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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음식점은 소규모 업체가 많고 대체재가 풍부한 업종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가진다. 

2019년 말 COVID-19은 그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약물을 이용해 COVID-19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비약물적 개입 전략을 사용한 각국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을 제재하였고, 이는 음식점이 포함된 

접객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사례로 COVID-19의 확산과 음식점 개폐점의 패턴 변화를 실증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생존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폐점 음식점의 영업 기간은 이전 해에 비해 통계적으

로 짧게 나타났으며 11월 감염병의 확산기에 들어서면서 폐점이 증가하는 시간적 패턴을 보였다. 개폐점의 공간적 

패턴을 차이를 보기 위해 지리가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019년과 2020년의 분석결과에서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점과 폐점 사이에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염병의 확산은 개점보다는 폐점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사례 지역에

서 COVID-19이 가장 크게 유행을 시작하던 2020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초기 단계의 연구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

에 없다. 음식점의 생존은 매출과 같이 영업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의 영향을 

즉각 반영하지 못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음식점, 개폐점, COVID-19, 지리가중회귀분석

Abstract : Restaurants are easily influenced by the change in economic environments because of 
relatively high ratio of small businesses and abundant substitutes. At the end of 2019, COVID-19 has 
spread worldwide even before confirming its identity as a new infectious disease. Governments 
introduced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in order to stop rapid spread of COVID-19 because 
existing pharmaceutical interventions have not been found effective yet. Thereby movements and 
meetings of people began to be restricted, which has negatively impacted on the hospitality industry 
including restaurant business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diffusion of 
COVID-19 and the survival of restaurants in Seoul. In general, rapid change in survival patterns of 
restaurants was not found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disease. However, it was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restaurants closed in 2020 had fewer operating days than those closed in 
2019. Further the increase in closure was noted in November 2020, which coincides with the rapid 
diffusion period of COVID-19 in Seoul. Spatial patterns showed differences between opening and 
closure of restaurants rather tha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diffusion of infectious disease is associated with the death of restaurants but not with the birth of 
them nor spatial patterns of survival activities. This study used data up to November 2020 when the 
most confirmed cases were reported and survival activities do not promptly reflect the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s so our study may not be able to access the impacts of the new disease. But this 
study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can provide timely evidences based on empirical 
data and lead subsequent research. 

Key Words : Restaurants, Survival, COVID-19,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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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영업자는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나 이들의 생존율은 2015년 기준 37%에 불과하고 

부채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재정적 안정성

이 낮은 편이다(박정수, 2018). 자영업 중 개인이 쉽게 진

입할 수 있는 접객산업(hospitality industry)은 작은 규모

의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며 창업과 폐업이 더 빈번하게 나

타나고 있다(이금숙･박소현, 2019). 특히 음식점은 비교

적 쉽게 대체재를 찾을 수 있는 업종으로 작은 규모와 함께 

고객 이탈이 쉽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취약한 경우가 많

다(송예나 등, 2020; Parsa et al., 2005). 매출이 급격히 감

소할 경우, 혹은 운영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쉽게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잦은 폐업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금숙･박소현, 2019; Gnonlonfoun, 2017). 따라서 

음식점의 개점과 폐점은 지역의 경제환경 및 경영환경 변

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배선학, 2020).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폐렴은 전세계

로 확산하면서 경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질환은 신

종감염병으로 밝혀지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of 2019, 이하 COVID-19)라는 이름을 얻었다. 

많은 이들이 미처 새로운 질병의 위험성을 깨닫고 예방조

치를 취하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다양한 교

통수단을 통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였고 이는 감염병의 세

계적 확산으로 이어졌다(Wang et al., 2020; Wu et al., 

2020). 신종감염병의 확산 초기인 2020년 1월 전 세계적으

로 수 백여명에 불과했던 감염 확진 건수는 그 해 말이 되자 

8,400만 명에 육박하였고 180만 명 이상이 이 질환으로 사

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rldometer, 2021). 우리나

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COVID-19 환자가 확인되었고, 

2020년 말까지 6만명 이상이 COVID-19에 양성반응을 보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빠른 확산은 사람 간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고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감염이 시작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Lai et al., 2020).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

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 자원만을 지닌 

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마스크 착

용과 같은 비약물적 개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고자 하였다(Bourassa et al., 2020; 

Gössling et al., 2020; Sebhatu et al., 2020). 사회적 거리두

기의 일환으로 여행 제한, 재택근무, 학교 및 직장 폐쇄, 격

리, 통금, 특정 업종 운영 제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대면 접촉

이 일어나는 접객산업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Gössling 

et al., 2020). 

Bartik et al.(2020)은 2020년 3월 미국의 소규모 사업장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해당 설문

이 COVID-19의 확산 초기에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업체에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930년대 이후 겪은 수 차례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으로 COVID-19이 산업, 특히 소규모 업체가 밀

집한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

으로 보여준다(Bartik et al., 2020).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당장의 경제적 영향만이 아니라 감염병 진행의 불확실성, 

소비자들의 걱정, 본인과 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등 

부정적인 경험과 전망을 보이고 있다(Alonso et al., 2020). 

이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정 산업의 부진과 후퇴

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종감염병과 같은 외부의 

충격이 존재하지 않을 시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정성

이 취약했던 우리나라의 접객산업은 감염병 확산 예방조

치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

하였다. 1) 감염병 등장 전과 후에 음식점 개폐점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패턴에 변화가 있는가? 만일 다르다면 어떠

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반대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2) 

COVID-19이 확산한 시기의 음식점 개폐점 현상을 어떠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해 설명할 것인가?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실증적으로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

선 COVID-19의 확산이 장기적인 시점에서 음식점의 개폐

점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2020년 한 해 동안 

나타난 음식점 개폐점의 시공간적 특징은 차후 유사한 연구

의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혹은 

외생적 변수 가운데, 개폐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변

수를 탐색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확인되는 유의미한 변수와 

비교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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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데이터

이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증분

석을 실시한다. 연구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

가 데이터(행정안전부, 2020)를 통해 구득하였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수집된 음식점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행정안전부에서는 32종의 식품 관련 업종, 음식점으로

는 5종의 업종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

고 보편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토대로 1980년 이후1) 음식점의 개

점과 폐점 빈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살펴

보면, 서울 시내의 음식점 수의 빠른 증가는 전국에 비해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 전국 범위에

서 음식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서울은 1980년 초부

터 음식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폐점 업체의 수는 개점의 시계열적 추이를 뒤쫓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서울과 전국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2020년의 개점과 폐점 음식점의 수는 다른 해와는 달리 12

월의 수치가 빠져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부터 2019년까지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

한다면 전체적으로 개점과 폐점의 감소세가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이전과 이후의 음식

점 개폐점의 패턴을 살피기 위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연구 기간을 설정하였다. 행정안

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허가된 음식점은 총 565,591개였으며, 연구 기간 내에 운

영되었던 음식점은 총 192,491개이다. 이 중 개폐점 시기

의 오류, 총 영업일수가 0 일인 경우, 위치 정보 부재 혹은 

오류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 중 연구 기간 내에 생존과 

관련된 활동, 즉 개업과 폐점이 발생한 경우는 개점이 

36,824건, 폐점이 31,205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개점 및 폐점 음식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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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

감염병 확산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음식점 개점과 폐

점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음식점의 개폐점 데이

터는 동단위로 집계하였다. 동단위로 총 424개의 관측치

가 생성되었으며 개폐점을 설명하는 변수 또한 동일한 단

위로 수집되어 정리하였다. 음식점의 생존은 해당 점포의 

입지와 큰 연관을 지니고 있다(Parsa et al., 2011). 하지만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된 변수들이 이

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 또한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음식점을 이용한다. 이에 더해 음식점은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거리 저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송예나 등, 

2020). 이 연구에서는 음식점 이용행태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리가중회귀분석(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이하 GWR)을 적용한다. 

GWR은 공간적 성질이 서로 다른 지역을 구분하고, 이

를 기반으로 연구 범위내의 지역 단위에 따라 각각의 회귀

계수 값이 산출될 수 있도록 모형화한 공간통계 모델이다

(Charlton and Fortheringham, 2009; 권득신･손소영, 2017). 

GWR은 공간적 의존성이나 이질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

는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에 기반한 전

통적인 선형 회귀분석과 달리 분석 공간의 위치에 따른 독

립변수의 설명력의 차이를 고려한다. 따라서 기존의 선형

회귀분석 모델보다 향상된 전역적 설명력 (global 

r-square)이 도출되기도 하며, 하위 지역 단위에서 독립변

수들의 설명력(local R 2)의 차이가 정량화되어 추정되기 

때문에 투입한 독립변수(군)의 설명력의 변이 또한 관찰

이 가능하다(김지우･이건학, 2019). GWR의 기본식은 다

음 수식 (1)과 같다. 

 


 
  






 
  (1)

는 i 지역의 종속변수이고, 
 는 i 지역의 공간적 

좌표, 


 는 i 지역의 절편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는 i 지역의 k 번째 회귀계수, 는 i 지역에 적용

되는 k 번째 변수,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인 독립 정

규분포를 갖는 오차항을 말한다.

수식 (1)에서는 종속변수마다 개별적인 회귀계수가 추

정될 수 있으며, 추정식은 수식 (2)와 같다.




   


  





  (2)

수식 (2)의 는 i 지역의 지리가중회귀계수 추정치이

며, 가중회귀최소제곱(weighted least square)에 의해 산

출된다. 
 는 중심 좌표

 인 i 지역에서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지리 가중 행렬을 뜻한다. 행렬

식은 수식 (3)과 같다. 대각 원소들은 i 지역과 다른 지역 간

의 지리적 가중치를 의미한다(권득신･손소영, 2017; 변장

섭 등, 2014).


  











  ⋯  

  ⋯  

⋮ ⋮ ⋱ ⋮ ⋮

  ⋯   

  ⋯  

 (3)

음식점의 개폐점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선

정하기 위해 인구, 산업, 교통 접근성, 그리고 COVID-19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의료서비스의 네 가지 군으로 구

분하여 각 군에 해당하는 변수를 수집하였다. 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 나열된 변수는 최종 모델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분석 과정에서 그 유의성과 적합성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만을 선별하여 최종적

인 GWR 모델에 이용하였다. 각 변수군에 포함된 변수들

은 그 속성이 비슷하여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다른 군에 속하는 변수들과 함께 모델에 이용

됐을 때 가장 안정적인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변수

를 모델 선정 과정에 이용하였다. 

변수의 선별과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탐색적 회귀 

모델 (Exploratory Regression Model, ERM)이 이용되었

다. 탐색적 회귀모델은 두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변수의 조합을 

결정해 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후보 

설명 변수들이 선별되어야 하고, 최적의 회귀모형을 찾기 

위해 모델의 평가 기준치를 설정하여 적용한다(Braun and 

Oswald, 2011). 표 1에 제시된 세부 변수의 기술통계값은 

부록1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인구, 산업 관련 변수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 

seoul.go.kr)에서 2019년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울

시를 사례로 한 음식점 입지 연구에서 유경훈･이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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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은 산업과 거주자 모두 음식점 집적과 유의미한 관

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인구 변수군에서는 인구, 인구 

밀도, 중위연령, 가구수가 대표적인 변수로 꼽히며, 이들 

가운데 어떤 변수가 가장 잘 설명하는지는 탐색적 회귀모

델을 통해 결정된다. 산업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서비스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수는 특정 산업의 규모를 대표

하여 선정된 변수들이다. 산업군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음

식점의 수요 규모와 구조를 보여주게 된다. 대학교 입학정

원은 지역의 산업 규모, 특히 교육 환경을 하나의 산업으

로 간주하여 포함하였다.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학의 2019년의 대학 입학정원(교육부, 

2020a; 2020b)을 기준으로 동 수준에서 집계하였다. 대학

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괄하지만, 캠퍼스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입학정

원은 제외하였다. 

세번째 변수군인 교통 접근성은 요식 산업의 주요한 입

지 요인이 교통의 이용성, 접근 기회의 정도라는 점에 기

반하여 대규모점포 접근성, 전통시장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변수를 설정하였다.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접근

성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교통접근성 지표로, 

개별 행정동에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한국교통연구원, 2020). 

이동 시간은 교통 수단과 출발 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자동차 이동을 기준으로 계

산한 하루 평균값을 접근성 지표롤 선정하였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박종수･이금숙(2017)에서 산출한 2015년 기준 

대중교통 역사, 승강장의 시간거리를 사용한다. 시간거리

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모든 지하철 역과 버스 승강장 사이

의 평균 이동 시간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동별 접근성 

지표는 이동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접근성

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군은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지

표로 접객산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진바 없으나, 

COVID-19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외생변수라는 점

에서 선정하였다. 집계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약국, 의원, 병원수, 병원 병상수의 규모를 각 동

별로 추산하였다. 자료는 음식점 개폐점 자료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서 구득하였다. 

COVID-19, 혹은 유사 질환의 진단 및 처치와 관련되지 않

은 치과병원과 의원은 합계에서 제외하였다. 행정안전부

의 자료에서 병원과 의원은 진찰 및 진단 설비,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병상으로 이를 갖췄을 때 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 의원보다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

고, 입원환자 수용 등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수

와 함께 병상의 수도 변수로 설정하였다. 

4. 분석결과 

1) 기초분석 

먼저 감염병이 확산된 해와 이전의 경우 음식점 개폐점

의 패턴이 단위 시간의 흐름(주 혹은 월 단위)에 따라 차이

가 발생했는지를 기초통계를 통해 살펴본다. 만약, 두해의 

음식점 개폐업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패턴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면, COVID-19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

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COVID-19이 2020년이라는 단위 기간내에서는 음식점의 

생존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림 2는 2019년과 2020년 서울에서 개점, 폐점한 음식

점 숫자를 표준화하고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여 변화의 추

이를 보여준다. 동일한 기간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 2의 그

래프는 2019년 12월에 해당하는 주차 정보를 제외하고 작

성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개폐점 패턴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해당 연도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화한 값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0은 1주일 평균 개점 혹은 폐점하는 음

식점의 수를 나타내고 양의 값과 음의 값은 상대적으로 초

과, 과소를 의미한다. 

그림 2에 나타난 2020년의 4, 5주차와 40주차, 그리고 

2019년의 6주차와 37주차는 각각 음력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주간으로, 개점과 폐점 모두 평상시보다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난다. 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음식점 개점이 이 전

표 1. 후보 설명 변수

변수군 세부 변수

인구 인구, 인구밀도, 중위 연령, 가구 수

산업
산업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서비스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수, 대학교 입학정원

교통 접근성
대규모 점포 접근성, 전통시장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의료서비스 약국 수, 의원 수, 병원 수, 병원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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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5월이 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폐점의 경우 2020년 상반기의 시간적 패턴은 2019

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8월에 접어들면서 폐점

하는 음식점의 수치가 전 해의 값에 비해 높게 위치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폐점 패턴은 COVID-19의 확진의 증가 양상과 시

기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과 전국에서 확인된 COVID-19 신규 및 누적 확진 건수

는 8월 중순에 한 차례 급증하고 11월에 들어서며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20년 2월과 3월에 발생

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당시 서울은 COVID-19 

확산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5월 초(19주차)에 서

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당시 

서울시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지 않고 수십명 선

에서 관리되었다. 하지만 8월 중순(33-34주차)에 다시 한 

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며 일일 100명 이상의 확진이 이

뤄졌고 유사한 시점부터 음식점의 폐점이 2019년보다 높

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2월을 제외한 49주간을 대상으로 폐점과 개점

의 시간적 변이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a. 음식점 개점 시계열 분포

b. 음식점 폐점 시계열 분포

그림 2. 2019년과 2020년의 주간 음식점 개폐업 동향

그림 3. 전국 및 서울 COVID-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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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발생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ANOVA)를 수행하였다. 이 분석에서 관측치로는 각 년도

의 주별(n = 49), 혹은 월별(n = 11) 개업 혹은 폐업한 음식

점의 수이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표 2), 주 단

위 자료를 이용해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을 경우, 폐점과 개

점의 변화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폐

점의 변화의 경우 유의미의 정도를 나타나는 p값이 

0.051(94.9% 신뢰도)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낮출 경우 유의

표 2. 개폐점의 분산분석 결과

변수 분산유형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값 p-value

주간 폐점

그룹간 분산합 19,828.9 1 19,828.9 3.902 0.051

그룹내 분산합 487,822.5 96 5,081.5

전체분산합 507,651.4 97

주간 개점

그룹간 분산합 12,459.4 1 12,459.4 2.761 0.100

그룹내 분산합 433,206.7 96 4,512.6

전체분산합 445,666.1 97

월간 폐점

그룹간 분산합 88,328.9 1 88,328.9 1.636 0.215

그룹내 분산합 1,079,769 20 53,988.5

전체분산합 1,168,098 21

월간 개점

그룹간 분산합 55,501.1 1 55,501.1 1.04 0.320

그룹내 분산합 1,068,007 20 53,400.4

전체분산합 1,123,509 21

a. 2019년 개점 분포 b. 2020년 개점 분포

c. 2019년 폐점 분포 d. 2020년 폐점 분포

그림 4. 2019년과 2020년의 음식점 개폐점의 지리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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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월 단위로 집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두 연도간의 개폐업의 패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 개폐점의 시계열절 패

턴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낮은 신뢰수준에서

는 폐점과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분석의 두번째 단계로 개점과 폐점의 공간적 패턴

을 확인하기 위해 동별 개폐점 음식점 수를 단계구분도로 

나타냈다(그림 4). 두 해에 발생한 전체 개폐점 음식점의 

절대수치가 서로 다르고 2020년 12월의 자료가 누락되었

기 때문에 natural break를 이용해 구간을 나눴다. 네 장의 

지도는 각각 연도별 개점과 폐점 음식점 수의 분포를 보여

주는데 전체적인 공간적 패턴은 서로 큰 차이점이 발견되

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개점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폐점 또

한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의 시간적 관점

에서의 비교에서도(그림 4-a 와 b, 그림 4-c 와 d) 별다른 공

간적 차별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개폐점 분포

에 있어 네 지도 모두 마포구와 영등포구, 강남구와 인근 지

역, 그리고 중구와 종로구에 걸쳐 개폐점 군집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음식점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생존활동을 하는 지리적 의존성(geographical dependency)

의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41개의 세부 

분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를 따르면 유사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따로 구분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

고, 개폐업 특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가 혼재하는 경

우가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분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음식의 서비

스 방식, 식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주요 판매 음식의 종

류를 기준으로 음식점을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일반 식당, 

패스트푸드, 판매대, 카페, 뷔페, 주류, 기타, 총 7가지 카테

고리로 음식점을 구분하였다. 일반 식당은 식사를 위해 방

문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식, 중식, 일식, 패밀리레스토랑 등이 이에 속한다. 패스

트푸드는 빠르게 음식이 제공되는 곳으로 패스트푸드점, 

분식, 김밥 등이 해당한다. 판매대는 소비자가 음식 제공 

외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으로 푸드트럭, 편의점과 같

이 간편 음식이 제공되는 곳이다. 카페는 주로 차와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며, 뷔페는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식

당이다. 주류 판매점은 호프, 정종, 소주방 등으로 구분된 

음식점을 통합한 카테고리이며, 기타는 행정안전부의 구

분 상 기타로 표기된 식당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 개점하거나 폐점한 음식점 수는 부록 

2에 카테고리별로 나눠 정리하였다. 개점 음식점 수는 두 

해 모두 폐점한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점

과 폐점의 비중이 두 해에 걸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COVID-19의 확산 전후에 음식점 종류에 따

라 다른 생존활동을 보이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

별 개점과 폐점, 그리고 모두를 이용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3은 서울시 내에서 운영된 음식점 중 2019년,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한 음식점들의 평균 운영 기

간을 보여준다. t-value는 2019년 폐점한 음식점의 영업일

수와 2020년 폐점한 음식점의 영업일수 사이의 차이를 통

해 구했다. 이 값이 양수로 나오는 것은 평균적으로 2019년

에 폐업한 음식점이 더 길게 영업했음을 보여준다. t-value 

옆의 괄호 안에는 양측검정 시 p-value를 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20년에 폐점한 경우 

평균적으로 4개월 이상 빨리 폐업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Kim and Lee(2020)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불특

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는 dine-in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꺼

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러한 우려가 식당의 상대적으

표 3. 폐점 음식점 종류별 평균 영업 일수

2019년 폐점 2020년 폐점 t-value

음식점 전체
2571.9

(n=16971)

2437.9

(n=14354)

4.295

(0.000)

일반 식당
3190.6

(n=7746)

2987.9

(n=6341)

3.843

(0.000)

패스트푸드
3433.7

(n=1367)

3248.0

(n=1041)

1.473

(0.141) 

판매대
1546.4

(n=1260)

1506.1

(n=1140)

0.605

(0.545)

카페
1748.2

(n=2433)

1822.3

(n=1981)

-1.613

(0.107)

뷔페
2070.7

(n=53)

3234.8

(n=74)

-2.469

(0.015)

주류 판매
3327.3

(n=1490)

3249.6

(n=1203)

0.690

(0.490)

기타
1151.6

(n=2622)

1239.3

(n=2574)

-2.2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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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빠른 폐업 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를 음식점 종류에 따라 다시 분석을 실시하면 

일반 식당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패스트푸드, 판매대, 주류 판매업에서 t-value가 양의 값을 

보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업

체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뷔페를 제외해도 기타 음식

점은 2020년에 폐점한 음식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더 장기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일반 식당은 전체 폐업 음식점의 45% 가량을 차지

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음식점 전체

의 평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식당 내부에서 식사가 

쉽지 않은 감염병 유행의 상황 속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 

일반적인 식당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는 

Gössling et al.(202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패스트푸드는 실내 취식이 잦은 김밥, 분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패스트푸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반

된 결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리가중회귀분석 

그림 4는 개점과 폐점의 공간적 분포가 연구 기간 내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적 패턴은 비슷하더라도 눈으로 확

인하기 어려운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들이 연도별로 혹은 

개점과 폐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동일 설명 요인 또한 공

간 상에서 그 설명력과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모델과 계수, 잔차의 분포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만일 감염병의 확산과 무관하게 유사한 공간적 패턴

이 지속되더라도 개점과 폐점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요소를 모델을 통해 실증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GWR모델을 이용하여 동별 음식점 개폐점 패턴을 

설명한다. 2019년과 2020년의 자료에 대해 각각 GWR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 개폐점 모델 사이

에 뚜렷한 차별성을 찾을 수 없어 2019년의 분석결과는 포

함하지 않았다. 이처럼 감염병 등장 전후에 차이가 나타나

지 않는 것은 음식점의 개점과 폐점을 설명하는 지리적 요

인들이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의 충격에 즉각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에 나열한 변수들을 모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세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개별 변수들

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선형 분석을 실시

할 경우 모형의 적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에는 로그를 적용하여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

를 띄도록 변환하였다. 변환없이 변수들간의 상관성(r)을 

살펴보면 0.3 - 0.6정도로 그 폭이 넓고, 상관성 정도가 유

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나타난다. 두번째로, 변환의 

기술적 측면에서, 관측치에 0의 값이 존재하여 로그를 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관측치에 1을 더해 로그로 변환

시 관측치 값이 0으로 수렴하도록 하였다. 세번째로, 변수

간에 공선성(multicoliniearity)이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 이

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필요하다. 공선성이 강한 변수가 함

께 GWR에 이용될 경우 회귀계수 산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모델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게 된다(Wheeler 

and Páez, 2010). 

따라서 여러 변수 중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

선성을 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의 조합을 찾

아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ERM을 

이용하여 모든 변수의 조합에 따라 가능한 모델들(sub- 

models)에 대하여 가장 타당한 모델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모델 선정에 사용한 기준은 Adj R 2(> 0.6), max coefficient 

p-value(< 0.05), AIC(Lowest),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for Multicolinieary(< 7.5)이다. VIF는 공선성의 정도를 직

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편

적으로10 혹은 7.5를 기준으로 공선성을 진단하였다 (Akin-

wande et al., 2015; Cardozo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그 

값이 7.5 이상일 경우 공선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

다. ERM을 이용해 표 1의 후보변수들을 조합해 OLS모델을 

만들어냈고 설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은 모두 제

외하였다. 그 결과, 대략 700여개의 변수 조합이 기준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중 후보변수 군 내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변수가 선정된 모델 가운데 가장 설명력이 높

은 모델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하여 GWR에 적용하였다. 

확정된 모델의 VIF 값은 5.13으로 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4). ERM을 실행한 결과 동일

한 공통 요인이 2020년도 개폐업에 나타났으나 변수별 적

합도는 다소 상이하며 설명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RM으로 확인된 변수를 통해 OLS 모델과 GWR을 각각 

구성하여 어떤 모델이 음식점의 개폐점 분포를 더 잘 설명

하는 지 살펴보았다. 표 5는 개점을 자료를 대상으로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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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결과를, 그리고 표 6은 폐점을 대상으로 구성한 모델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지적 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GWR 계산에는 가변 대역폭(adaptive bandwith)을 적용하

였다. OLS와 GWR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Adjusted R2, 

AIC 값을 통해 볼 때, GWR 로 구축한 모델이 OLS의 경우보

다 개폐업의 공간적 현상을 더 잘 예측하였다. 특히, 동별 

개점 수치를 종속 변수인 경우 GWR 분석은 OLS보다 상당

히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가졌다.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은 OLS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으며, 전역적 모델의 차원에서 음식점 개점과 폐점

에 사용된 변수의 회귀계수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그림 4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음식

점 개점이 활발한 곳과 폐점이 활발한 곳이 유사하게 나타

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OLS 결과에 따르면 개점과 폐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인구밀도, 중위연령이 낮으면서 사업

체 및 지역 밀착 의료서비스가 발달한 지역, 그리고 대중교

통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그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 GWR

로 산출한 계수의 평균값 또한 개점과 폐점 모델 모두에서 

표 4. ERM 을 통한 최적 변수 조합의 모델 결과

종속변수 ERM 선정 변수(변수 적합도) 변수 조합 수 Adj R 2 AICc VIF

개점 수(2020)

(-) 인구밀도** (43.8%) 

(-) 중위연령** (88.6%)

(+) 사업체 수** (76.8%)

(-) 대중교통 접근성** (74.3%)

(+) 약국 수** (100%)

(+) 의원 수** (100%)

718 0.682 692.0 5.13

폐점 수(2020)

(-) 인구밀도** (48.7%)

(-) 중위연령** (93.7%)

(+) 사업체 수** (78.9%)

(-) 대중교통 접근성** (88.9%)

(+) 약국 수** (100%)

(+) 의원 수** (100%)

718 0.727 607.1 5.13

**유의 수준 1% (p < 0.01) 이하

표 5. 2020년 음식점 개점 분석 결과

OLS GWR

계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상수 11.063** 10.168 -6.897 32.475 8.206 

인구밀도 -0.124** -0.119 -0.373 0.140 0.132 

중위연령 -1.255** -1.176 -2.934 0.455 0.657 

사업체 0.408** 0.447 0.163 0.663 0.112 

대중교통 접근성 -0.7614** -0.717 -2.581 1.999 0.939 

약국 0.332** 0.331 -0.002 0.605 0.144 

의원 0.274** 0.245 -0.105 0.527 0.135 

Local R 2 - 0.731 0.635 0.820 0.045 

R
2 0.687 0.755

Adjusted R 2 0.682 0.714

AIC 692.01 678.40

Koenker 32.058** -

Jarque-Bera 60.060** -

**유의 수준 1% (p < 0.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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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에서 도출한 변수별 계수와 동일한 방향성과 유사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대 및 최소값의 결과가 서로 다

른 부호를 갖는 경우로 비추어 볼 때, 변수의 영향력이 지역

에 따라서는 다른 방향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GWR의 국지적 설명력을 나타내는 local R2는 개점과 폐

점 모두 서울의 중남부 지역과 은평구 북부와 일대에서 높

게 나타난다(그림 5). 반면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행정동에

서는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설명력이 높

은 지역들은 동별 분석값을 추출할 때 사용된 대역폭 내에 

위치한 동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값의 편차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동 단위들이 공간적으

로 모여있는 곳에서 더 높은 설명력이 나타나며, 이질성이 

큰 경우에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local R2 값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고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높아 서울시 전역에 대해 GWR 모델의 설명력이 낮지 않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 7은 GWR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음식점 개점과 폐

점의 국지적 회귀모형의 변수별 계수 추정 결과를 각각 보

여주고 있다. 국지적 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6. 2020년 음식점 폐점 분석 결과

OLS GWR

계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상수 12.717** 11.466 -0.471 21.455 5.190 

인구밀도 -0.155** -0.180 -0.394 0.053 0.090 

중위연령 -1.316** -1.288 -2.055 -0.508 0.367 

사업체 0.402** 0.392 0.158 0.652 0.102 

대중교통 접근성 -0.914** -0.734 -1.947 1.091 0.652 

약국 0.299** 0.292 0.056 0.468 0.097 

의원 0.300** 0.297 0.058 0.471 0.107 

Local R 2 - 0.755 0.647 0.842 0.042 

R
2 0.731 0.775

Adjusted R 2 0.727 0.743

AIC 607.05 605.46

Koenker 17.588** -

Jarque-Bera 25.350** -

**유의 수준 1% (p < 0.01) 이하

a. 폐점 b. 개점

그림 5. Local R 2 분포



김 현･이금숙･이영현･송예나

- 46 -

a. 인구밀도 b. 대중교통 접근성 c. 중위연령

d. 사업체 수 e. 의원 수 f. 약국 수

그림 6. 음식점 개점: 변수별 GWR 회귀계수 추정결과

주: 범례에서 파란색의 채도의 변화는 회귀계수가 (+)인 관계일 경우 계수의 값이 변화함을의미하며, 갈색으로 변할수록 (-)의 관계가 

강해짐을 의미한다. 

a. 인구밀도 b. 대중교통 접근성 c. 중위연령

d. 사업체 수 e. 의원 수 f. 약국 수

그림 7. 음식점 폐점: 변수별 GWR 회귀계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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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OLS를 통해 구해낸 회귀계수와는 다른 띄는 지역

이 국지적으로 나타난다. OLS는 한 변수에 하나의 계수와 

해당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구해낸다. 이를 통해 변

수별 상관관계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나 

이를 관측 단위로 나눠보았을 때 상관관계의 방향이 다른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서 개폐점이 활발하다는 OLS의 결과는 노원구 일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그림 6-a). 

두 번째로 모델에 사용된 6개의 변수들은 중위연령과 의

원 수을 제외하고 회귀계수의 공간적 패턴에 국지적 차이

가 다소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개별 변수들은 유사한 패턴

으로 개점과 폐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그림 4에서 

확인한 음식점 개폐점의 지리적 유사성을 재차 확인해준

다. 예외적으로 그림 6-f에서는 음의 회귀계수가 은평구에

서 나타나고 있으나 한 곳에서 작은 수치로 나오고 전체적

인 패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로 중위연령과 의원 수의 회귀계수는 다른 변수

들과는 달리 개점과 폐점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위

연령이 낮을수록 폐점이 많다는 사실은 그림 7-c를 통해 서

울 시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음식점 개점과 중위연령을 보여주는 그림 6-c에서는 양의 

계수를 가진 지역이 강북-도봉-노원구의 북부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이 지역은 서울 시내에서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

가 많은 지역으로 중위연령이 높은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다. 또한 그림 6-e에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의원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곳과 구분되는 뚜렷한 지역

적 특성은 다른 곳과는 구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서 GWR모델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국제적으로 감염병 위기는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고, 이

는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

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COVID-19은 아직까

지 약물적 개입으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

을 주고 있다. 음식점은 이렇게 변화된 일상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업종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운영 규모로 인해 

개점과 폐점 양상에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실제 개점과 폐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개폐점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염병 사태로 인한 급격한 

폐점 증가 혹은 급격한 개점 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시계열로 재정리하면 폐점의 경우 

전년도와 다른 패턴이 발견되었고 이는 11월의 COVID-19 

확산기에 폐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폐점

한 음식점의 영업 기간을 살펴보면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폐점한 음식점의 영업기간이 유의미하게 더 짧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기의 관점에서 연속적인 연

구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개폐점의 공간적 패턴은 연

도별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GWR로 분석했을 때 

회귀계수의 분포에 있어 개점과 폐점 사이의 공간적 패턴

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감염병의 확산은 음식점 개폐점은 개점보다는 폐점에 보

다 상관관계를 보인다. 개점과 폐점, 모두 공통적으로 특

정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구밀도, 

중위연령, 사업체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약국과 의

원의 수가 모델을 통해 음식점의 개폐점과 유의미한 관계

를 지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감염병 사태의 확산과 지속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개점

과 폐점의 시공간적 분포에 아주 큰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

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사업체의 개점

과 폐점은 외부의 자극에 따른 결과를 즉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외부 자극의 단기적 영

향은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의 부정적 

자극은 직장에서 퇴출되는 이들의 증가로 오히려 자영업 

진출을 촉진하기도 한다(김도균, 2015; 장지연, 2003). 즉, 

경기의 하락으로 개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자영업에 진입하는 이들이 늘어나 실제로는 개점 업체 수

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점과 폐점은 개인

에게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을 발생시키고 도시 공간에 사

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남윤미, 2017; 이재형･양정삼, 2011; 중

소기업연구원, 2015). 두 번째로, 연구의 대상인 음식점과 

음식점 이용자의 행태변화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정보 전달, 배달

앱의 등장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음식점 이용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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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박서진･김승인, 2018; 이금숙 등, 2020). 특히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배달앱과 같은 O2O(Online-to-Offline) 

서비스는 COVID-19의 확산 이후 빠르게 그 저변을 확대하

였다.2) 새로운 판매 통로의 등장과 이의 활발한 이용은 음

식점의 감염병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

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개점과 폐점

의 공간적 패턴에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음

식점 개폐점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요인이 그대로 작용하

며 주택가, 대학가와 같은 특정 상권이 외부의 충격에 더 취

약하거나 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본 연구

에서는 대학 상권의 변화를 보기 위해 ‘대학교 입학정원’ 변

수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 변수는 음식점 개점과 폐점의 

공간적 패턴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감

염병 확산 전후 시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최소한 단

기적으로는 대학가와 같은 특정 상권이 감염병 위기에 더 

취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직 2020년에 시작된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장기적으

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는 지를 정확히 판단하

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여전히 감염병 확

산의 초기 단계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잠재적 영향력을 가

늠하고자 하는 시도 혹은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들이 주를 

이룬다(Alonso et al., 2020; Baum and Hai, 2020; Gössling 

et al., 2020; Gursoy and Chi, 2020). 이러한 초기 연구는 감

염병의 영향을 제대로 진단해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연

구 또한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사태가 시작된 후의 시기는 

약 10개월 정도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초

기 연구와 동일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

한 초기 연구들은 적은 자료를 이용했지만 이를 통해 시의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고 후속 연구를 이끌 수 있는 동시에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이 해제되고 이동이 자유로워

지더라도 고객이 음식점, 호텔 등 접객업소로 바로 돌아올

지는 불투명하다. 많은 이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호

텔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

으며 위생에 대한 개념 또한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Gursoy and Chi, 2020). 이에 더해 COVID-19의 여파의 변

화에 따라 접객업의 향후 변화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의 추이도 살펴야한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이라는 인구밀

집지역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지리적 영역의 확대를 통

해 지역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도 정책적 의미

를 맞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가 지역의 경제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평가하고 변화를 평가

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1) 1980년대 이전 데이터는 오류 혹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1960년대 

초까지 한 해 수십 건의 개점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1970년

대에 들어서며 1000건을 넘는 음식점이 개점한 것으로 나

타난다. 특히, 폐점의 경우 1건도 신고되지 않은 해가 다수 

존재하였다. 

2) 서울경제, 2020년 9월 8일. “‘오늘은 뭐 시켜?’ 배달앱 사용

량 25%나 늘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 

1Z7RXYDLNU (최종열람일: 2021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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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종속변수

2019년 개점 음식점 수 46.0 46.9 0.0 381.0 32.5 

2019년 폐점 음식점 수 40.9 41.8 0.0 392.0 29.0 

2020년 개점 음식점 수 39.9 44.4 0.0 426.0 27.0 

2020년 폐점 음식점 수 33.7 35.8 0.0 309.0 23.0 

설명

변수

인구

인구 23610.8 9319.1 283.0 58006.0 22684.5 

인구밀도 24000.3 11973.6 308.0 58667.0 24001.0 

중위연령 43.1 3.7 28.8 55.1 43.0 

가구수 10206.6 4076.8 164.0 26415.0 9922.0 

산업

종사자 수 12289.9 18805.8 341.0 164278.0 6493.0 

사업체 수 1941.9 1915.5 19.0 15787.0 1413.0 

서비스업 종사자 수 10729.5 16595.3 237.0 147598.0 5499.5 

제조업 종사자 수 628.5 1720.2 2.0 27014.0 237.5 

대학교 입학정원 199.0 753.5 0.0 6002.0 0.0 

교통

대규모 점포 접근성 (대중교통) 12.7 4.3 4.4 25.6 12.4 

대규모 점포 접근성 (자동차) 7.4 2.9 2.5 19.7 6.9 

전통시장 접근성 (대중교통) 9.3 4.2 2.2 29.0 8.4 

대규모 점포 접근성 (자동차) 5.4 2.4 2.0 17.9 4.7 

대중교통 접근성 4013.4 394.2 3232.4 5156.7 3970.3 

의료

약국 12.1 9.5 0.0 79.0 10.0 

병상 수 (병원) 183.1 340.0 0.0 2715.0 30.0 

병원 수 1.1 1.6 0.0 10.0 1.0 

병상 수 (의원) 25.3 35.2 0.0 234.0 10.0 

의원 수 29.0 33.4 0.0 289.0 20.0 

부록 2. 음식점 종류별 개폐점 수

2019년 2020년

개점 폐점 개점 폐점

일반 식당 7352 (37.56%) 7746 (45.64%) 6985 (40.12%) 6341 (44.18%)

패스트푸드 974 (4.98%) 1367 (8.05%) 856 (4.92%) 1041 (7.25%)

판매대 1932 (9.87%) 1260 (7.42%) 1380 (7.92%) 1140 (7.94%)

카페 2790 (14.26%) 2433 (14.33%) 2354 (13.52%) 1981 (13.80%)

뷔페 47 (0.24%) 53 (0.31%) 40 (0.23%) 74 (0.52%)

주류 판매 1207 (6.17%) 1490 (8.78%) 1023 (5.88%) 1203 (8.38%)

기타 5270 (26.93%) 2622 (15.45%) 4771 (27.41%) 2574 (17.93%)

전체 19572 (100%) 16971 (100%) 17409 (100%) 14354 (100%)

*괄호 내 수치는 해당 컬럼 내 비중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