년 이후에는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Fig. 8). 그러나 

로그 순위 검정 결과 p값이 0.763으로 두 생존함수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홍대 앞 상권의 근

린상업은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 차이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Table 6, row 3). 마포구 내 대

조군 상권의 근린상업은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높았다(Fig. 9). 로그 순위 

검정 결과,  =35, =0.0000으로 두 생존함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able 7, row 3).

4.1.3 유흥업종

유흥업종의 경우,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

군 상권에서 모두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이 기존 

상인의 생존율보다 높았다(Fig. 10, Fig. 11). 특히 대



천상현 ․김지은

106 � LHI Journal Vol. 13, No. 2

Fig. 10.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Hongdae district (Alcohol and 

Nightlife)

Fig. 11.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Mapogu’s Control Districts (Alcohol 

& Nightlife)

Fig. 12.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Hongdae district (Cafe and Bakery)

Fig. 13.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Mapogu’s Control Districts (Cafe 

and Bakery)

조군 상권보다 홍대 앞 상권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과 기존 상인의 생존율 간

의 차이가 더 컸다. 로그 순위 검정 결과, 홍대 앞 상권

에서는  =25.3, =0.0000으로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 생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Table 6, row 4). 또한,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

도 로그 순위 검정 결과 =0.0005로 기존 상인과 후

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Table 7, row 4).

4.1.4 카페 및 베이커리업

카페 및 베이커리업의 경우, 홍대 앞 상권에서는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았다(Fig. 12). 로그 순위 검정 결과 =0.0052로 

두 상인의 생존함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Table 6, row 5). 반면,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

는 두 상인의 생존함수가 운영 기간 5년을 기준으로 

역전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로그 순위 검정 결과 = 

0.949로 두 상인 생존함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Fig. 13, Table 7, row 5). 결과적으

로, 카페 및 베이커리 업종은 홍대 앞 상권에서는 기

존 상인의 생존함수가 후기 진입 상인보다 낮았으나, 

대조군 상권에서는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함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4.1.5 요식업

홍대 앞 상권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존 상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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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Hongdae district (Restaurant)

Fig. 15.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vs. Late 

Arrivers in Mapogu’s Control Districts 

(Restaurant)

생존율은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았으며, 

로그 순위검정 결과 두 상인 그룹 간의 생존율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ig. 14, Table 6, row 6).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경우 영업 기간 약 7년간은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이 기존 상인보다 높으며, 

이후 두 상인의 생존율 차이는 미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Fig. 15).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유흥업, 카페 및 베이커리업, 요식업의 

경우 홍대 앞 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았다. 또한 홍대 앞 상권

에서 두 상인 그룹 간의 생존율의 격차는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 생존율 격차보다 큰 것으로 측정

되어, 홍대 앞 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영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는 기존 상인의 생존

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이 일반적으로 성립함을 확

인하였다.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는 근린상업의 경우에

만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페 및 베이커리업과 요식업의 경우 두 상인 그룹 

간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두 업종의 후기 진입 

상인 생존율이 높은 홍대 앞 상권과는 대별되는 차

이를 보인다. 대조군 상권에서 이러한 업종 간의 차

별적인 효과가 서로 상보(Cancel Out) 되면서 전체

업종의 후기 진입 상인 생존율의 측면에서 기존 상

인과 후기 진입 상인 사이에 유의한 생존율 차이가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다. 

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는 기존 상인의 생존

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엄격하게는 근린상업의 

경우에만 부합하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상권과 대

조군 상권에서의 상인 그룹 간 생존 양상의 차이는 

소수인 유흥업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명확하게 관

찰되었다. 

4.2 결과 검증: 동일 상인 그룹별 상권 간 생존함수 
비교

젠트리피케이션과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이탈･진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4.1절 

분석 결과와 교차검증 차원에서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 그룹 각각의 생존함수를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 단위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4.2.1 기존 상인의 상권 간 생존함수 비교

기존 상인의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

권에서의 생존함수 비교 결과, 기존 상인은 홍대상

권보다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 생존율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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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by Com-

mercial District (All Businesses)

Fig. 17.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by Com-

mercial District (Daily-life-Supporting)

Table 8. Test of Early Movers’ Survival Function between Hongdae and Control Group Districts in Mapogu

N Observed Expected (O-E)
2
/E (O-E)

2
/v  

All 

Businesses

Hongdae 450 415 328 22.83 31.7
31.7 0.0000

Control Group 2,512 2,180 2,267 3.31 31.7

Daily-life-

Supporting

Hongdae 55 48 37.6 2.896 3.67
3.7 0.0554

Control Group 664 511 521.4 0.209 3.67

Alcohol & 

Nightlife

Hongdae 20 20 15.2 1.535 2.76
2.8 0.0966

Control Group 66 64 68.8 0.338 2.76

Cafe and 

Bakery 

Hongdae 27 26 18.3 3.201 4.58
4.6 0.0323

Control Goup 148 134 141.7 0.414 4.58

Restaurant 
Hongdae 348 321 280 5.94 8.88

8.9 0.0029
Control Group 1,634 1,471 1,512 1.10 8.88

Fig. 18.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by Com-

mercial District (Alcohol & nightlife)

Fig. 19.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by Com-

mercial District (Cafe and Bakery)  

았다(Fig. 16).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기존 상

인 생존함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업종(근린상업

(Fig. 17), 유흥업(Fig. 18), 카페 및 베이커리업(Fig. 

19), 요식업(Fig. 20))에서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

서 영업하는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홍대에서 영업하

는 기존 상인의 생존율보다 높았다. 근린상업(Fig. 

17)의 경우 초기 영업 기간 3년간은 홍대 앞 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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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urvival Function of Late Arrivers by Com-

mercial District (All Businesses)

Fig. 22. Survival Function of Late Arrivers by Com-

mercial District (Daily-life-supporting) 

Fig. 23. Survival Function of Late Arrivers by Com-

mercial District (Alcohol & Nightlife) 

Fig. 24. Survival Function of Late Arrivers by Com-

mercial District (Cafe and Bakery)   

Fig. 25. Survival Function of Late Arrivers by Com-

mercial District (Restaurant) 

Fig. 20. Survival Function of Early Movers by Com-

mercial District (Restaurant)

서 생존율이 더 높았으나, 3년을 기준으로 역전현상

을 보였으며, 유흥업의 경우 로그 순위 검정 결과 

=0.0966으로 다른 업종들의 상권별 생존함수 차이

보다 다소 약한 경향을 보인다(Table 8).

4.2.2 후기 진입 상인의 상권 간 생존함수 비교

후기 진입 상인의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

군 상권에서의 생존함수 분석 결과, 두 상권에서의 

후기 진입 상인 생존함수 차이는 미미하며, 로그 순

위 검정 결과  =0.6, = 0.44로 두 상권에서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함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21).

업종별 홍대 앞･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후기 진

입 상인 생존함수 분석 결과, 근린상업(Fig. 22)과 유

흥업(Fig. 23)은 홍대 앞 상권에 위치한 후기 진입 상



천상현 ․김지은

110 � LHI Journal Vol. 13, No. 2

Table 9. Test of Late Arriver’s Survival Function by Hongdae and the Control Group Disticts in Mapogu

N Observed Expected (O-E)
2
/E (O-E)

2
/v  

All 

Businesses

Hongdae 5,010 2,394 2,425 0.388 0.596
0.6 0.44

Control Group 14,649 8,057 8,026 0.117 0.596

Daily-life-

Supporting 

Hongdae 411 193 227 4.975 6.58
6.6 0.010

Control Group 2,891 1,776 1,742 0.647 6.58

Alcohol & 

Nightlife

Hongdae 63 25 36.4 3.557 5.14
5.1 0.0234

Control Group 262 165 153.6 0.842 5.14

Cafe and 

Bakery 

Hongdae 1,378 693 701 0.1019 0.208
0.2 0.648

Control Group 2038 975 967 0.0739 0.208

Restaurant 
Hongdae 3,158 1,483 1,474 0.0518 0.0787

0.1 0.779
Control Group 9,458 5,141 5,150 0.0148 0.0787

Table 10. Log-Rank Test of Survival Function by Ownership in Hongdae and Control Group Districts in Mapogu

N Observed Expected (O-E)
2
/E (O-E)

2
/v  

Hogdae
Franchise 523 226 269 6.960 9.09

9.1 0.003
Non-Franchise 5,142 2,655 2,612 0.718 9.09

Control 

Group

Franchise 1,888 868 951 7.292 9.36
9.4 0.002

Non-Franchise 15,803 9,576 9,493 0.731 9.36

Fig. 26. Survival Function of Franchise vs. Non-Franchise 

Stores in Hongdae District

인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근린상업의 경우 

운영 기간 7년을 기준으로 대조군 상권에서 영업하

는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

상을 보인다. 카페 및 베이커리업(Fig. 24)과 요식업

(Fig. 25)의 경우,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후기 진입 상인 생존함수 차이가 거의 없으

며, 로그 순위 검정 결과 p값이 각각 0.648, 0.779로 

두 상권에서 생존함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9).

4.3 프랜차이즈점과 비프랜차이즈점의 생존함수 비교

4.3.1 홍대 상권에서 소유구조(프랜차이즈점 vs. 비프

랜차이즈점)별 생존함수 비교

홍대 앞 상권에서 프랜차이즈점과 비프랜차이즈

점의 생존함수 비교 결과, 프랜차이즈점의 생존함수

가 비프랜차이즈점의 생존함수보다 높았다. 프랜차

이즈점과 비프랜차이즈점의 생존함수 차이는 운영 

기간 초기 3년, 운영 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인다(Fig. 26). 로그 순위 검정 결과  

= 9.1, =0.003으로 두 상업체의 생존함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다(Table 10, r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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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Log-Rank Test of Franchise Businesses’ Survival Function by Commercial Districts

N Observed Expected (O-E)
2
/E (O-E)

2
/v  

Before 

Stratification

Hongdae 519 224 235 0.525 0.771
0.8 0.4

Control Group 1,870 865 854 0.145 0.771

After 

Stratification

Hongdae 519 224 256 4.06 7.17
7.2 0.007

Control Group 1,870 865 833 1.25 7.17

Fig. 27. Survival Function of Franchise vs. Non-Franchise 

Stores in Mopogu’s Control Group Districts

Fig. 28. Survival Function of Franchise Businesses 

by Commercial District

4.3.2 대조군 상권에서 소유구조(프랜차이즈점 vs. 

비프랜차이즈점)별 생존함수 비교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 프랜차이즈점과 비프

랜차이즈점의 생존함수 비교 결과, 운영 기간 초기 1

년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동안 프랜차이즈점의 생존

함수가 비프랜차이즈점의 생존함수보다 높았다. 생

존함수의 차이는 운영 기간 2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

되는 패턴을 보인다(Fig. 27). 로그 순위 검정 결과 

 =9.4, =0.002로 두 상업체의 생존함수 차이는 

유의한다(Table 10, row 2).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 프랜차

이즈점과 비프랜차이즈점의 생존분석 결과를 통해

서 두 상권에서 모두 프랜차이즈점의 생존율이 비프

랜차이즈점의 생존율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과 비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모두 프랜차이즈점의 생존율이 비프랜차

이즈점의 생존율보다 높다는 세 번째 연구가설이 성

립함을 확인하였다.

4.3.3 프랜차이즈점의 상권별 생존함수 비교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체의 소유구조(프랜차이

즈점 vs. 비프랜차이즈점)를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

권에 있는 프랜차이즈점의 생존함수를 비교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초기 3년간은 홍대에 있는 프랜차이즈

점의 생존율이 더 높았으나, 이후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 위치한 프랜차이즈점의 생존율이 더 높아

지는 역전현상을 보인다(Fig. 28). 하지만, 로그 순위 

검정 결과, 두 생존함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1, row 1). 이는 두 생존함수가 3년을 기준

으로 교차하여 뚜렷하게 역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으로 사료된다. 

이에 운영 기간 3년을 기준으로 층화(strata)하여 

로그 순위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검정 결과  =7.2, 

=0.007로 운영 기간 3년 이전과 3년 이후 각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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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프랜차이즈점과 마포구의 프랜차이즈점의 생

존함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row 2). 이는 운영 기간 3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홍

대 앞 상권의 프랜차이즈점 생존율이 높았으나, 운

영 기간 3년 이후로는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프랜

차이점 생존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의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분석

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인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대 앞 상권에서는 기존 상인들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다. 유흥업, 카페 및 

베이커리업, 요식업에서도 일관된 현상을 보인다. 이

러한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홍대

지역에서 기존 상인들의 이탈이 후기 진입 상인들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음을 정량적 접근 방법을 통해 보

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단, 근린상업의 경우, 홍대 

앞 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생존함수와 후기 진입 상인 

생존함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는 기존 상인의 

생존율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다. 그러나 이는 업종 간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함수 차이가 서

로 상보효과를 일으켜 나타난 결과이다.

셋째,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 근린상업에서만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높다. 이는 근린상업의 업종 특성상 서비스 및 재화

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으로, 

거주민들과의 유대관계 및 사회적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한 기존 상인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넷째, 홍대 앞 상권에서 기존 상인의 생존율은 마

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기존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

으며, 모든 업종(근린상업, 유흥업, 카페 및 베이커리

업, 요식업)에서 같은 양상을 갖는다. 이는 첫 번째 

연구 결과와 함께 기존 상인들의 이탈이 홍대 앞 상

권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완적으로 보인다.

다섯째, 근린업종과 유흥업종의 경우 홍대 앞 상권

에 위치한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이 마포구 대조

군 상권의 후기 진입 상인 생존율보다 높다. 이는 최

근 홍대 앞 상권의 지역 유흥화 경향과 일맥상통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린상업의 경우 2008년 이후

로 홍대에서 생존율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이는 홍대 앞 상권에 후기진입 근린업종

(프랜차이즈 마트, 편의점 등)의 포화 및 주택을 개

조한 상업시설이 증가로 인한 거주민의 구축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반면, 카페 및 베이커리, 요식업의 경우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이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이나 홍대 

앞 상권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홍대에서 카페

나 베이커리, 요식업을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유리

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대의 많은 방문객 수

라는 상업적 가치가 포화상태인 카페 및 음식점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홍대 앞 상권과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

서 모두 프랜차이즈점의 생존율은 비프랜차이즈점

의 생존율보다 높다. 이는 프랜차이즈점의 인지도 

및 자영업자 교육과 같은 본사의 지속적 관리로 인

해 비프랜차이즈점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일곱째,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어짐에 따라 

홍대 앞 상권의 프랜차이즈점의 생존율은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의 프랜차이즈점보다 생존율이 낮아진

다. 이는 프랜차이즈점의 이점이 홍대 앞 상권에서

는 운영 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

비자의 니즈, 유행, 지가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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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영업전략도 탄

력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영업관리 및 제한 

등 고비용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독자적으

로 빠르게 영업전략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

역별로 차별화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영업전략과 기

존의 프랜차이즈 영업구조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커

지는 경우, 홍대라는 변화가 빠른 상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조군 상권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기존 상인과 후

기 진입 상인의 업종별 생존율 변화와 소유구조별

(프랜차이즈점 vs. 비프랜차이즈점) 생존율 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동일 상인이 해당 지역

의 다른 업장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이는 엄격한 의

미에서 상권에서의 이탈로 간주할 수 없음도 불구하

고, 서울시 영업신고 데이터의 특성상 상업체의 폐

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홍대 앞 상권 및 마포구 내 

대조군 상권에서의 이탈로 해석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홍대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기

인 2000-2016년 기간에 상인들의 생존율 변화에 초

점을 맞추었으므로, 기존 상인의 정의 측면에서, 

2000년까지 살아남지 못해 이미 폐업한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배제된 자연선택의 결과이다. 즉, 기존 

상인의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인들이 분석

의 대상으로 추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

계점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에서 기존 상

인의 생존율이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의 일반적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단지 기존 상인과 후기 진입 상인의 생존율 차이의 

정도에 얼마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프랜차이즈점의 경우에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개인이 브랜드 비용을 지불하고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가맹점으로 구분된다. 

직영점과 가맹점에 따라 생존함수가 다를 것으로 

예측되나, 본 연구에서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점이라고 취급하였다. 추후, 

이를 구분하여 직영점과 가맹점에 따라 상이한 생

존함수의 차이를 고찰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인의 개별상권에서의 생존율은 업종 외에

도 영업시간, 영업장 규모,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

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

한 상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밝히고, 각 요인과 생존율과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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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기존 상인(초기진입상인)과 후기진입상인간의 생존율 차이에 대해 비

교･분석하였다. 2000년 무렵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어온 홍대 일대 상업지역을 실험군 지역으로 정하고 마

포구 내 그 외 상업지역을 대조군 지역으로 설정하여 초기 및 후기진입 상인 간의 생존율 차이를 업종별로 검토하였

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업과 비프랜차이즈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지역에서 생존율의 차이 유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홍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는 요식업, 카페및베이커리업, 유흥업 전반에 걸쳐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진입상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져 ‘기존상인 이탈현상’ 가설을 증명하였다. 반면 대조

군 지역에서는 두 그룹간 생존율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근린상업의 경우 기존 상인의 생존율이 후기진입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젠트리피케이션 상권과는 확실하게 대별되었다.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홍대 앞 상권이나 대

조군 상권에서 모두 비프랜차이즈 업체보다 생존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프랜차이즈점만을 비교할 경

우 영업 3년차까지는 홍대 앞 상권에 위치한 프랜차이즈점이 생존확률이 더 높았지만, 영업 3년 이후에는 대조군 상

권에 위치한 프랜차이즈점의 생존확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이점이 시장 변화가 급속한 젠

트리피케이션 환경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기존 상인

의 이탈과 생존환경의 불리함에 대한 다양한 가설 및 일화적 스토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제어 : 상업젠트리피케이션, 이탈, 기존상인, 후기진입상인, 생존율, 프랜차이즈, 홍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