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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핵심 상권에 입지한 상가는 수요가 많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현재 서울

의 주요 상권에 입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 발생하는 상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가용 부동산의 공급이 증대되어 수요를 초과 한다는 논리로써 공실

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상가용 부동산이 핵심 상권에 입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운영주체가 상가용 부동산 공실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해방이후 국내의 현대식 상가용 부동산이 발전하

는 과정에서 점포의 집합체에 불과했던 백화점이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면서

전략적 마케팅과 임차인 구성을 시도 가능하여 발전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

하여, 운영주체가 일원화 된 임대상가가 분양상가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통

하여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주요상권에 위치한 75동의 상가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2개월간 방

문조사하여 2012년 3분기 공실률과, 건물특성(입주경과년도, 연면적, 점포수,

운영주체(임대/분양)), 거리특성(유동인구), 상권특성(상권위계변수2·3)을 나

타내는 요인으로 모형을 수립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 변수들의 유

의성과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운영주체에 따른 공실률의 차이는 유

의미 했으며 운영주체가 일원화되어 상가를 임대운영 할 경우 분양할 때보

다 공실률이 16%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충족시켰다.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주체의 여부만으로 나타나는 차이라는 점에서 수익 창출을 목

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운영주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운영주체가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는 점, 서울시

주요 상권내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실증연구와 더불어 정성적인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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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의미를 지닌다.

◆ 주요어 : 상가용 부동산, 쇼핑몰, 공실률, 운영주체, 임대, 분양

◆ 학 번 : 2010-2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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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핵심 상권에 입지한 상가는 수요가 많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현재 서울

의 주요 상권에 입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상가들이 관찰 되

었다. 상가용 부동산의 공급이 증대되어 수요를 초과 한다는 논리로써 공실

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상가별로 나타나는 공실의 차이를 설

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핵심 상권 내에서 공실이 발생한 상가들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

데 이 상가들이 소위 ‘동대문형 쇼핑몰’ (혹은 ‘테마상가’, 이하 ‘동대문형 쇼

핑몰’)이라고 불리는 상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상가의 태생지

인 동대문시장에 1998년 밀리오레라는 분양상가가 성공을 거두자 이를 모방

하여 생겨난 상가들이다.

동대문형 쇼핑몰의 원형인 밀리오레는 지상 20층, 지하 7층의 대규모 타

워형 상가이고 평면을 가벽으로 격자로 나눠 점포를 구분했는데, 이 상가의

형태를 본 뜬 상가들은 아파트처럼 소유권이 구분되어 분양되었다.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이후에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없어 공실률이 높아

지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를 반영한 결과이다. 상가들이 주요상권에 입지한

경우, 특히 비슷한 입지에 위치한 두 상가 중 한 상가는 공실이 없고 다른

상가에서는 공실이 발생하였다면 상가용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가 절대적으

로 중요하다는 기존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서울

시내 여러 상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핵심 상권의 상가에서 공실률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

떻게 이뤄지는지 분석한다면 상가용 부동산의 공실률 발생 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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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 부동산의 입지특성, 상권형성, 상권범위, 소비자 구매행태, 분양

제도뿐만 아니라 건축적 요인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

가용 부동산 공실률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임대료, 공실률 등

상가용 부동산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가 주거 및 업무용 부동산에 비

하여 수집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공개에 대한 소유주, 임

차인의 거부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

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실률은 소유를 위한 자산시장이 아닌 공간 사용을 위한 부동산시장에

서 결정된다. 공실률에 관한 자료는 상업 활동에서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

기 위한 자료로서 부동산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

나 정보 수집의 어려움이 커 공실률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

다.

‘장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처럼 입지는 상가용 부동산

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상가용 부동산이 유동인

구가 풍부한 중심 상권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공실이 발생한 상가용 부동

산은 사업주체가 분양을 통한 단기적 이익을 실현한 뒤 운영에 관여하지 않

으므로 상가의 종합적인 운영, 관리가 부재하는 특징이 있고, 이에 그 근본

원인이 ‘상가용 부동산의 운영주체’의 차이에서 발생 하는 것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영주체와 상가용 부동산 공실률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는 것이다. 분양방식(등기분양)으로 개발되어 구분 소유된 상가용 부동산

과 단일소유주체에 의해 임대운영(임대분양)되는 상가용 부동산의 운영 및

관리에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다.

연구의 주요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주체에 따라 상가용 부동

산 공실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운영주체에 따

라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파생되는가이다. 개발, 운영에 있

어서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여 왜 분양상가가 운영

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지 설명하는 요소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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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 부동산의 특징과 공실률 분석을 통하여 운영주체에 따라 실질적

인 차이가 있는지, 파생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본원인을 파악함

으로써 상가용 부동산의 개발 및 운영의 성공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

가 가능 할 것이며 앞으로 추진되는 상가용 부동산 개발 및 운영, 나아가

상가용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예상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상가용 부동산의 공실발생요인을 찾기 위해 상가용 부동산의

공실률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갖게

된다.

첫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서 그 대상은 상가용 부동산1)으로 하며 주

로 타워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실제 상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상

가용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상가용부동산은 실

무에서는 오피스나 기타 종류를 제외한 오로지 개별 점포로 사용되는 ‘상가’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을 통한 이론적 사용은 실제는 ‘상

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대부분 포괄적인 의미의 ‘상업용 부동산’

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그밖에 매장용 부동산, 점포용 부동산, 상업시설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다시 말해 상업용 부동산은 외부수익 또는 소

득을 일으키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며, ‘상가용 부동산’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상가용 부동산’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부동산

이다.

상가용 부동산의 구분하는데 있어 분양시기, 사업시행주체, 분양주체, 대

금의 납부방법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가용 부동산을

1) 외국에서는 판매시설(Retail Property)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상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가용부동산”으로 용어를 통일한다는 하권찬의 선행연구를 따른다.

2) 하권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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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었다. ‘임대형 상가’는 하나의

운영주체가 상가를 소유함으로써 임차인을 구성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임대

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임대차계약이

형태이다. ‘분양형 상가’는 여러 소유주체들이 구좌, 또는 점포별로 소유권을

구분하고 개별적인 상가운영을 취하는 구조다.3)

<그림 1> - 연구의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주요 상권

둘째,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주요 상권인 강남, 동대문, 이대앞, 홍대앞,

종로, 신도림, 신림, 연신내 등 주요 상권에 입지한 상가를 대상으로 공실률

을 조사한다. 각 상권내부에 비슷한 입지적 조건을 지녔으나 운영주체에 있

어서 차이가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도 3분기 기준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

설명한다. 실제 공실률 조사 기간은 2012년 7,8월로 정하였다. 통상적인 상

3) 황주영(2006)은 부동산 분양의 구분하는 형식 중 분양대상권리에 따른 구분을 설명하고, 

이에 덧붙여 하권찬(2009)은 대다수 점포가 크기와 모양이 일률적으로 구획된 구좌를 분

양하는 구좌분양, 법적으로 개별 등기로서 상가를 계약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피분양자에게 넘어오는 방식으로 근린상가 등 분양시 사용되는 구분분양(등기분양), 하나

의 테마로 상가가 운영 될 때 지분을 나누어 분양하는 지분분양, 임대차 계약으로 이뤄지

는 임대분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본 논문에서 임대형 부동산은 임대분양하는 방식

으로 사용권이 분양되는 상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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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의 임대차·매매 거래는 연초에 성립하므로 조사기간인 7,8월은 시

기적 요인에 의한 편차가 상대적으로 통제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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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정량적으로는 상가용 부동산 공실률에 미치는 요인을 선정

하고 다중회귀분석으로 설명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며, 관련 데이터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75개동의 표본상가를 방문조사 하여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상가의 운영행태를 관찰하는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1. 자료 출처

상가의 연면적, 층 수, 준공 및 입주일 등의 건물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정보에 관해서는 부동산114의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인 Reps와 매경 부동산

센터4)에서 검색한 자료와 언론 보도에 기재된 상가의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1차로 서울시 주요 상권에 위치하고 상가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2차로 ‘동대

문 쇼핑몰’형을 비롯한 테마상가 상가를 위주로 100개를 선정하고, 마지막으

로 실제 조사과정에서 조사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감한 결과 75개동 (임대

형 23동, 분양형 52동)을 선정하였다.

지하철 승하차인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9호선, 코레

일 (1호선 코레일 관할역의 경우 영등포역 등) 지하철 여객발착인원을 합산

하였다.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최근접한 지하철역의 출입구와 건물입구까지

의 직선 거리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5)를 참고하였다. 접하는 도로 중 도

로폭이 가장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역시 네이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

용하여 지하철 역 중앙과 건물 중앙의 직선거리를 구할 경우 실제 보행거리

와 차이가 많았다고 판단했다. 상가 주변의 유동인구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6)을 이용하였다.

상권의 위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매일경제 대한민국100대 상권 데이터

4) http://mk.sangga114.co.kr

5) http://map.naver.com/

6) http://sg.se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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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여 1-20위(_Iretailhie_1), 21-50위(_Iretailhie_2), 그 외 순위

(_Iretailhie_3)에 속하는 상권 3단계 위계로 구분하였다. 그 외 인구수, 종사

자수, 도소매 종사자수 등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7) 인구총조

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방문 조사

상가 별로 방문하여 공실률을 조사하며 촬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관계자

또는 해당 건물을 대상으로 중개 업무를 맡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 분양여

부 및 건물의 운영상황을 비롯한 현황을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서 점포를 운

영하는 상인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공실률의 확인은 해당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공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표본상가에서 총점포수(구좌)와 비어

있는 점포의 수를 세어 그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공실률을 확인하였으며, 75

개동의 상가용 부동산의 공실률을 조사하는데 총 2달이 소요되었다.

7)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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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흐름도

<표-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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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국내 상가용 부동산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의미의 상업용 부동산은 시장이었다. 시장은 우리

말로 ‘저자’라고 하며, ‘시장’이라는 용어는 개항 이후 종종 사용 되다가 지

금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며, 조선후기에 이르러 남대문과 동대문 부근에 사설시장인

‘칠패’, ‘이현’시장이 성립되어 ‘시전’8)을 위협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개항 이

후 시장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시장이 식민지 시장으

로 재편되고 종합소매점으로서 백화점이 등장하였다.

본격적으로 민간시장이 발달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였다. 공설시장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으며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자유시장 등 30여 개의

사설시장이 서울의 상권을 좌우하였다. 당시의 백화점은 파행적 운행을 면

치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 백화점이 임대점포의 집합체에 불과했기 때문이

다.

1960·1970년대 시장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현저한 성장세

를 보였다. 새로운 형태의 슈퍼마켓이 등장하였고 상가가 출현하여 급성장

하면서 상권을 확대해 나갔다. 백화점은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면서 급성장 하였다.

1980년 이후 민주화·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시장

은 구조적인 개편을 겪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등장하여 상권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 대형 할인점이 등장하여 가격혁명을 주도하였고, 슈퍼마켓

과 편의점이 기존의 골목상권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상품을 진열한 공간,

즉 ‘장소’가 없는 통신판매, TV홈쇼핑, 인터넷쇼핑이 새롭게 등장하여 주요

8) 조선 시대에 지금의 종로를 중심으로 설치한 상설 시장이다. 관아에서 임대하여 주고, 특

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난전을 금지하는 특권을 주는 대신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바칠 의무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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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부각되었다.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기존의 시장은 세계적 유통업체

와 생존경쟁을 해야만 했는데, 국내 할인점이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이 가능한 한국형 할인점으로 특화되면서 외국계 업체는 철수하였

다.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세계적 의류시

장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관광지로 발전하였다.9)

발전된 시장이 지닌 위상은 우리에게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1960 · 1970년대 백화점이 겪은 운영상의 문제가 50여년

이 지난 현재 서울시 주요상권에 있는 수많은 상가용 부동산에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점포가 분양되어 운영주체 다수로 나뉜 상가는 임대점포

의 집합체일 뿐이다.

1960 · 1970년대 운영주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던 백화점과 다를 바

가 없는 상가들은 동대문시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동대문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가 생긴 곳이다. 1905년 “광장시장주식회사”설립으

로 최초의 상가개념이 도입되어 근대적 시장의 출발점이 된다. 1961년 피난

민을 주축으로 건립된 평화시장이 문을 열고 동대문시장은 섬유, 의류 봉제

등 섬유의류산업으로 특화 되며 1990년 남대문 의류상인을 중심으로 ‘아트

프라자’라는 현대적 패션상가가 탄생하고 남대문과 동대문으로 2분화된 의

류시장을 동대문으로 단일화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1998년 밀리오레가

도매에서 소매위주의 유통구조로 전환10)하여 성공을 거두고 유사한 상가가

잇따라 개발 되면서 국내 상가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겨난 동대문형 쇼핑몰들은 대부분 개별점포를 분양(등기분양)

하였다.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입장에서 개별 점포를 분양할 경우보다 임대

할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기위한 자본을 더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선분양제도의 시행도 이러한 여건을 뒷받침했다.11) 따라서 상가 개발 사업

은 운영 수익(Income Gain)보다는 분양 수익(Capital gain)을 추구하는 방식

9) 박은숙(2007)

10) 김양희, 신용남(2000)

11) 상가 후분양제는 분양사업자의 횡령문제가 불거진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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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상가 운영 계획은 결여된다. 이 상황

에서 사업자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임차인을 유치를 위한 넓은 전용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전용면적 최대한 나누어 분양하는데 주력하는데 점

포의 전용면적이 작아질수록 단위면적당 분양가는 상승하는 부동산시장상황

도 단기적 수익구조를 택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단기수익창출 사

업방식을 선택한 결과가 현재 공실률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화점의 성장의 근본적인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화점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시기에 백화점은 자본과 상품 · 서비스 등에서

미진한 점이 많았는데도 ‘상품의 종류와 판매 전략, 광고’등에서 우수함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임대점포의 집합체에 불구했던

백화점이 그 운영체계를 직영화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백화점의

운영구조는 정해진 임대료만 받으면 점포가 무엇을 판매하거나 주변 점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할 이유가 없었지만 직영체계로 전환되면서

Tenant Mixing, 체계적인 마케팅 등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백화점을 성

공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만들었다. 임차인 구성방식과 마케팅 전략에 따른

차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상가용 부동산 운영주체의 일원화라는 사실이며,

현재 공실이 발생한 상가용 부동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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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상가용 부동산에 관한 연구는 1930년 중반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

(central place theory)에 기초하여, ‘소비자는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장 가

까운 상점을 찾는다(Single purpose shopping)’라는 가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중심지 이론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하여 소매수요에 대한 공간적

영향요소를 밝히는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이후 소매 집적(retail

aggregation)과 외부효과(demand externality)를 반영하는 실증연구로 발전

하고,12) 80여년이 지난 현재 상가용 부동산에 관한 연구는 더욱 다변화 되

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오피스 부동산에 비하여 상가용 부동산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며, 특히 국내의 연구에서 이뤄진 성과는 찾아보기 어

렵다. 이러한 상황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13)

상가용 부동산 관련 실증연구는 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는 임대료결정

구조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임대료가 자산 시장(capital market)이 아닌 공

간 시장(space market)에서의 가치에 대한 예상과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

으로 공실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가용 부동산의 임

대료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공실률이 궁극적으

로 부동산 개발과 운영의 성과를 가늠 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상가용

부동산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상가용 부동산 운영주체가 공실률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인 바, 운영주체에 따라 임

대와 분양으로 나누어 비교해야 하는데, 상가 분양의 경우 국내 부동산 개

12) Mark J. Eppli, John D. Benjamin(2001)

13) Wheaton, William C. and Raymond G. Torto. (1995)는 「Retail Sales and Retail 

Real Estate. Real Estate Finance」에서 소비자 소득수준 보다 상가 매출이 보다 느리

게 오르므로 지역수준의 쇼핑센터 개발할 때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좋은 지표가 될 수 없

다고 설명한다. 늘어나는 전체 상가 면적의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단위 면적당 매출이 증

가하며, 쇼핑몰 역시 큰 차이는 없고 면적이 늘어 날수록 점점 전체 단위면적당 매출량은 

줄어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구매지수 생산자구매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일

관성이 없을 증명하여, 주요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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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시장의 독특한 구조에 기인한 것이어서 관련 연구를 해외에서 찾을수 없

었다.14) 그러므로 국내 상가 부동산 분양의 특성을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분양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실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1) 임대료(가격)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임대료 결정구조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임대료 차이를 밝히기 위해 헤도

닉 모형을 주로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와 단일 소매 상업시설 내 점포간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다

루기로 한다.

Sirmans와 Guidry(1993)는 미국 Baton Rouge Loisiana에 위치한 55개

쇼핑센터를 대상으로 헤도닉 모형을 사용하여 영향요인(총면적, 경과년수,

핵심임차인 형태, Mall, Cluster, L-shape, U-shape, Strip, 가격이 높은 입

지, 소득이 높은 입지, 교통이 많은 입지, 공실률, 시간변수, 인구, 소득)을

파악하고, 소매시설 임대료 결정요인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모델설정의 복잡

성과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HardinⅢ와 Wolverton(2000,2001,2002)은 규모와 위계에 있어서 다변화

된 미국 상가용 부동산의 현실을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

수를 찾고자, 애틀랜타 지역의 118개 근린상가를 대상으로 여러 범주(이미

지변수, 가능성변수, 상권범위, 상권의 구매력 등)로 나누고, TSLS15)방법

으로 공실과 임대료를 예측하였다.

국내에서 이경춘(1995)은 서울 도심상업지역의 입체적 입지 특성과 용

도 결정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상가의 임차업종 용도별 입찰

임대료결정모형을 실증 분석하였으나, 상가별로 임대계약 간 환산시 전환율

14) 하권찬(2010)

15) 첫 번째 단계에서 공실률을 구하고, 이를 설명변수로서 임대료 예측하는 모형(두번째 

단계)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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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오류를 범하고, 상가건물과 임대 단위보다 상가 건물

내 입주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일반적인 임대료결정구조 분

석과 차이가 있다. 김찬호·송지수(2001)가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근린상

가를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성, 점포면적, 입점층 등을 영향요인으로 찾은

연구도 같은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격영향요소의 유형과 결정구조에 주목한

임대료조정모형을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재우·이창무(2006)는 서울시 주요

상권에 입지한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업무용 빌딩에 비해 상가의 지역 간 임

대료 수준차이가 매우 크게 존재하는 것을 밝혀냈고, 조주현(2008)은 수도권

과 기타지역의 임대료 차이를 밝혀냈다. 이에 하권찬(2008)은 구분점포의 위

치특성에 따른 매매가격 차이 발생에 보다 주목하고 건물 내 점포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재우 외 2인(2010)은 상가매매지수 작성과 상가가격결정요인을 분석

하는데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고, 범위를 건물단위에서 점포

단위로 확대하여 건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건물내부요소로 심화하였다.16)

2) 활성화에 관한 연구

상가용 부동산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핵심 임차인(Anchor tenant)의 존

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임차인 구성(optimal tenant mix)을

통한 상가용 부동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수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과

정을 설명한다.

쇼핑센터 내 단위매출 규모가 큰 점포가 높은 비율임대료(percentage

rent)와 낮은 기본 임대료(base rent)를 지불하는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Benyamin 외 2인)이 이뤄졌다. 이는 상가용 부동산 내에서 점포업종, 매출

16) 단일 상업 시설 내 점포간 운영성과를 다루고 있지만 외국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상가의 

규모와 연구의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를 감안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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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의 상호관계에 있어 점포간 외부효과(inter-store externalities)를

입증한 Breuckner(1993)의 연구에 토대가 되었다.

Mark, Shilling(1996)은 미국전역의 쇼핑센터 표본에 Lakshmanan과

Hansen의 retail expenditure model (retail gravity model)을 사용하여 가까

운 입지의 상가가 아닌 집적된 상가가 고객 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냈다. Thomas J. Miceli, C. F. Sirmans, Denise Stake(1998)는

디벨로퍼가 여러 상가를 집적시켰을 때, 각 상가의 매출이 증가할 뿐만 아

니라 점포간 외부효과가 창출되는 효과를 설명 하였다.

William c. Wheaton(2000)은 상가용 부동산 위험부담과 세일즈 외부효

과를 창출시키기 위하여 점포간 외부효과 발현자에게 임대료 혜택을 주어

외부효과 수혜자 임대료와의 차이를 두고, 이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는 것이 임대수익의 극대화라

는 것을 게임이론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국외연구는 입지, 물리적, 제도적, 시장 특성이 국내와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국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연구는 임차인 구성

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디벨로퍼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국내의 현실

과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김홍진, 고봉성(2011)이 상가용 부동산 개발 단계별

로 발생할 수 있는 활성화 요소를 추출 선정하여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설

문하는 방식으로 요소의 중요도와 순위를 분석하였다. 박경애(2005)는 지역

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응용 방안연구에서

ULI가 제시한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3요소를 비롯한 49개 요소를 측정하여

8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중 리테일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설문

을 통해 확인 했다.

국내의 연구는 운영관리주체의 전문성, 합리적인MD구성, 엔터테인먼트

요소 부각과 같은 전략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다. 여기서 게임이론을 활용한 연구 방법 적용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

몇 성공사례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시장참여자들의 설문에 의한 조



- 16 -

사로 이뤄져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3) 분양에 관한 연구

분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며, 상

가용 부동산 분양에 관해서도 분양률, 분양제도, 마케팅, 투자환경, 공급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었다. 김기수·안정근(1999)은 단지계

획 구성요소와 단지내 상가 분양율과의 비례관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하여

규모, 면적, 세대 수 등의 영향력 있는 변수를 밝혔다. 황주영(2006)은 부동

산분양대행업이 분양과정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피분양자의 미래 시장가치에

대한 예측성,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함으로써 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

장했고, 안산시 고잔 지구의 부동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 방식

으로 연구하였다. 이외 에도 몇몇 석사연구에서 실제 개발사례에 관한 단순

사례조사 연구였다는 한계를 보이지만 상가용 부동산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킨 의의를 지닌다.

4) 부동산 공실률 관한 연구

국내·외 연구에서 공실률은 임대료결정요인의 일부분으로서 논의가 이

루어지다가 최근 들어 실질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주로 오피스 부동산

을 대상으로 하며 상가용 부동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어 오피스 부동산

의 선행연구로 대체하고자 한다.

오피스 부동산 공실률과 관련된 연구는 공실률과 임대료 관계에 대한

연구와 공실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임대료와의 관계

에 대한 연구는 공실률과 임대료의 시차에 대한 연구와 공실률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여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으로 추정한 연구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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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Wheaton(1988)은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를 사용하여 시장에

서 1% 초과 공실률에 대응해 2% 임대료 하락하는 미국 오피스 시장의 임

대조정 메커니즘을 증명하여 공실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

피스 시장 수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공실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는 더욱 활성화 되지 못하며 그나마 오

피스 부문에서만 이뤄졌다. 이러한 연구 현황과, 2000년 연구시점 기준인

2007년까지 7년동안 약 35만 개 이상의 점포가 공급된 시장 상황을 배경으

로 하권찬(2008)은 유일하게 상가용 부동산의 분양률과 입점률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률은 마케팅요인에 의해, 입점률은 주로 입지적 요인에 의해서 움

직인다. 현재 국내 분양관련 업체들이 도입하는 마케팅방법, 분양대행사 활

용, 은행 자금관리, 임대보장 그리고 책임준공 등은 분양 결정의 유인요인이

되어 분양률은 상승한 반면 입점률에는 유의미 하지 않는다. 건축적 요소가

특히 입점률에 많은 영향이 있으며, 핵심 임차인인 멀티플렉스는 분양률에

는 양(+)의 유의성을 보이나 입점률에는 유의미 하지 않다. 반대로 마트는

입점률에서 양의 유의성을 보여 멀티플렉스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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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단위면적당

임대료

HardinⅢ & Wolverton 단위면적당

-2000 호가임대료

(최대, 최
소)

HardinⅢ & Wolverton 단위면적당

-2001 호가임대료

(최대, 최
소)

HardinⅢ & Wolverton 단위면적당

-2002 호가임대료

(최대, 최
소)

단위면적당

임대료

김찬호·송지수 전세기준

-2001 임대료

홍기용·정승영

-2006

이재우·이창무

-2006

양승철·이성원

-2006
임대료

상권, 경과년수, 연면적, 구조, 지하철역까지 거리, 도로조
건, 지역인구밀도, 지역도소매업체수

Sirmans & Guidry
(1993)

면적, 빌딩연령, 핵심임차인 유형, 건물디자인, 입지조건, 공
실면적, 시점, 인구, 소득

상권내 공실률, 인근지역쇼핑센터, 쇼핑센터공실률, 규모,
점유면적, 빌딩연령, 주요간선도로접근성, 최근개보수여부,
주차면수, 신호등, 좌회전 차선 수, 건물동수, 각지입지, 건
물배치, 외장, 임대차방식, 상권인구, 소득, 공공보조가구수

공실률, 상권내 공실률, 면적, 상대적 규모, 상권내경쟁시설
수, 인근시설거리, 공공보조가구수, 구매력, 빌딩연령, 빌딩
연령2, 개보수, 주요간선로 접면여부, 좌회전접근차선, 최대
이용가능공간, 최소이용가능공간, 건물배치, 핵심임차점포

공실률, 면적, 상권내 공실률, 1마일내 근린,커뮤니티센터
수, 인근시설거리, 공공보조가구수, 구매력, 빌딩연령, 이용
가능공간 최대최소차, 개보수, 주요간선로접근성, 건물배치

이경춘(1995)
경과월수, 도로접촉면수, 대로접근거리, 중로접근거리, 지하
철역접근거리, 입주층, 매장면적

지역, 행정동, 세대수, 단지 내 상가수, 인접상업지역, 층수
(지상, 지하), 상가입지업체수, 층별입지업체수, 층별상가유
형, 단지 내, 입지층, 면적, 주출입구접근성, 동종업체(전체,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제조업체수, 정부혜택수령, 주택수, 생활보
호대상자수, 3차산업·제조업종사자수, 연립다세대주택비율,
기타주택비율

월세환산
임대료

최급접지하철역 일평균이용객, 지역,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최고지가점까지의 거리, 도로접면수2이상, 중로접면, 빌딩
연령, 연면적, 건물지상층수, 입주층, 업종, 임대계약면적

<표-2> 선행연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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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이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

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가용 부동산 관한 선행연구는 입지와 건축물의 물리적 속성과의

관계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운영주체와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상가용 부동산의 공실률에 대해 설명한 선행연구에서는 수도권 택

지개발지구내에서의 상가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는 서울시 주

요 상권내의 ‘동대문형 쇼핑몰’인 테마, 복합상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정량적으로는 상가용 부동산 공실률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

고, 그 과정에서 모든 표본상가를 방문조사 하여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상

가의 실질적인 운영행태를 관찰하는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상

가용 부동산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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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

1. 모형 설정

본 연구는 상가용 부동산의 공실률 영향요인에 관한 것으로, 다중회귀모

형(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고자 한다. 다중회귀모형은 한 개의 종속

변수와 여러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종속변수

는 공실률로 하며, 상가건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해당 상가가 위치한

거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상권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설

정 하였다.

V = F( B, S, D)

V (Vacancy rate) = 공실률

B (Building Level) = 건물 특성

S (Street Level : Floating Population) = 거리 특성 : 유동인구

D (District Level : Retail Hierarchy) = 상권 특성 : 상권 위계

2. 자료 선정

1) 종속변수

공실률은 건물전체의 실수(室數)에 대한 공실(空室)의 비율을 말한다.

공실은 실제 사용여부가 기준이 되며, 자산시장(Asset market)이 아닌 공간

시장(Space market)에서 결정 되므로 상가용 부동산의 활성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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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상가건물, 거리, 상권 전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건물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상가의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는

임대형 및 분양형 상가의 구분, 시간변수인 입주일과, 건물의 물리적 구조를

설명하는 평면의 유형, 연면적, 점포수, 층수를 설정하였다.

임대형과 분양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임대형 상가’는 하나의 운영주

체가 상가를 소유함으로써 임차인을 구성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임대차계약이 형태이

다. ‘분양형 상가’는 여러 소유주체들이 구좌, 또는 점포별로 소유권을 구분

하고 개별적인 상가운영을 취하는 구조이다. 상가용 부동산은 거래방식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임대에서 분양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되기도

하므로 조사시점인 2012년 3분기 시점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평면의 형태는 유선형으로 구성될 경우 소비자가 상가내부에서 다른 상

점을 상대적으로 보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점포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

할 수 있어 공실률이 더 낮을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설정하

였다.17)

표본 상가들은 모두 서울시 주요상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상권 안에서

갖는 입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정 하였다. 상가가 위치한 거리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해당거리의 유동인구,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최

근접 지하철역 승하차인구, 지하철역의 출구와 건물입구까지의 거리), 접하

는 도로의 위계 (최대 접면도로의 폭),거리에서의 위계(코너입지여부)를 나

타내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지하철역으로 부터의 직선거리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했는데 지하철역

중심부부터 상가 중심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시 실제 접근성과 차이가 있

어 상가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출입구와의 거리로 전환하였

17) 신도림·신림 상권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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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위계 상권
1 역삼, 선릉, 서초, 청담, 남부터미널, 동대문, 명동
2 고속터미널, 양재, 영등포, 신림, 신도림, 종로, 이대, 홍대
3 연신내, 제기동, 기타

다. 지하철역의 출입구가 상가와 바로 연결되어있는 경우에는 1m로 분류하

였다. 도로는 상가 건물과의 관계인 코너입지여부와 도로의 규모인 도로 간

격으로 나누었다. 상가가 코너에 입지할 때 도로와의 접촉면수가 많아지고

인지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정하였다. 블록단위에서 코너에 위

치한 작은코너와 교차로의 코너에 입지한 큰코너로 나누었다. 접한 도로의

수 보다 도로의 간격이 유의미하다는 선행연구18)의 가설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권 전체의 위계를 설정하여 통제하고(상권위계), 거주자나

통근자가 상가의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권의 수요를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정하였다.(동·구 인구수, 동·구 종사자

수, 동·구 도소매종사자수, 동·구 면적)

<표-3> 상권위계의 분류19)

18) 이종은, 조주현(2008)

19) 상권별 유동인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일경제 100대 상권조사 순위를 기준으로 

1-20위까지, 21-50위까지, 나머지 순위의 상권으로 3 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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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ll* 전체 평균 공실률 비고
ownership* 운영주체 임대형, 분양형
buildingtype 상가유형 -
years_open* 입주년도 시간변수

Gfarea* 연면적 -
IntDesign** 평면유형 격자형, 유선형
NoShops* 점포수 -

BF 지하층수 -

Floors 지상층수 -

 subway_passengers 지하철승하차인구 -
DistSubway_centroid 지하철역, 건물의 중앙 직선거리 -
DistSubway_naver 지하철역 출구 건물입구 거리 -
Corner_WideRoad 큰 도로 코너 입지 여부 -
Corner_smallRoad 블록단위 코너 입지 여부 -

RoadWidth 최대 접면도로의 넓이 -

 FloatingPop*** 상가앞 거리 유동인구 소상공인진흥회 자료

_Iretailhie_1,2,3* 상권위계

매일경제 100대상권
1-20위 위계1
21-50위 위계2

나머지순위 위계3
PopDohng 동 인구수 -

PopGu 구 인구수 -
EmpDohng 동 종사자수 -
EmpGu** 구 종사자수 -
WRDohng 동 도소매종사자수 -
WRGu** 구 도소매종사자수 -

WRDohngRatio 동 도소매종사자 비율 -
WRGuRatio 구 도소매종사자 비율 -
area_gu 구 면적 -

area_dong 동 면적 -

종속변수

건물특성요인

거리특성요인
:유동인구

상권특성요인
: 상권위계

<표-4> 변수 20)

20)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 표시 없음

* 유의하며 최종 모형에 사용된 변수

   ** 유의하지만 최종 모형에서 제외한 변수

  *** 유의하지 않으나 상가주변 유동인구 통제하기 위해 최종모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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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edian Min Max
sample

standard
deviatio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공실률 23.3% 0.9% 0.0% 100.0% 36.2% 36.0%

구분 임대형 분양형 합계
표본수 (동) 23 52 75
평균 공실률 6.60% 30.3% 23.3%
공실률 0% 82.6% (19동) 32.7% (17동) 48.0% (36동)
공실률 100% 0%(0동) 17.3%(9동) 12.0%(9동)

Ⅳ. 상가용 부동산 공실률에 관한 실증분석

1. 기초통계분석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 공실률 (Vacancy rate)

<표- 5> 공실률 기초통계

<표- 6> 운영주체별 공실률

75동의 표본상가 공실률의 평균은 23.0%, 중위값 0.9%, 최소값 0%, 최

대값 100%, 표본은 표준편차 36.2%,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36.0%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임대형 상가는 23개 동의 평균 공실률은 6.6%, 분양

형 상가는 30.3%로 임대형의 상가의 공실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임대

형 상가의 평균공실률 6.6%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하는 자연

공실률21) 5%에 가까운 수치이다.

공실률이 0%인 상가 임대형이 23동 중 19동으로 82.6%, 분양형이 52동

중 17동으로 32.7%였다. 반대로 건물 전체가 공실인 경우는 분양형 9동에서

만 발생하였다. 그 밖에 하나 이상의 층에 전체공실이 발생한 상가는 10개,

그 중 9개가 분양 상가였다.

21) 자연공실률은 임차인 변경에 따른 이주기간 등으로 인한 공실률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실된 상태에서 임대료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구조적 공실률

(Structural Vancan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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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Level

Mean Median Min Max
sample

standard
deviatio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Level
경과년도 8.3 7 1 32 6.1           6.1           
연면적 63889.3 22,995 2,327  665,785  112,024.6   111,275.3   

평면유형
점포수 675.3 400 12 4000 844.0        838.4        

지하층수 4.4 5 1 8 2.2           2.2           
층수 14.5 14 0 54 9.8           9.8           

직선형:66 유선형:9

임대:23, 분양:52

상관관계 지하1 지상1 지상2 지상3

지하1 86.0% 80.6% 77.2%

지상1 82.3% 84.8%

지상2 88.5%

<표- 7> 층별 공실률 상관관계

층별로는 지하1층과 1층은 86%, 2층 80.6%, 3층 77.2%, 1층과 2층

82.3%, 3층84.8%, 2층과 3층은 88.5%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1) 건물특성 변수 (Building Level)

<표- 8> 건물특성 변수 기술 통계량

임대형 23동, 분양형 52동으로 상대적으로 분양형 상가가 많았다. 부동

산 개발과 운용이 하나의 운영주체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상가 보

다는 분양 후 여러 운영주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상가가 많다고 해

석 할 수 있다. 총 75의 평균 입주경과년도는 8.3년, 중위값 7년, 최소값 1

년, 최대 32년, 표본의 표준편차 6.1, 모집단의 표준편차 역시 6.1년이다.

연면적은 평균 63,889.3m2, 중위값은 22,995m2, 최소 2,327m2, 최대

665,785m2, 표본의 표준편차 112,024.6m2, 모집단의 표준편차 111,275.3m2다.

같은 연면적에서 점포수가 많을수록 점포당 면적은 줄어들며, 주요 임차인

(Anchor tenant)의 경우 주로 사용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요임차인의 영향이

라고 파악할 수 있다. 75동 중 10동의 연면적이 10만㎡을 초과하고 4동이

30만㎡를 넘어 평균치가 63,889㎡로 중위값 22,995㎡를 초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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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Level
: Floating Population

Mean Median Min Max
sample

standard
deviatio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지하철 승하차인구 90,759.5  88,517.0  12,738.8  203,544.0  41,022.6  40,748.2    
지하철역, 건물의 중앙 직선거리 350.1      292.3      0.7         2,801.1     426.1      423.3       
지하철역 출구 건물입구 거리 177.7      170.0      1.0         900.0       173.3      172.1       

큰 도로 코너 입지 여부
블록단위 코너 입지 여부

최대 접면도로의 넓이 28.9 30 5 70 12.1       12.0         
상가앞 거리 유동인구 3,265.1    2,937.9    226.0      15,659.1    2,393.3    2,377.3     

23 / 75
61 / 75

유선형 구조인 경우가 9동(임대형 8동, 분양형 1동), 나머지 66동은 격

자형이었다. 내부 평면이 유선형일 경우 평균 공실률이 0.1%로 매우 낮았

다. 유선형 평면의 상가가 공실률 낮을 수 있다는 가설과 일치하였다.

(2) 거리특성 변수 : 유동인구 (Street Level : Floating Population)

<표- 9> 거리특성 변수 기술통계량

지하철역 유동인구는 평균 90,759.5명, 중위값 88,517명 최소 12,738.8명,

최대203,544명, 표본의 표준편차는 41,022.6명, 모집단의 표준편차40,748.2명

이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상가까지의 평균거리는 177.7m, 중위값 170m, 최

소1m22) 최대 900m, 표본의 표준편차 173.3m, 모집단의 표준편차 172.1m였

다. 지하철역 입구와 직결된 17개 상가 중 9개 상가에서 해당층에 공실이

발생하였고 모두 분양상가다. 23개동이 대로와 대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

하고, 61동이 블록의 코너에 입지하였다. 접하는 도로중 가장 폭이 넓은 도

로의 폭은 평균 28.9m 중위값 30m, 최소 5m, 최대 70m, 표본의 표준편차

12.1m, 모집단의 표준편차12.0m다. 상가가 입지한 거리의 유동인구는 평균

3,265.1명 중위값 2,937.9명, 최소 226명 최대 15,659.1명, 표본의 표준편차

2393.3명, 모집단의 표준편차 2,377.3명이다.

22) 지하철 출구와 상가의 출입구가 붙어 있을 경우 1m로 설정 하였다.



- 27 -

District Level
: Retail Hierarchy

Mean Median Min Max
sample

standard
deviatio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상권위계
동 인구수 68,134         44,629       2,140         486,060       94,796         94,161         
구 인구수 318,225       363,643      117,253      522,198       157,684       156,630       

동 종사자수 80,653         48,016       6,248         575,560       111,081       110,338       
구 종사자수 346,036       380,663      77,311       642,707       178,287       177,094       

동 도소매종사자수 17,204         1,168         1,686         87,484         18,105         17,984         
구 도소매종사자수 66,153         63,441       12,654       113,830       34,930         34,696         

동 도소매종사자 비율 24.8% 19.4% 9.7% 48.8% 12.50% 12.42%
구 도소매종사자 비율 18.8% 17.7% 12.8% 23.4% 3.55% 3.53%

구 면적 103,608,280  39,627,891  14,444,619  266,597,389  109,523,359  108,790,753  
동 면적 1,658,803     1,381,930    507,018      7,514,297     1,403,020     1,393,635     

1단계, 2단계, 3단계

(3) 상권 특성 변수 : 상권 위계 (District Level : Retail Hierarchy)

<표- 10> 상권특성 변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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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1) 건물특성변수 다중회귀분석

건물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했다. 특히 임대형과 분양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운영주체(Ownership) 변수는 t value가 0.001로 유의하고,

예상한 바와 같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임대형:0, 분양형:1) 추정계수가

절대값이 0.214933(최종모델에서서 0.1608)으로서 매우 영향력이 컸다. 상업

용 부동산은 매각시 결정되는 시세차익으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과

운영수익(Rental gain)으로 구성되고, 그 운영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

임대 수익’23)과 ‘공실률’ 곱한 값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값인데, 공실률에

16% 차이는 운영수익에 있어서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동일

한 조건에서 운영주체의 여부만으로 나타나는 차이라는 점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상가용 부동산의 성패를 가늠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사료된다.24)

입주년도(year_open), 연면적(Gfarea), 평면유형(IntDesign), 점포수

(Noshops)를 변수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모두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임대료 결정구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시간변수가 클 될수록 임대료가 떨

어지는 결과로 미루어 공실률도 높아 질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하나 입주년

도와 공실률은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가가 오래될수록 공실률이 낮아진다면 상가를 포함한 상권이 장소성을

형성하며 수요가 높아진다는 측면과 공실률이 낮게 유지하는 상가가 성공적

으로 운영되어 수명이 길어지는 현상이 복합된 것으로 사료된다. 시간변수

에 영향력에 있어서 임대료와 공실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임대료 산

정 과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건물 자체의 가격(토지가격 제외)을 감가상각하

여 매년 할인되므로 오래될수록 임대료는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는 연면적이 넓을수록 점포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면

적과 점포수 간의 VIF(분산팽창계수)는 1.2로 매우 낮았으며 나머지 변수들

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면적이 넓을수록, 점포수는 적

을수록 공실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핵심임차인(Anchor Tenant)의 유치로

23) 주차비 등 기타수익비용을 제외한 총 임대수익

24) 건물특성요인 모형의 R-squared 값은 0.205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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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입주년도 -0.01031 0.004 -0.01122 0.004 -0.01123 0.005 -0.01145 0.004
연면적 -5.8E-07 0.009 - - -5.6E-07 0.005 -5.9E-07 0.003

평면유형 -0.16729 0.005 -0.15812 0.011 -0.03796 0.440 - -
점포수 9.43E-05 0.050 9.56E-05 0.060 8.58E-05 0.089 8.66E-05 0.085
층수 - - -0.00558 0.088 - - - -

운영주체 - - - - 0.20422 0.003 0.21493 0.001
상수 0.312519 0.000 0.361723 0.000 0.169716 0.005 0.160993 0.005
R-sq

건물
특성요인

Model#1 Model#2 Model#3 Model#4

0.1509 0.1396 0.2062 0.2054

상가 내부의 전체 매장 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넓어지는 효과에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별 점포 면적이 좁을수록 단위면적 당 분양가격을 상승25)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만 수익을 실현하고 사후 관리에 참여하

지 않는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다량의 소규모 점포를 구획하여 분양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능하게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가의 공실을 높이

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해설 할 수 있다.

평면 유형이 유선형 경우 격자형일 경우보다 공실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사업의 단기적 수익성을 위하여 설계된 격자형 평면구조는

공실률과 양(+)의 상관관계 형성한다.

<표- 11> 건물특성요인 다중회귀분석

25) 이종은, 조주현(2008)에 따르면 점포면적이 작을수록 상가임대료는 상승하는데 점포당 

면적이 커질수록 공간활용도나 효율성이 떨어져 단위당 단가는 감소하게 되고, 표준적인 

면적 이상인 상가의 경우 총액에 있어 높은 임대료로 인하여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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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입주년도 -0.01098 0.003 -0.0123 0.002 -0.01143 0.004
연면적 -6E-07 0.003 -5.7E-07 0.004 -5.9E-07 0.004
점포수 0.000097 0.071 0.000081 0.103 0.000086 0.095

운영주체 0.20553 0.001 0.20577 0.002 0.21465 0.001
유동인구 -1.4E-05 0.316 - - - -

지하철승하차객 - - -8.1E-07 0.482 - -
지하철입구거리 - - - - -1.2E-05 0.951

상수 0.202695 0.005 0.2506 0.079 0.163752 0.026
R-sq 0.2130 0.2132 0.2054

건물 거리
특성요인

Model#1 Model#2 Model#3

2) 건물․거리특성변수 다중회귀분석

건물특성에 입지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거리특성을 설명하는 변수인 지하철 입구와의 거리, 지하철 승하차객,

유동인구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수의 표본상가가 서로 인접하여 상

권내부의 입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거리특성변수에서 변별력을 갖지 못함이

라고 사료 된다.

<표-12> 건물 및 거리특성요인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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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입주년도 -0.01257 0.004 -0.00907 0.012 -0.01006 0.014 -0.01106 0.011
연면적 -6.1E-07 0.002 -6.6E-07 0.004 -6.7E-07 0.003 -6.9E-07 0.003
점포수 8.17E-05 0.138 8.46E-05 0.125 7.59E-05 0.188 7.96E-05 0.121

운영주체 0.20418 0.002 0.16145 0.017 0.16168 0.018 0.15983 0.026
유동인구 -2.1E-05 0.236 -1.9E-05 0.220 -2.3E-05 0.226 -1.4E-05 0.435
동 인구수 - - - - -1.4E-07 0.662 -4.7E-07 0.166
구 인구수 -2.3E-07 0.456 - - -4.9E-07 0.043 1.25E-07 0.762

구 종사자수 - - -5.1E-07 0.039 - - - -
상권위계2 - - - - - - 0.20046 0.149
상권위계3 - - - - - - 0.400736 0.058

상수 0.324568 0.083 0.41891 0.004 0.486088 0.031 0.245384 0.352
R-sq 0.2182 0.2683 0.2701 0.32109

건물 거리 상권
특성요인

Model#1 Model#2 Model#3 Model#4

Coef. t-stat
입주년도 -0.00821 0.033
연면적 -6.66E-07 0.012
점포수 0.000105 0.063

운영주체 0.1608 0.017
유동인구 -4.16E-06 0.752
상권위계2 0.150516 0.094
상권위계3 0.327504 0.033

상수 0.090077 0.304

Final Model Number of obs = 75
F(  7,    67) = 4.59
Prob > F  = 0.0003
R-squared  = 0.2921
Root MSE  = .32005

3) 건물․유동인구․상권특성변수 다중회귀분석

구 종사자수, 구 인구수, 상권위계가 유의미 하였다. 구 종사자수가 구

인구수보다 영향력이 크며 상권위계(상권위계2·3)를 통제했을 때 영향력이

없어졌으므로 제외하였다. 유동인구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거리특성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최종 모델에서 사용 하였다.

<표-13> 건물, 거리 및 상권특성요인 다중회귀분석

건물특성변수인 입주년도, 연면적, 점포수, 운영주체와 거리특성변수인

유동인구, 상권특성변수인 상권위계2·3을 설명변수로 채택한 최종 모형에서

하나의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임대형 상가용 부동산이 분양형보다 다른 변수

를 통제하였을 때 공실률이 16%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다중회귀분석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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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핵심 상권에 입지한 상가는 수요가 많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현재 서울

의 주요 상권에 입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 발생하는 상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가용 부동산의 공급이 증대되어 수요를 초과 한다는 논리로써 공실

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상가용 부동산이 핵심 상권에 입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운영주체가 상가용 부동산 공실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해방이후 국내의 현대식 상가용 부동산이 발전하

는 과정에서 점포의 집합체에 불과했던 백화점이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면서

전략적 마케팅과 임차인 구성을 시도 가능하여 발전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

하여, 운영주체가 일원화 된 임대상가가 분양상가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통

하여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주요상권에 위치한 75동의 상가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2개월간 방

문조사하여 2012년 3분기 공실률과, 건물특성(입주경과년도, 연면적, 점포수,

운영주체(임대/분양)), 거리특성(유동인구), 상권특성(상권위계변수2·3)을 나

타내는 요인으로 모형을 수립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 변수들의 유

의성과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운영주체에 따른 공실률의 차이는 유

의미 했으며 운영주체가 일원화되어 상가를 임대운영 할 경우 분양할 때보

다 공실률이 16%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충족시켰다.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주체의 여부만으로 나타나는 차이라는 점에서 수익 창출을 목

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운영주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운영주체가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는 점, 서울시 주

요 상권내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실증연구와 더불어 정성적인 연

구를 병행함으로써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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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단기 자본이득

을 목표로 하는 투기적 부동산 개발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가용

부동산은 단기적 자본수익을 추구하며 개발해 온 흐름 형성되었고, 결과적

으로 상가용 부동산의 운영을 고려한 개발주체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한 결과가 상가용 부동산의 전문적인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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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 표본수 공실률 표본수 공실률 표본수
강남 0.6% 10 17.9% 13 10.4% 23

동대문 15.8% 6 18.7% 13 17.8% 19
명동, 종로 0.0% 2 32.6% 5 16.8% 7

신도림, 신림 0.0% 2 16.0% 4 10.7% 6
이대, 홍대 0.0% 1 57.1% 6 49.0% 7

영등포 25.0% 2 58.3% 3 45.0% 5
기타 - - 53.0% 8 53.0% 8
합계 6.60% 23 30.3% 52 23.3% 75

합계
구분

분양임대

<부록-1> 상권별 상가용 부동산 비교 분석

각 상권마다 임대형 상가와 분양형 상가를 비교 분석하는 표를 작성하

였다.

간선도로 및 지하철 노선이 표시된 기본 도면

위에 상가의 패턴을 보여주는 그림

촬영사진26)

임대, 분양 상가별27) 평균 공실

해당부동산의 상인, 관리업체직원, 시행사 등의

관계자, 인근의 공인중개업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비롯하여 연구자가 관찰한 것에 대한 설명

<표-15> 상권별 공실률

26) 일부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사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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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상권

임대 분양

6 개동 평균 공실률 15.8 % 13 개동 평균 공실률 18.7 %

동대문 상권은 현대적 상가의 태생지이며, 현재 패션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서부 소매상권과 야간에 운영되는 동부 도매상권이 결합되어 24시간

내내 영업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타지역(전체평균 23.3%, 동대문

17.1%)에 비하여 공실률이 낮으나, 특정 상가들의 높은 공실률 보이는

공실률이 30%이상인 4 상가(임대형 1동, 분양형 3동) 모두 개발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임대형 중 유일하게 69.8%의 높은 공실이

발생한 M상가는 허위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사용권이 아닌 소유

권을 분양 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인 수분양

자 측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개발 사업자는 자금을 다 소

비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인터뷰 중

임대상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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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상권

임대 분양

10 개동 평균 공실률 0.6 % 13 개동 평균 공실률 17.9 %

강남 상권(역삼, 선릉, 서초, 반포, 압구정, 고속터미널, 남부터미

널, 양재, 삼성) 위치한 23개 상가의 평균공실률은 가장 낮은 10.4%이

다. 이 중 8동(임대형 1동, 분양형 7동)에서 공실이 발생하였다. 특히

강남대로에 나란히 위치한 S상가(임대형)는 공실이 없으며 J상가(분양

형)은 1층 출입구에 2개 점포를 제외하고 상가 전체에 공실이 발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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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신림 상권

임대 분양

2 개동 평균 공실률 0 % 3 개동 평균 공실률 21.3 %

신도림, 신림 두 상권에서는 규모가 비슷한 임대형 상가와 분양

형 상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한다. 동일한 상권에 속하므로 해

당 상권의 위계가 같고, 공통되게 지하철역 출구와 바로 통로가 연결

되어 있어 상권 내에서도 입지상 차이가 거의 없지만 임대형, 분양형

상가의 공실률은 임대형 상가의 평균 0%, 분양형 상가 21.3%로 대조

를 나타낸다.

건물 내부의 평면이 임대형은 비직선

이며 분양형은 격자형태를 띄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른 상권과 표본 상가와 임차인 구성

에 있어서 핵심 임차인의 유치여부 등의

차이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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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홍대 상권

임대 분양

1개동 공실률 0% 6 개동 평균 공실률 57.1 %

이화여대, 홍대입구역 주변은 주요 대학상권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

는 소위 ‘뚜벅이 상권’(가로상권)불리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등하교 하

며 걷는 길을 따라 발전하기 때문에 이대 J상가(공실률55.2%, 분양

형)와 같은 타워형 상가의 상층부에서 공실이 발생한다.

홍대 Y상가의 경우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전

환된 후 SPA, 멀티플렉스 극장 등 핵심 임차인

(Anchor tenant)을 유치하며 공실을 해결하였다.

이대 정문 앞에 위치한 T상가의 경우 100%분

양되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수분양자들이

리모델링 후 재분양 한 것이 2차례 반복되고 전

분양자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밖에

도 2개의 분양형 상가가 소송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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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상권

임대 분양

2 개동 평균 공실률 25.0 % 3 개동 평균 공실률 58.3 %

서울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었던 영등포 상권은 방직 공장이 있었

던 자리에 2009년 들어선 T상가가 들어서면서 상권의 유동인구가 늘

어났다. 하루 평균 20만명이 방문하는 T상가가 집객효과를 창출하여

영등포 상권에 위치한 다른 상가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지하상가에 한하였고, 그 외 상가들은 오히려 공실

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조를 이룬다.

전체 공실이 75%에 달하는 한 상가의 상인 인터뷰에서 처음에 T

상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상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

되어 임대료는 올랐으나 상가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매출은 줄어들게 되고, 상인들

이 빠져나가서 상가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관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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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기동, 연신내, 강변) 상권

임대 0 개동 분양 8 개동 평균 공실률 53.0 %

제기동상권은 서울 약령시장이 위치한 상권이다. 약령시 주변에

개발된 상가는 한약재를 판매하는 테마상가 4동의 공실률은 90.2%에

달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상가를 개발한 시행사들이 상권에 존재하

는 수요를 초과하는 면적의 상가용 부동산을 공급했다고 한다. 아래쪽

사진은 제기동역 1호선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H상가 지

하 1층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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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상가용 부동산 공급 현황28)

상가용 부동산의 공급은 200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급이 포

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주요 상권에 입지한 상가들에서 공실률이 발생한 배

경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16> 상가유형별 공급

(X축: 상가수 (단위 m2), Y축: 공급년도)

<표- 17> 상가유형별 공급 점포

(X축: 점포수 (단위 m2), Y축: 공급년도)

28) 상가114 (http://www.sangga114.co.kr)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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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상가유형별 공급면적

(X축: 연면적 (단위 m2), Y축: 공급년도)

2011년 상가용 부동산의 평균 연면적은 6,577m2, 점포의 평균면적은

148m2로, 2000년 상가의 평균 연면적 3,844m2, 점포의 평균 면적22m2에 비

해 대형화 되었다.

<표- 19> 점포의 평균 면적

(X축: 평균 점포면적 (단위 m2), Y축: 공급년도)

<표- 20> 상가의 평균 면적

(X축: 평균 상가연면적 (단위 m2), Y축: 공급년도)



Abstract

Does ownership structure
affect the vacancy rate of

retail shopping mall?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hopping centers located in key business areas are generally

perceived to be in constant high demand, and have a fully-utilized floor

space. However, the emerging vacancy rate in a number of those centers

proves that “location” is not the sole decisive factor.

Intuitively, these vacancie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upply of shopping centers (and shopping centre floor space) 

exceeds the demand. Still, this simplistic analysis, albeit true, fails to 

comprehensively justify this alarming trend.

This research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type of 

ownership structure on the vacancy rate in shopping centers. The 

paper explains the reason behind the varying vacancy rates among 

centers that are all located in prime locations.

This paper sets forth the hypothesis that a lease-based 

ownership structure better prevents vacancies compared to its 

lot-sold counterpart. The hypothesis is inspired by the growth 

history of department stores in the Republic of Korea. History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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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trategic marketing and proper tenant-mixing were pivotal to the 

vitalization of department stores in postwar Korea.

I established a model using the factors derived from the vacancy 

rate, building characteristics, floating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area characteristics in the third-quarter of 2012. The 

required data was personally collected by visiting and researching 75 

shopping centers located in key business areas of Seoul. I then 

confirmed the impact and significance of each variable through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disparity in vacancy rates due to different 

ownership structur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case of 

lease-based structure, the vacancy rate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16% lower than that in a lot-sold structure. The 

results provide compelling evidence in favor of the proposed 

hypothesis.

The research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ownership 

structure in the management of commercial real estate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for the differences were caused mainly by 

the fact of the ownership structure whilst all other things considered 

equal. 

By analyzing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s, the paper presents

a unique approach to tackling the vacancy problem, compared to previous

work. It focuses on Seoul’s key shopping centers, a relatively

little-researched area of real estate. Finally, the paper provides not only

a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problem at hand, but also a quantitative

one, aiming for accurate and conclus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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