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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도시계획 및 설계의 패러다임에

큰 변혁을 꾀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통해 공간구조 및 분포를 분석

함으로써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연구는 SNS에서 사람들에게 자주 선택되는 주요 식품접객업의 입

지 성향을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의 분포 성향 및 입지 특성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보매체 발달로 인한 사람들의 장소 선택의 경향

및 그로 인한 공간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도시급에 해당하는 한국의 6개 광역시로 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기간 중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2019

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의 과정은 첫째, 도시 공간 패턴 이론 및 입지 성향에 관한

선행연구와 SNS 데이터를 사용해 공간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문헌 고찰한다. 이를 통해 분석 방법론을 설정하고 분석을 위한 변

수를 선정한다. 이후 변수 선정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며, 특히 각

광역시의 SNS 상 주요 식품접객업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검색빈도

변수를 가공한다.

둘째, 각 광역시 별로 일반적인 식품접객업과 SNS의 주요 식품

접객업의 ‘전역적․국지적인 입지 패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간

분포 성향을 파악한다. ‘전역적 입지 패턴’ 분석은 표준편차 타원체

(Standard Deviational Ellipse)분석과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r

index) 분석을 통해서, ‘국지적 입지 패턴’ 분석은 퍼지모드(Fuzzy

Mode)와 최근린계층군집(NNHC)을 통해 실시한다.

셋째, 일반 식품접객업과 SNS 주요 식품접객업의 구체적인 ‘입

지 환경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이는 ‘점포 밀집도’와 ‘SNS 검색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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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각각 반응 변수로 두고, 선행 연구 및 공간 분포 패턴 분석

결과를 통해 변별한 입지 환경 특성 설명 변수들과의 관계를 상관

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한다. 상관 분석의 경우 공간 분포 패턴

분석에서 일반 식품접객업과 SNS 주요 식품접객업의 입지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다.

공간 분포 성향 분석 결과,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

의 광역적인 ‘분포 중심성’은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갖지만, ‘분포 방향성’ 및 ‘분포 군집성’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국지적인 측면에서 군집의 특성 역시 일반

적인 식품접객업과 비교되는 점들이 파악된다.

입지 환경 특성에 있어서도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

업은 일반적인 계획원리에 따라 입지한 식품접객업과 여러 부문에

서 비교된다. 후자의 경우 교통 접근성 및 도심과의 접근성이 원활

하고, 흡인력이 좋고 공시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에 입지한다는 상식

적인 상업시설의 입지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도심과

의 접근성은 원활하되, 대중교통 접근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입지 특성이 나타난다. 더욱이 흡인력․공시지가․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입지한다는 특성은 특히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러한 특성

은 SNS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식품접객업의 입지 특성을 검증

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SNS로 인한 사람들의 상

업시설 선택 성향이 일반(전통)적인 상업시설의 입지 원리와 다르

게 나타남을 공간적․정량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도시적 현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또한 SNS와 같은 정보통신 매체가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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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체계적으로 대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SNS, 소셜네트워크데이터, 상업시설, 장소 선택, 입지 특성

학 번 : 2018-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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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이르러 정보와 데이터는 Urbanism 영역에서 새로운 작업 

도구가 되고 있다. 정보에의 접근을 통해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자기조직(Self-Organization), 시스템

이론(Systems Theory) 등의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새로운 도시 패러

다임이 나타나며, 유연성, 불확실성, 개방적이고 자기조직적인 시스템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개념들을 도시계획 분야

에 통합하는 것은 현재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진 과정이다. 전통적인 도구

들은 정보에 근거한 새로운 도구들로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이

는 도시의 증가하는 복잡성과 도시의 지속적인 진화 및 변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Mora, 2018).

이에 따라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점진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Marsal-Llacuna, 2016; Mueller, 2018). 지속적인 진화 속에 있는 

환경과 시민이 중요한 자료(데이터)의 원천이 되면서 도시계획은 정적인 

것에서 이동 중인 현실로 바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안의 시민들은 도

시의 변화하는 요구와 실제의 요구 및 선호에 반응하며 보다 나은 도시

계획을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시 서비스 

사용 및 시민 습관에 대한 정보의 추론은 스마트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도시 관리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Mora, 2017).

특히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최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스마트 기기와 이동 통신의 확산은 시민들의 삶을 향

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창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습관, 환경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를 변화시켜, 정보가 흐르는 상호연결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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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는 도시의 성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Grossling, 2018).

여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은 시민들

의 의사소통 습관에서 ICT 진화의 좋은 예다. 일반적으로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이하 SNS) 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사용자가 개인 프

로필을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와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웹 기반 또는 모

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Boyd, 2007). 이렇게 해서 

SNS는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선호도, 취향, 취미, 창작물, 

직업 활동 등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커

뮤니케이션, 교육 또는 고용과 같은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소셜 네트워

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Suciu, 2015), SNS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Persia, 2017). SNS에는 사회구조와 관

행, 선호도, 사진 등 시민의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명시적

이고 암묵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SNS에 수집된 데이터는 새

로운 유용한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분석될 수 있다(Garcia-Cuerva, 

2016; Akhtar,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실제로 인터넷, SNS 등과 같은 ICT의 이용이 증대되면서 위치 정

보를 가진 빅데이터가 등장했고, 이는 도시지리학 및 공간정보학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구자용, 2016). 빅데이터는 다량의 

공간정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대중이 보이는 

장소 선택과 그에 따른 공간구조 및 패턴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하

고 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 발달 자체가 장소 선택 및 공간구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 얼마나 작용하는지도 가늠케 한다. 따라서 SNS 안

에 응집돼있는 시민들의 장소 선택, 선호 등을 분석함으로써 ICT의 영

향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도시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

한 현상들은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동적인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일환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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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 따른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 및 포털사이트와 같은 ICT 매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과 도시 공간 간의 상호작용을 밝힌

다. 이는 ICT 안에 구축되는 정보들이 실제 사람들의 장소 선택 행위, 

더 나아가 도시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그리고 정보 통신 기

술 발달 자체가 도시 공간의 변화에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SNS 주요 상업시설의 선택 성향 및 특성을 일반적인(통상적

인) 상업시설의 입지 성향 및 특성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소셜 네

트워크 데이터(정보)에 근거한 ‘새로운 도시적 현상’을 밝힌다. 도시 

내 기능들의 입지와 도시구조 변화의 원리를 파악하는 이론들은 모더니

즘 사조를 따라 근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정립되어왔고, 규격화된 토지이

용·고밀 개발·자동차 중심 계획 등 ‘전통적인 도구’가 도시계획 정

책 및 제도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

시의 메커니즘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는 

‘새로운 도구’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제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

시적 현상’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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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SNS에서 나타나는 이용자들의 상업시설 장소선택 성향이 

통상적인 상업시설의 입지 성향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대상으로는 소위 ‘맛집’으로 불리는 ‘식품접객업’ 

삼는다. 상업지역의 기능은 크게 업무와 상업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업무시설의 경우 정보통신이 업무시설의 입지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

기 때문에(김승남, 2014) SNS의 장소 선택에 따른 입지 경향을 파악하

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한편,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

업’은 상업시설 관련 기능 중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며,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와 실제 사업체 조사 보

고서를 비교해봤을 때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 데이터 분류

이고(구자용, 2016), 상업용도 관련 기능 중 대중의 선호도와 장소 선

택 경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지수, 2015). 또한 

단순히 입지 의존적이었던 과거 여건과는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 밝혀진 바 있다(손정기, 2013). 따라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따라 

식품접객업은 상업지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표하는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

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공간적 범위의 경우 모든 도시를 다 분석하기에 시간적 제약 및 데

이터 구득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6개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시의 경우 명확한 구/신도심이 형성되

어 있고, 대도시급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 및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서

울시의 경우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

중심 체계’의 초다핵 구조이며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역 발달로 SNS 

상 식품접객업의 분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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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광역시의 인구 및 지정학적 현황은 [표 1]

과 같다.

인구(천명, 2018) 면적(km², 2018) 인구밀도(명/km², 2018)

부산 3400 770 4416

대구 2450 884 2773

인천 2939 1063 2764

대전 1493 539 2813

광주 1518 501 2980

울산 1154 1061 1088

[표 1-1] 6개 광역시 개요(2019년 6월 기준)

시간적 범위는 데이터들의 구득이 가능한 기간 중 가장 최근에 해당

하는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제 3 장 제 2 절에서 언급하는 

모든 데이터는 위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확보하여 분석에 있어 시점을 

동일하게 맞추어 분석 결과에 있어 신빙성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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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도시 공간 패턴에 대한 이론과 함께 입지 성

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와 같은 빅데

이터를 통해 공간 분포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파악한다. 이론 검토를 통

해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짐에 따라 기능별 입지를 결

정하는 도시구조 이론이 변화해왔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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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는 연구 방법론 및 분석을 위한 입지 특성 요인들을 도출하고,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가 시작된 연구 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들을 설정

하고, 2장에서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 틀(데이터 및 분석방법)을 설

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축 및 확보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정한 분석 틀에 따라 ‘공간 분포 성향 분석’

을 수행한다. 먼저 ‘전체적 입지 패턴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식품접

객업의 공간 분포와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전체적인 공

간 분포 성향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중심성’·‘방향

성’·‘군집성’이 각 집단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도출한다. 이 

중 ‘군집성’ 부문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경우, ‘국지적 입

지 패턴 분석’을 통해 각 집단에서 군집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국지적으로 도출하고 그 공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모든 분석은 6개 

광역시 모두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이를 통해 3장에서 제시한 연구 가

설의 일부를 확인한다. 4장의 종합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이 일반적인 식품접객업과 공간 분포 성향의 다름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입지 환경 특성 분석’을 위해 그 성향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광역시 1곳을 정해서 5장의 분석을 수행한

다.

5장에서는 앞서 선정된 광역시 1곳에 대해, 일반적인 식품접객업과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입지 특성 요인 도출을 위한 

‘상관 분석’을 수행하여 비교 분석한다. 상관 분석에서의 반응 변수로

는 각 식품접객업의 ‘점포밀집도’와 ‘SNS에서의 검색빈도’를 두고, 

2장의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특성 설명 변수들을 각각 상관 분석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 공간적으로만 도출되었던 입지 성향에 대해 구체적

인 입지적 특성을 밝히며, 3장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의 나머지 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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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공간 패턴 이론 및 입지 성향 분석 연구

1. 공간 패턴 이론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상업지역의 입지 패턴과 그 특성을 규명하

고자 하는 본 연구는, 넓은 범위에서 도시내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공

간 패턴을 도출해내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업 기능을 포함한 

도시의 주요 기능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도시공간구조 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이론이 주장한 공

간 패턴이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공간 패턴 이론은 20세기를 시작으로 활발히 연구돼왔다. 미국 시카

고를 대상으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최초의 일반설을 제시한 버제스는 

도시가 중심지(도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5개 지구로 분화되며 

성장한다는 동심원이론을 설명했다(Burgess, 1925). 비슷한 맥락에서 

상업기능의 입지를 연구한 크리스탈러는 도시 내에서 상업기능이 집적된 

중심지들이 발생하고 그 입지가 위계적인 패턴을 따라 결정된다는 원론

적 이론을 정립했다.(Christaller, 1977).

위의 이론들을 근간으로 도시 성장 과정에서 중심지 및 도시 공간 

분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호이트는 중

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도로망을 따라 지역분화가 일어나는 선형이론

을 강조(Hoyt, 1939)했다. 이후 해리스와 울만은 단일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다핵이론을 주장했고, 다핵 구조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특정위치나 특

정시설의 필요성, 동종활동 간의 집적이익, 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

립성 등을 이야기했다(Harris, 1945). 다핵이론은 중심지로 기능이 집

중되는 경향은 존재하지만 일부 기능들이 특정 요인들에 따라 독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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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지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현재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다

핵도시패턴과 특정 상업·업무 기능들이 예외적인 입지를 보이는 현상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다핵화 과정에 대한 실제 현상 연구는 비교적 최근 

시행된 베리의 유상도시이론 연구에서 등장한다(Berry, 2014). 그는 

20세기 중반의 미국 도시들의 분석을 통해, 도시의 교통이 발달함에 따

라 종래의 중심지 이론이 말하는 핵형 상업지역을 벗어나 독립적인 교외

상업지구들이 간선도로를 따라 리본 모양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동심원이론과 중심지이론이 한 도시 안에 상업기능 중

심지가 기능한다는 법칙을 밝힌 이후, 시대에 따라 대중의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그에 따른 공간 구조 패턴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론이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대중의 장소 선택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그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게 될 공간 구조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상업시설 입지 성향 실증 분석 연구

상업시설에 대한 장소 선택 성향 및 입지 성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

의 내용에 따라, 상업시설의 입지 성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고 방법론을 도출한다. 상업시설의 입지 성향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임창호(1997)의 경우 서울시 내 도심 상업활동의 입지 특성을 지역․
업종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용도․입지․규모․성능 등 여러 공간 특성 요

인을 가지고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손상락(2002)은 일본 이바라

끼현을 대상지로 하여 소매상업시설 집적량(연상면적, 상점수)의 지역적 

시계열변화와 그 공간적 분포 특성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패널데이터 분

석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임재빈(2008)은 강북구와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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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매상점 위치 전수 자료를 기반으로, 소매상점의 업종간 입지관계를 

지수화하는 기법(응집지수, 연접지수 분석)을 이용해 두 지역의 입지 행

태를 비교 분석하여 업종 간 입지관계 형성의 특성을 도출했다. 신우진

(2002)은 서울시 강남구의 49개 소매업종 자료를 사용하여 상권반경과 

상권 중심지의 이동, 그리고 이동선도업종을 도출하였고, 신우진(2009)

은 서울시 49개 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에 걸쳐 군집성향을 

나타내는 업종을 찾고, 서울시 공간 성격과 소매업종 군집패턴 간의 관

련성을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김한수(2009)는 대구광역

시 도심지를 대상으로 도시시설(판매, 업무, 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패

턴 및 가로 이용행태를 관찰 조사·보행자 통행량 조사·시설 현황 조사

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주경식(2011)은 1990년대에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지에 입지하던 웨딩업체들이 2010년에 강남구 쪽으로 이동하는 중심

점 이동 패턴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하였으며 중심점 이동이유를 관련분

야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진창종(2012)은 서울시 홍

대 커피전문점의 입지패턴을 분석하고 입지환경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경민(2014)은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업종별 점포 입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소비군별 소비지출 분석, 소비군별 주요 통행시

간대 분석, 시간대별 통행량에 따른 점포밀집도를 회귀분석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주로 정량적인 방법론을 따라 통계적 검정을 

바탕으로 상업시설의 입지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박수

민(2015)은 도로가 상업시설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공간

구문론, 점포 밀집도 분석을 실시했고, 회귀분석을 통해 상업시설의 입

지 특성 결과를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영(2019)은 식품접객업 인허

가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입지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

션 전개양상을 확인했다.

[표 2-1]은 위 선행연구들의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전반적으로 정리

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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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상지

연구 방법

공간 분포 분석
특성 요인 분석

정성적 분석 정량적 방법

김수영(2019)
서울시

경복궁&
익선동

인허가 입지
시계열 분석 - -

박수민(2015) 수원시
팔달구

공간 구문론
점포 밀집도 - 회귀분석

이경민(2014) 수원시 - - 회귀분석

진창종(2012) 서울시
홍대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최근린지수 분석

핫스팟 분석
- 공간회귀분석

(입지 영향 요인)

주경식(2011)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관련분야 
종사자 
인터뷰

설문조사
(입지 요인)

김한수(2009) 대구시
도심

관찰 조사
보행자 통행량 조사

시설 현황 조사
- -

신우진(2009) 서울시 
전체 - -

공간자기상관분석
(General 

Getis-Ord,  
Local Getis-Ord)

신우진(2002) 서울시
강남구

상권 반경 분석
중첩 밀도 분석 - -

임재빈(2008)
서울시

강남구&
강북구

- - 응집지수 분석
연접지수 분석

손상락(2002) 일본 
이바라끼현 입지 계수 단순 맵핑

다중회귀분석

패널데이터 모델

임창호(1997) 서울시 
전체 - - 다항로짓모형

[표 2-1]  상업시설 입지 성향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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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공간 분석 연구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통상적인 식품접객업과 SNS 상의 식품접객

업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 분

석을 실시한 연구들을 파악하고 연구 방법 및 전체적인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와 같은 빅데이터와 도시 공간 분석의 접목은 

주로 도시지리학 안(그 중에서도 공간정보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다

루어져 왔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분포 특성 연구는 대부분이 트위

터와 플리커 데이터의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Li et al.(2013)은 트위터과 플리커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전역의 공간 분포를 파악했고, 신정엽(2014)은 트위터 

데이터의 공간 분포를 미국 킹 카운티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는 박재희(2014)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홍일영(2015)이 우리나라 전체

를 대상으로, 구자용(2015)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트위터 데이터가 나타

내는 공간 분포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 연구 대부분은 위치 정보를 가

진 트위터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마이닝 후 전처리하여 그 데이터 

자체가 보이는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실제 지표와 비

교하여 평가하고 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의 대표성 및 위치 희박성의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 강애띠

(2015)는 사용자의 타임라인을 통한 거주지 추정 방법을 개발하여 데이

터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트위터의 대안으로 포스퀘어라는 소셜 네

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도 있다.  Hong(2015)

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포스퀘어 데이터의 공간 분포 특성을 밀도 

분석 및 핫스팟 분석으로 파악했고, 홍일영(2016)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구자용(2016)은 서울시를 대상

으로 하되 데이터의 범주별로 상업공간의 특성을 파악한 바 있다.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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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은 거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하여 기존의 공간정보 분야에 

새로운 형태의 공간 분포를 제시한 의의가 있지만, 사실상 데이터 자체

의 빈도를 바탕으로 공간밀도를 계산하여 분포 특성을 거시적으로 도출

하는 데 그쳤기에, 도시계획 및 설계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밀도가 높

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들여다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된 공간 분포의 특성

을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조상규(2016)의 

경우 SNS의 사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좌표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대중의 선호 공간 분포와 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상후(2016)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상에서 “경리단길”이 언급되는 

빈도 추이를 분석하여 장소 인식이 확대되는 경향을 파악했고, 추민식

(2017)의 경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가로인 “사로수길”이 인터넷 및 

인스타그램 상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통해 주요 상업시설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해당 상업시설의 입지적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김주일

(2018)은 중소규모 도시(경주·포항시)의 SNS 어플리케이션의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 대중들이 선호하는 인기 요식업체의 공간 분포 및 입지 

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중심지이론과 같은 전통적 도시계획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 분포 양상이 있음을 일부 확인했다.

종합적으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적인 분석을 행한 점에서 모두 의의가 있지만, 그 분석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 혹은 해시태그의 빈도를 단순히 맵핑

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을 뿐 도시 공간의 의미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간 분포의 특성을 다룬 일부 연구

들 역시 특성 요인(변수)을 소수만 분석하는 데 그쳐 공간 분석에서 나

타난 현상이 실제 어떤 특성을 갖는지 다각적으로 실증하진 못했다는 부

족함이 있다.

[표 2-2]는 위 선행연구들의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전반적으로 정리

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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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대상지 사용 SNS 데이터
연구 방법

공간 분포 분석 특성 요인 분석

김주일(2018) 경주시&
포항시 네이버 검색빈도 단순 맵핑 상관 분석

추민식(2017) 서울시
샤로수길

블로그 포스팅

인스타그램

단순 밀도 분포 
분석

건축물 변화
특성 분석

구자용(2016) 서울시
전체 포스퀘어 커널 밀도 분석 -

홍일영(2016) 전국 트위터 단순 밀도 분포 
분석 -

강애띠(2015) 전국 트위터 단순 밀도 분포 
분석 -

구자용(2015) 서울시
전체 트위터 커널 밀도 분석 -

박재희(2014) 서울시
전체 트위터 단순 밀도 분포 

분석

주거환경 
만족도와 비교 

분석

신정엽(2014) 미국
킹 카운티 트위터 커널 밀도 분석 회귀 분석

Li(2013) 미국 전역 트위터, 플리커 커널 밀도 분석 -

조상규(2012) 전국 플리커 커널 밀도 분석
중심 장소

특성 분석

[표 2-2]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 공간 분석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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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정리 및 연구의 차별성

전체 선행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공간 분포 분석’부문과 

‘특성 요인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표2-1]과 [표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위 2개 분석 부문 중 

1가지 부문만을 택하여 상업시설의 입지 성향을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공간 분포 분석’의 경우 점 사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GIS, 

CrimeStat과 같은 공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업시설 혹은 특정 

데이터의 분포 경향성, 군집성 등을 분석하는 경우이다. 이에 사용된 방

법론은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최근린지수 분석, 핫스팟 분석(밀도 분석), 

단순 분포 맵핑 등이 있다.

‘특성 요인 분석’의 경우는 상업시설 혹은 특정 데이터의 구체적

인 분포 특성을 통계적 검정으로 밝혀내서 입지 성향을 도출하는 경우이

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상관 분석, 공간 자기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공

간 회귀 분석 등의 방법론이 사용되었고, 분석에 사용된 특성 요인 변수

도 분석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1)

또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다수가 

트위터, 플리커, 포스퀘어,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에서의 게시물 빈도

수 등을 단순 밀도 분석하는 데 그친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실제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의미 있는 현상을 도출하진 못했다는 한계점을 크게 

갖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특성 요인 분석’ 부문에 해당하는 공

간 분포의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선행연구 내용과 한계점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방법론은 [표2-3]과 같다.

1) 제 5장 제 1절의 분석 지표 선정 부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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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사용 SNS
연구 방법

공간 분포 분석 특성 요인 분석

6개 
광역시

D사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1. 전체적 입지 패턴 분석
-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 NNI 분석

2. 국지적 입지 패턴 분석
- Fuzzy Mode 분석
- NNHC 분석

상관 분석
(지표 설명은

제5장 제1절 참고)

[표 2-3]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방법론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SNS 활성화에 따른 상업시설(식품접객업) 

장소 선택 성향이 일반적인 상업시설(식품접객업)의 입지 성향과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사용 SNS 데이터의 경우, 실제 사람들에 의해 맛집 검색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D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추

출한다. 이는 제1장 제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검색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빈번히 사

용되며 동시에 각 업체의 위치․주소․점수 등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트위터, 플리커 등의 SNS 매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매체들이 

식품접객업 전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다 보니 SNS 상에서 업체가 선택

되는 정도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 선택되는 업체의 기준을 게시물이나 해시태그 등의 빈도수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상에서의 점수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이

다.

대상지의 경우도 제1장 제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개 광역시로 정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 수원시 혹은 일본의 일부 지역을 대

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 전역을 대

상지로 분석을 수행한 연구도 있지만, 그 경우는 특정 공간 분포 양상을 

체게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게시물의 빈도수를 커널 밀도로 하여 계략적

인 분포를 파악한 것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급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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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개 도시 각각에 대해 SNS에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입지 성향을 

분석하여 도출되는 결과의 일반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공간 분포 분석’과 ‘특성 요인 분석’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는 두 분석 부문 중 하나만을 

선택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차별되는 점 중 하나로 체계적인 

논리 구조를 갖추기 위함이다. 우선 추출한 식품접객업 데이터를 바탕으

로 분포 패턴과 장소 선택 성향을 공간적으로 파악하고, 선행된 분석에

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될 경우, 그 결과(분포 패턴 및 장소 선택 성

향)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특성 요인 분석을 통해 통계적

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공간적 그리고 통계적으로 식품접객업의 선택 

성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한다.

먼저 ‘공간 분포 분석’의 경우 점 데이터2)에 의한 공간 패턴 분

석인 측면에서 ‘전역적인 공간 패턴 분석’과 ‘국지적인 공간 패턴 분

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은 넓은 범위에서 점 데이터의 공간

적 분포 패턴을 규명하기 위한 공간통계분석으로 통용되는 방법 체계(진

창종, 2012)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전역적인 공간 패턴 분석’에 있어서는 각 광역시 별로 식품접객업의 

전체적인 분포 중심성·방향성·군집성을 도출하기 위해 ‘표준편차 타

원체 분석’과 ‘최근린지수(NNI) 분석’을 실시한다. ‘국지적인 공간 

패턴 분석’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군집의 위치와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자주 사용되는‘Fuzzy Mode 분석’과 ‘최근린 계층군집(NNHC)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특성 요인 분석’은 식품접객업의 군집(밀집)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입지 특성과, SNS에서 자주 검색되는 식품접객업의 입지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본 연구 과정을 위해 반응변수와 특성 설명 변수 간의 상관 분

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SNS 및 인허가 데이터를 통해 추출하는 식품접객업 데이터는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점 사상의 데이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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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대해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연구 방법

‘공간 분포 분석’과 ‘특성 요인 
분석’ 중 하나를 택한 경우가 다수

‘공간 분포 분석’과 ‘특성 요인 
분석’ 모두를 수행

단일 군집의 횡단면 분석
일반적인 식품접객업과

SNS 상 주요 식품접객업을
실증 비교

상업시설
입지 성향
분석 단위

블록 단위 개별 식품접객업 단위

특성 요인 분석의
변수

2-3개 특성 부문에 대한
변수만을 고려

5개 특성 부문에 대한 변수를 고려

SNS 특성을 살피기 위해 
검색빈도라는 변수를 삽입

[표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첫째, ‘공간 분포 분석’과 ‘특성 요인 분석’을 모두 수행한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방법론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상

업시설의 입지 성향을 다각적인 분석(공간적․ 통계적)으로 결과를 도출

하여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갖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상업시설(식품접객업)의 입지 성향 분석을 일반적

인 식품접객업 집단과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 집단으로 나

누어 2개 집단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인허가 상 영업 중인 전체 식품 접객업’을 ‘일반적인 식

품접객업’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하나의 

집단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것과 다르게 비교 분석을 통해 SNS

의 영향에 따른 상업시설 입지 성향을 실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상업시설 입지 성향을 분석하는 기본 단위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분석 과정과 결과에 있어 블록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별 상업시설의 입지 성향을 대표한다고 보

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를 개별 식품접객업을 단위로 구득하여 각 단계의 분석을 수행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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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보다 정교하게 개별 식품접객업의 입지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성 요인 분석의 변수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다. 선행연

구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게 2-3개의 특성 부문 안에서 특성 설명 변

수들을 뽑아내서 입지 성향 특성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복합적으로 입지적 특성을 보기 위해 전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러 특

성 부문의 변수를 투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SNS의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검색

빈도’라는 특수한 변수를 삽입하여 SNS의 영향을 진단하였다.



- 20 -

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연구 문제 1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용자들의 점포 선택 능

동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해 이용이 이루어지는 상업시설의 경우 광

역적 분포와 군집의 공간적 특성이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다르게 나타

나는가? 

가설 1-1 :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과 그렇지 않은 상업시설(일반적인 상업시설)의 광역적인 분포를 봤을 

때, 중심지 위계상의 분포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나 분포의 방향성과 

군집성에서는 차별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이 이루는 군집의 경우, 그 군집의 공간적 특성은 일반적인 상업시설

의 양상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용자들이 직접 구축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현상과 기류를 발견해오는 최근의 움직임은 교육, 사회적 커뮤니

케이션,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다(Mora, 2018). 그래서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중에서도 대표적인 매체로 이용자들에게 사용되는 

SNS에 구축된 정보들로 새로운 도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

는 생각에서 연구 문제 1을 제시한다.

SNS에 구축된 식품접객업 데이터는 이용자들의 능동적인 선택을 반

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공

간적인 입지 패턴을 파악해보고 그 양상이 일반적인 계획 원리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비교하여 새롭게 도출한만한 정보가 있는 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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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과 1-2는 식품접객업의 공간적인 입지 패턴을 생각해봤을 

때, 일반적인 식품접객업과 SNS 주요 식품접객업의 양상이 다를 것임을 

예상한다.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은 공간 패턴 이론 및 각 도

시의 형상에 따라 전체적인 분포가 나타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

서 가설 1-1은 두 집단의 분포 중심성이 모두 비슷한 위계에 따라 형

성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광역적 분포의 방

향성 및 군집성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가설 

1-1을 통해 두 집단에서 광역적인 차원의 군집성이 확인된다면, 국지적

인 군집의 위치 및 특성 역시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임을 가설 

1-2는 확인한다.  

연구 문제 2 :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

설과 그렇지 않은 상업시설(일반적인 상업시설)의 경우, 개별 점포 단

위에서도 서로 다른 입지 환경 특성이 나타나는가?

가설 2-1 :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의 입지(군집)는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다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블록 

내부의 이면도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2-2 :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의 입지(군집)는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다르게 사회경제적 특성․ 주변지

역 특성․ 업체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설 2-3 :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의 입지(군집)는 SNS 영향력(검색빈도)에 영향을 받으며, SNS 영향

력이 크게 작용하는 입지와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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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인 입지 양상을 넘어 개별 식품접객업의 구체적인 입지 환경 

특성 측면에서도 SNS를 통한 경우 통상적인 식품접객업과 차이점을 가

질 것이라고 보며 연구 문제 2를 제시한다. 

가설 2-1은 물리적 특성에 있어 두 집단이 입지 환경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본다. 특히, SNS를 통해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접도도

로 규모에 있어 반대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가설 2-2는 사

회 경제적·주변지역·업체 특성 부문에 있어서도 SNS를 통해 선택되

는 식품접객업이 종래의 식품접객업 입지 원리와 비교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본다.

가설 2-3은 SNS를 통해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입지가 SNS에서

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 지를 검증한다. 이 영향력은 SNS에서 개별 식

품접객업이 갖는 검색빈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SNS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식품접객업의 입지 특성이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

접객업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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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1. 사용 데이터

데이터 형태 출처 사용 분석

행정동 경계 면 국가공간정보포털

GIS 분석
토지이용현황도 면 국가공간정보포털

중심지(구/신도심) 점 연구자 직접 구득

지하철 역 / 버스 정류장 점 공공데이터 포털 오픈 api

일반 식품접객업 점 인허가 데이터 GIS 분석 /
CrimeStat

분석SNS상 주요 식품접객업 점 D사에서
연구자 직접 크롤링

개별 식품접객업 검색 빈도 csv NAVER에서
연구자 직접 크롤링

SPSS
분석

개별 식품접객업 점포 밀집도 순위 csv GIS 분석으로
연구자 직접 구득

개별 식품접객업 공시지가 csv

SEEREAL 플랫폼에서
연구자 직접 구득개별 식품접객업 해당 용도지역 csv

개별 식품접객업 접도도로 규모 csv

개별 식품접객업 중심지로부터 거리 csv

GIS 분석으로
연구자 직접 구득

개별 식품접객업의
지하철 역으로부터 거리 csv

개별 식품접객업의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 csv

개별 식품접객업 사업장 면적 csv 인허가 데이터 및
일부 누락 데이터
연구자 직접 구득개별 식품접객업 입주 층 csv

[표 3-1] 사용 데이터 목록

2장을 통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한 분석 방법 및 특성 설명 변

수를 토대로 분석에 필요한 사용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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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경계’와 ‘토지이용현황도’의 경우 공간 분포 성향 분석

에서 분석 맵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로 국가공간정보포털3)을 통해 shp

데이터를 구득한다. 구도심 및 신도심에 해당하는 ‘중심지’ 데이터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하고 해당 지점들을 좌표화할 수 있는 사이

트4)를 통해 shp파일로 지오코딩을 실행해 구득한다.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5)의 오픈api를 활용하여 이를 

shp파일로 변환하여 활용한다.

‘일반 식품접객업’ 데이터의 경우 인허가 데이터6) 상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을 각 광역시 별로 추출한다. ‘SNS 상 주요 식품접객업’은 

D사7)의 식품접객업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연구자가 직접 

크롤링하여 구득한다. 

이상의 데이터는 ‘공간 분포 성향’ 분석 단계에 사용되는 데이터

로 6개 광역시 전체에 대해 데이터를 구득하고, 이하의 데이터는 ‘입지 

환경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대표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전광

역시에 한해 데이터를 구축한다.

추출한  SNS 상 주요 식품접객업의 ‘검색빈도’ 데이터는 

NAVER 사의 검색빈도 툴8)을 통해 역시 연구자가 직접 크롤링하여 구

득한다. 개별 식품접객업‘점포 밀집도 순위’의 경우 GIS의 Fuzzy 

Mode 분석을 통해 값을 산출하여 구축한다. 개별 식품접객업‘공시지

가’, ‘용도지역’, ‘접도도로 규모’는 통합지도 플랫폼9)을 통해서, 

개별 식품접객업의 ‘중심지로부터 거리’, ‘지하철 역으로부터 거

리’,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의 경우 사전에 구득된 데이터(중심

지,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를 GIS Network 분석을 통해서 직접 구득

3) nsdi.go.kr
4) biz-gis.com
5) data.go.kr의 ‘국토교통부_버스정류소정보’와 ‘국토교통부_지하철정보’
6) localdata.go.kr(2019년 6월 기준)
7) Dinigcode 어플리케이션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 세 개 블로그 서비스를 대상으로 맛집 관련 빅데이

터를 분석하고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 정보를 기반으로 맛집 랭킹을 작성해 플랫폼에 노출시키
는 어플리케이션이다.

8) datalab.naver.com
9) https://seereal.lh.or.kr



- 25 -

한다. 개별 식품접객업의 ‘사업장 면적’과 ‘입주 층’데이터는 인허

가 데이터에서 해당 부분을 추출하고 누락된 데이터의 경우 연구자가 추

가 보완하여 구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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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그림 3-1]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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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득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일반 식품접객업과 SNS의 주요 식품접

객업의 공간 분포 성향과 입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시 별 식품접객업 데이터를 추출하고, 검색빈도 데이터를 

가공한다. 우선 D사의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광역시 별 상위 

200여 개10)의 식품접객업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호명, 주소 데이터 등을 

마이닝한다. 이후 N 사이트의 검색빈도 분석 기능을 통해 업체의 상대

적 검색빈도 데이터11)를 가공하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상의 

‘검색빈도’ 데이터로 간주한다. 단, 빈도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식품

접객업의 상호명이 적절치 않은 경우를 통제하기 위해 프렌차이즈 식품

접객업, 상호명이 대명사인 식품접객업 등은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크롤링된 SNS 상 식품접객업 데이터와 인허가 데이터를 통해 구득한 

전체 식품접객업 데이터는 GIS의 지오 코딩(geo-coding)을 통해 점 

사상 데이터로 구축한다.

둘째, SNS 주요 식품접객업의 공간 분포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적 입지 패턴 분석’을 실시한다. 점 데이터에 의한 전체적인 공

간패턴분석으로 주로 사용되는 표준편차 타원체(Standard Deviation 

Ellipse), 최근린 지수(Nearest Neighbor Index) 분석을 실시한다. 이

를 통해 SNS 상 주요 식품접객업의 중심점과 입지 방향을 전체 식품접

객업의 정도와 비교하여 확인한다. 분석은 GIS 10.5로 6개 광역시 각각

에 대해 실시한다.

셋째, ‘부분적 입지 패턴 분석’을 통해 군집되어 있는 지역을 추

출하여 입지 성향을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부분적 입지 패턴 분석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인 퍼지모드(Fuzzy mode)12), 최근린계층군

10) D 사의 SNS 안에서 사용자들이 매긴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00위
11) 연구 시점 기준 1년(2018.06.24. ~ 2019.06.24.) 동안 검색 및 클릭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로 각각 합산

하여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하여 상대적인 빈도를 수치화한 것. 광역시 별로 가장 검색 빈도가 높았
던 인기식품접객업(광주의 경우 ‘밥장인 돼지찌개’, 대구의 경우 ‘빌리웍스’, 대전의 경우 ‘샤브웰’, 부산의 
경우 ‘초량밀면’, 울산의 경우 ‘미진돌곱창’, 인천의 경우 ‘부암갈비’)의 빈도를 100으로 두고 나머지 업체의 
검색 빈도가 상대적으로 측정됨

12) Fuzzy Mode 분석애 따른 밀집도 순위 결과는 입지 특성 분석에 있어 하나의 반응 변수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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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

다. ‘전체적 입지 패턴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식품접객업의 정도와 

비교하여 SNS 상 주요 식품접객업의 부분적인 군집 입지 특성을 도출

하고, 6개 광역시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은 

CrimeStat 3,3으로 시행한다.

넷째, 주요 식품접객업 입지의 구체적인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상관 분석을 시행한다. 반응 변수는 앞서 추출한 각 식품접객업의 

‘군집성(점포밀집도)’및‘검색빈도’로 두고, 독립변수는 선행된 전체

적·부분적 입지패턴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입지 성향에 대한 선행연

구를 토대로 구득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한다. 본 분석은 6개 광역시 중 

가장 입지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대전광역시에 대해 실시하고, 분석은 

SPSS 21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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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식품접객업 공간 분포 성향 비교 분석 

제 1 절  전역적 입지 패턴 비교 분석

1. 표준편차 타원체(Standard Deviational Ellipse) 분석

표준편차타원체 분석(Standard Deviational Ellipse)은 점 사상의 

산술적 평균과 표준거리를 이용하여 하나의 타원체를 도식화하는 것(정

경석, 2009)으로, 점 데이터의 ‘중심점(중심성)’과 ‘분포 경향(방향

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을 수행하면 갖게 되는 

타원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4-1]과 같다.

[그림 4-1]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도식화

분석 시 면 사상의 표준편차타원체와 타원체의 면적, 각도(방향성), 

중심 좌표, 분산 등을 도출할 수 있다. 6개 광역시 각각에 대해 전체 식

품접객업과 SNS 상 주요 식품접객업의 표준편차타원체를 분석한 결과 

는가 [표 4-1]부터 [표 4-6]까지이고, 모든 분석은 Ellipse size를 2

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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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광

역

시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도시 면적 대비 
타원체 면적(%)

(296.00km²/501km²)*100
= 59.08

(252.02km²/501km²)*100 
= 50.30 -8.78

중
심
점

X 188474.7 188414.7 60

Y 184966.2 184516.1 450.1

각도(°) 108.3 109.5 -1.2

[표 4-1] 광주광역시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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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광

역

시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도시 면적 대비 
타원체 면적(%)

(662.65km²/884km²)*100
= 74.96

(171.52km²/884km²)*100
= 19.40 -55.56

중
심
점

X 342693.2 344388.3 -1695.1

Y 263133.3 263782.8 -649.5

각도(°) 49.5 50.6 -1.1

[표 4-2] 대구광역시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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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광

역

시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도시 면적 대비 
타원체 면적(%)

(357.2km²/539km²)*100
= 66.27

(191.0km²/539km²)*100  
= 35.44 -30.83

중
심
점

X 234994.0 234068.3 925.7

Y 316386.0 316464.6 -78.6

각도(°) 173.7 116.8 56.9

[표 4-3] 대전광역시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결과 



- 33 -

부

산

광

역

시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도시 면적 대비 
타원체 면적(%)

(819.0km²/770km²)*100
= 106.36

(500.2km²/770km²)*100
= 64.96 -41.4

중
심
점

X 388146.6 391005.8 -2859.2

Y 187143.4 186321.1 822.3

각도(°) 46.4 53.4 -7

[표 4-4] 부산광역시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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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도시 면적 대비 
타원체 면적(%)

(994.8km²/1061km²)*100
= 93.76

(800.1km²/1061km²)*100
= 75.41 -18.35

중
심
점

X 410302.0 408421.1 1880.9

Y 229312.2 229026.6 285.6

각도(°) 103.3 112.7 -9.4

[표 4-5] 울산광역시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결과 



- 35 -

인

천

광

역

시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도시 면적 대비 
타원체 면적(%)

(2655.4km²/1063km²)*100 
= 249.80

(1541.3km²/1063km²)*100
= 145.00 -104.8

중
심
점

X 169651.4 169082.3 569.1

Y 442920.3 443308.9 -388.6

각도(°) 111.8 133.6 -21.8

[표 4-6] 인천광역시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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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타원체의 면적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의 분포가 도시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의 범위로 나타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단

순히 면적을 통해 비교하게 되면 각 광역시마다 면적과 도시 형태의 다

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 면적 대비 타

원체 면적의 비율 값을 통해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

업’의 타원체 범위 차이를 파악한다.

분석 결과 SNS 식품접객업의 타원체가 미치는 ‘범위’가 전체 식

품접객업의 타원체에 비해 모든 광역시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대구(-55.56%), 대전(-30.83) 부산(-41.4%)의 경우 비율

이 30% 이상 줄어들어 SNS 식품접객업의 타원체가 미치는 범위가 전

체 식품접객업 경우보다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인천(-104.8)의 경

우엔 비율이 2배 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섬 형태의 도시의 형

태로 인해 극대화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6개 광역시 

전반에 걸쳐 SNS 식품접객업의 분포가 미치는 범위가 작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입지는 비도시지역

을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도시지역 내부에서 선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 분포의 ‘중심성’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타원

체 중심점 좌표의 변화 정도를 확인한다. 전체 식품접객업의 분포 중심

점과 비교했을 때 SNS 식품접객업의 분포 중심점은 부산광역시를 제외

한 모든 도시에서 1km 내외의 차이(광주, 인천, 대전, 울산, 대구 순)를 

보인다. 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 여건과 도심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중

심점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동해를 따라 선형적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 온 특성 때문에 X좌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SNS 식품접객업

의 분포는 일반적인 식품접객업 입지와 마찬가지로 구도심 및 신도심과 

같은 중심지의 위계 원리에 작용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분포의 ‘방향성’은 타원체의 각도 값을 통해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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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반 식품접객업의 입지 방향성의 경우 각 도시의 구조 형상에 

맞게 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일반 식

품접객업 대비 타원체 각도 차이를 보았을 때, 대전의 경우 56.9°로 가

장 큰 변화가 있었고, 인천이 –21.8°, 울산이 –9.4°, 부산이 –7°의 변

화를 보였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그 변화가 매우 미미하여 일반 식품

접객업 입지의 방향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적인 식품

접객업 입지 원리와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도시들이 다수 관찰됐고, 이

는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이 기존의 입지 분포 경향과 다

른 양상을 보인다고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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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린지수(NNI) 분석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r Index; NNI) 분석은 점 사상의 공

간적 분포패턴이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혹은 임의적으로 형성

된 것인지 ‘군집성’을 밝히는 방법이다. 각 점 사상 간의 거리를 측정

한 후, 각 점 사상으로부터 최근접의 다른 점 사상까지의 거리를 모두 

평균하여 관측된 평균 최근린거리를 계산한다. 이후 해당 점 분포 패턴

으로부터 기대되는 평균 최근린거리를 산출하여, 관측된 평균 최근린거

리를 기대되는 평균 최근린거리로 나눈 값이 최근린지수(NNI)가 된다.

도출된 NNI 지수 값을 통해 점 분포 패턴에서 각 점들의 간격이 임

의적인 점분포 패턴에서의 간격에 비해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계산된 NNI 값이 1이면 완전 임의적인 분포(Random 

Distribution), 1보다 크면 규칙적인 분포(Dispersed Distribution), 1

보다 작으면 군집적인 분포(Clustered Distribution)는 점들이 모여 있

는 군집적 분포를 의미한다(이희연, 1989). NNI값에 따라 의미하는 점 

사상 분포를 도식화하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최근린지수 분석 도식화

또한 Z-score는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며, 그 값이 –2.53 이하면 

통계적으로 99%이상 유의미한 NNI 값이라 할 수 있다(진창종, 2012).  

[표 4-7]은 6개 광역시에 대해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최근린지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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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최근린지수(NNI) Z-score 최근린지수(NNI) Z-score

광주광역시 0.28 -223.04 0.52 -12.04 -0.24

대구광역시 0.19 -301.31 0.42 -14.83 -0.23

대전광역시 0.21 -232.76 0.53 -11.52 -0.32

부산광역시 0.17 -357.54 0.57 -9.58 -0.40

울산광역시 0.18 -213.80 0.36 -15.50 -0.18

인천광역시 0.06 -350.01 0.38 -14.37 -0.32

[표 4-7] 6개 광역시 최근린지수 분석 결과

모든 광역시에 있어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NNI 지

수 Z-score는 –2.53 이하이므로 충분히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난다. 다

만, 전체 식품접객업의 Z-score가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전체 식품접객

업의 경우 인허가 상 영업 중인 모든 식품접객업13)을 바탕으로 한 데이

터로 상당한 표본 수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전체 식품접객업의 NNI 지수는 최솟값은 0.06(인천광역시), 최댓값

은 0.28(광주광역시)로 강한 군집적 분포를 갖는 것으로 도출된다. 한

편,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최솟값 0.36(울산광역시), 최댓값 0.57(부

산광역시)로 NNI 지수가 나타나 전체 식품접객업에 비해 분포의 군집성

이 적게 나타난다. 이는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인근

에 밀집하여 입지하는 통상의 식품접객업과 다르게 군집성이 비교적 약

하게 여러 지역에 퍼져서 입지하는 SNS 식품접객업의 위치 성향을 짐

작할 수 있다. 동시에 SNS에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들도 단순히 임의적

인 분포가 아닌 특징적인 군집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군집의 

위치와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국지적 입지 패턴 분석’ 과정이 필요한 

당위성을 이끌어낸다.

13) 전체 식품접깨업의 경우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광주 21803개, 대구 38362개, 대전 23551개, 부산 
51287개, 울산 18596개, 인천 3815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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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식품접객업 대비 SNS 식품접객업의 NNI 값 차이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0.40)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고, 대전광역시

(-0.32), 인천광역시(-0.32), 광주광역시(-0.24), 대구광역시

(-0.23), 울산광역시(-0.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 41 -

제 2 절  국지적 입지 패턴 비교 분석

 

‘국지적 입지패턴분석’은 ‘핫스팟(Hot spot)분석’이라고도 한

다. 핫스팟(Hot spot)분석은 점 사상의 집단화에 대해 분석하는 공간군

집분석(Spatial Clustering Analysis)의 세부분야로서 정성적 판단을 유

보한 채 공간적인 차별성만을 수학적 기준에 따라 판별하는 정량화된 군

집 기법이다(강호제, 2009). 따라서 정량화되어 분류된 군집들에 대해 

각 군집이 위치한 공간의 특성과 성격을 정성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 입지패턴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 방법은 서로 다른 

군집과정과 기법을 통해 핫스팟을 만들어낸다. 첫째는 ‘점위방법(Point 

Location)’으로 퍼지모드(Fuzzy Mode)가 대표적이다. 점위방법은 핫

스팟 설정에 있어 점 사상이 가장 밀집되어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함으로써 직관적으로 핫스팟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점 사상에 대해 

밀집의 정도를 순위를 생성해줘서 변수화하기에 용이한 방법이다. 하지

만 구체적인 핫스팟 군집 영역을 도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계층적분석방법(Hierarchical techniques)’으로 최근린계

층군집(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이 대게 사용

된다. 계층적 분석방법은 점 사상 간의 공간적 거리의 계산을 통해 최근

린 거리에 있는 지점들부터 순차적으로 군집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일

정한 기준을 통해 1차 군집을 먼저 형성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고

차원의 군집이 있을 경우 2차 군집 및 3차 군집을 추가적으로 형성한

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 군집의 성격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

일된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부분화분석방법(Partitioning techniques)으로 K-means부

분화군집(K-means partitioning clustering)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

용된다. 부분화분석방법은 연구자가 원하는 군집 수를 미리 정한 뒤, 모

든 점 사상을 군집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계층적분석방법과 다르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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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상이 특정 군집에 속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해서 전체를 구분화 하

기 위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점위방법이나 계층적분석방법처럼 점 사

상의 밀집도(군집성)를 의미 있게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적 입지 패턴’ 분석을 통해 전체 식품접객업

과 SNS 식품접객업 각 집단의 군집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

로 핫스팟의 위치를 파악하고, 군집이 형성되는 지역을 추출해서 그 입

지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국지적 입지 패턴’을 실시한다. 따라서 각 

점 사상에 대한 점포밀집도(군집성)를 분석할 수 있는 ‘점위 방법’과 

특정 기준으로 형성되는 점 사상 군집들을 가시적 영역으로 추출해주는 

‘계층적분석방법’을 방법론으로 택한다. 전자의 방법은 ‘퍼지 모드’

분석을, 후자의 방법은 ‘최근린계층군집’분석을 각각 수행해서 결과를 

확인한다. 의도적으로 군집 수를 지정하여 전체 점 사상을 특정 군집에 

속하게끔 하는 부분화분석방법의 경우, 식품접객업의 분포 안에서 나타

나는 자연 발생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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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지모드(Fuzzy Mode) 분석

점위방법의 핫스팟 분석에는 대표적으로 모드(Mode) 방법과 퍼지모

드(Fuzzy mode) 방법이 있다(전창종, 2012). 모드 방법의 경우 각 점 

사상의 특정 속성 정보의 크기를 통해 핫스팟 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이기

에, 식품접객업 주소에 따른 위치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데이

터 여건에 따라 퍼지모드 방법을 실시한다. 퍼지모드의 경우 핫스팟 및 

각 점 사상의 밀집도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반경(search radius)을 설정

한다. 각 점 사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반경 안에 속해 있는 인접 점 

사상의 빈도수를 통해 순위를 설정하며, 높은 순위로 도출된 점들을 핫

스팟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m를 조사반경으로 정해 퍼지모드를 실시

한다. 이는 상업시설이 하나의 블록 안에 가까이 위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80m~200m 내에서 그 거리가 결정되며(이수민, 2007), 

일부 선행연구에서 규격화된 단위로 100m를 사용한 점(전창종, 2012)

에 따라 설정한 바이다.

[표 4-8]에서 [표 4-13]은 각 광역시 퍼지모드 결과를 일부 도면

화한 것이다. 핫스팟으로 도출된 지점의 특성 파악을 위해 지적편집도를 

참고하였고,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각 점 사상이 조사반

경(100m) 내에서 갖는 인접 점 사상의 빈도수가 범례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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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광

역

시

지적편집도

(출처:

Naver 지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표 4-8] 광주광역시 Fuzzy Mode 분석 결과(일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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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광

역

시

지적편집도
(출처:

Naver 지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표 4-9] 대구광역시 Fuzzy Mode 분석 결과(일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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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광

역

시

지적편집도
(출처:

Naver 지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표 4-10] 대전광역시 Fuzzy Mode 분석 결과(일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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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광

역

시

지적편집도
(출처:

Naver 지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표 4-11] 부산광역시 Fuzzy Mode 분석 결과(일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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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지적편집도

(출처:

Naver 지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표 4-12] 울산광역시 Fuzzy Mode 분석 결과(일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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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지적편집도

(출처:

Naver 지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표 4-13] 인천광역시 Fuzzy Mode 분석 결과(일부 첨부)



- 50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식품접객업의 경우 대부분의 핫스팟이 

각 광역시의 주요 상업지역 및 중심지(구, 신도심)에 해당하는 곳에 위

치하고 있고, 점포들의 입지는 간선도로 및 대로변을 따라 조밀히 밀집

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NS 식품접객업 핫스팟의 경우 전체 식품접객업 핫스팟이 확

인된 곳 주변에 형성되거나, 전체 식품접객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지

역에서 핫스팟이 형성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점포들의 입지

도 간선도로 및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 격의 국지도로변에 위치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를 통해 본 장 1절(전역적 입지 패턴 비교 분석)의 NNI 지수를 

통해 규명한 식품접객업 군집성의 구체적인 특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

다. 퍼지모드로 파악된 각 식품접객업의 점포밀집도 순위 값은 5장(식품

접객업의 입지 환경 특성 비교 분석)의 반응 변수로 사용하며, 군집의 

위치, 양상 그리고 공간적 특성을 최근린계층군집(NNHC)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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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린계층군집(NNHC) 분석

최근린계층군집(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 

NNHC)은 뒤집힌 트리 구조(inverted tree diagram)의 형태로써 점 사

상 개체들이 설정된 기준에 의해 1차 군집을 이루고, 1차 군집을 통해 

2차 군집을, 2차 군집을 통해 3차 군집을 이루는 계층적 방식으로 군집

을 형성하는 방법이다(Levine, 2004). 설정 기준으로는 한계거리

(threshold distance)와 군집당 최소 점 사상 수(Minimum points per 

cluster)가 설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한계거리의 경우 임의

(Random NN distance)로 설정하며, 최소 점 사상 수의 경우 각 광역

시 별 표본 수를 고려하여 설정14)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정량화되어 분류된 최근린계층군집 결과는 [표 

4-14], [표 4-16], [표 4-18], [표 4-20], [표 4-22], [표 4-24]

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들이 위치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파악하

고, 각 용도지역에 포함된 군집의 비율에 대해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한다. 또한 [표 4-15], [표 

4-17], [표 4-19], [표 4-21], [표 4-23], [표 4-25]는 도출된 

SNS 식품접객업 군집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일련의 결과를 통

해 일반 식품접객업 및 SNS 식품접객업에서 형성된 군집의 위치 및 공

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퍼지모드 분석에서 개략적으로 파악된 식품

접객업 핫스팟 및 군집의 공간적 양상을 심층적으로 확인한다.

14)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최소 점 사상 수를 5개로 설정하고, 일반 식품접객업의 경우 SNS 식품접객업과
의 표본 수 차이 정도를 고려하여 광주는 120개, 대구는 200개, 대전은 140개, 부산은 380개, 울산은 110
개, 인천은 260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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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상업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33.3%(18개) 36.3%(4개) - 3.0%

상업-주거 걸친 군집 비율(개수) 37.1%(20개) 36.3%(4개) + 0.8%

주거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18.5%(10개) 27.4%(3개) - 8.9%

기타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11.1%(6개) - + 11.1%

총계 100.0%(54개) 100.0%(11개) -

[표 4-14] 광주광역시 최근린계층군집 분석 결과 (도면은 일부만 첨부)



- 53 -

구분 군집 실제 위치 군집 양상 군집 특징

①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호수공원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슈퍼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②
광산구 장덕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③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기차역 인접 위치 / 골목사업지 일대 위치

- 대로면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④
서구 치평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신도심 인접 위치

- 대로면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⑤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신도심 내부 위치

- 대로면 이면 슈퍼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⑥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인근

상업지역 

내 군집

- 버스터미널 인접 위치 / 백화점 인접 위치

- 대로변에 다수 점포 입지

⑦
서구 풍암동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대로면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⑧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대학 인접 위치

- 대로면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⑨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대학 인접 위치

- 대로면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⑩
동구 황금동

충장로거리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구도심 내부 위치

- 대로면 이면 슈퍼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⑪
동구 동명동

중앙도서관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구도심 인근 위치

- 대로면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표 4-15] 광주광역시 SNS 식품접객업 최근린계층군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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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상업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32.2%(19개) 30.0%(3개) + 2.2%

상업-주거 걸친 군집 비율(개수) 44.1%(26개) 20.0%(2개) + 24.1%

주거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18.6%(11개) 50.0%(5개) - 31.4%

기타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5.1%(3개) - + 5.1%

총계 100.0%(59개) 100.0%(10개) -

[표 4-16] 대구광역시 최근린계층군집 분석 결과 (도면은 일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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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 실제 위치 군집 양상 군집 특징

①
중구 대신동/수창동

서문시장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도심 인근 위치 / 골목사업지 일대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②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도심 인접 위치 / 골목사업지 일대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③
남구 대명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도심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④
남구 대명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골목사업지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⑤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도심 내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⑥
중구 삼덕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도심 인접 위치 / 골목사업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⑦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대학 인접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⑧
수성구 범어동

범어역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중심상업지역 내부 위치

- 대로변 이면 슈퍼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⑨
수성구 범어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중심상업지역 인접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⑩
수성구 상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관광지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표 4-17] 대구광역시 SNS 식품접객업 최근린계층군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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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상업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30.0%(12개) 22.2%(2개) + 7.8%

상업-주거 걸친 군집 비율(개수) 50.0%(20개) 33.3%(3개) + 16.7%

주거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17.5%(7개) 44.5%(4개) - 27.0%

기타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2.5%(1개) - + 2.5%

총계 100.0%(40개) 100.0%(9개) -

[표 4-18] 대전광역시 최근린계층군집 분석 결과 (도면은 일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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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 실제 위치 군집 양상 군집 특징

①
유성구 봉명동

유성 온천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관광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슈퍼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②
유성구 궁동

로데오거리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골목사업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③
서구 갈마2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신도심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④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신도심 인접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⑤
서구 둔산동

중심상업지역 내부

상업지역 

내 군집

- 신도심 인접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⑥
서구 괴정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신도심 인근 위치 / 백화점 인접 위치

- 대로면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⑦
중구 오류동

오룡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구도심 인근 위치 / 기차역 인접 위치

- 대로면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⑧
중구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구도심 인접 위치 / 정비구역 일대 위치

- 대로변에 다수 점포 입지

⑨
중구 선화동

중구청네거리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구도심 내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표 4-19] 대전광역시 SNS 식품접객업 최근린계층군집 특성



- 58 -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상업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48.6%(17개) 50.0%(6개) - 1.4%

상업-주거 걸친 군집 비율(개수) 28.6%10개) 25.0%(3개) + 3.6%

주거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17.1%(6개) 25.0%(3개) - 7.5%

기타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5.7%(2개) - + 5.7%

총계 100.0%(35개) 100.0%(12개) -

[표 4-20] 부산광역시 최근린계층군집 분석 결과 (도면은 일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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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 실제 위치 군집 양상 군집 특징

①
금정구 장전동

젊음의 거리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대학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②
동래구 온천동

동래온천지구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관광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③
동래구 복천동

동래구청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공공청사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④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역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구도심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⑤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구도심 인접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⑥
중구 광복도

BIFF 거리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구도심 내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⑦
남구 대연동

대연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대학들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⑧
수영구 남천동

남천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재개발 및 정비구역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⑨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신도심 인근 위치 / 관광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⑩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역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신도심 내부 위치

- 대형 복합 시설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⑪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신도심 인근 위치 / 관광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⑫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골목사업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표 4-21] 부산광역시 SNS 식품접객업 최근린계층군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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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상업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28.1%(9개) 44.5%(4개) - 16.4%

상업-주거 걸친 군집 비율(개수) 46.9%(15개) 22.2%(2개) + 24.7%

주거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9.4%(3개) 11.1%(1개) - 1.7%

기타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15.6%(5개) 22.2%(2개) - 6.6%

총계 100.0%(32개) 100.0%(9개) -

[표 4-22] 울산광역시 최근린계층군집 분석 결과 (도면은 일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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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 실제 위치 군집 양상 군집 특징

①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공원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읍내에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②
남구 무거동

울산과학대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대학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③
남구 무거동

옥동저수지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대학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④
남구 신정동

시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신도심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⑤
중구 성남동

만남의거리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구도심 내부 위치 / 골목사업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⑥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신도심 내부 위치 / 골목사업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⑦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군집

- 관광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⑧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알프스시장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읍내에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⑨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삼거리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군집

- 관광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표 4-23] 울산광역시 SNS 식품접객업 최근린계층군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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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차이

상업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29.7%(11개) 27.2%(3개) + 2.5%

상업-주거 걸친 군집 비율(개수) 43.2%(16개) 36.5%(4개) + 6.7%

주거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16.2%(6개) 27.2%(3개) - 11.0%

기타지역 내 군집 비율(개수) 10.8%(4개) 9.1%(1개) + 1.7%

총계 100.0%(37개) 100.0%(11개) -

[표 4-24] 인천광역시 최근린계층군집 분석 결과 (도면은 일부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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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 실제 위치 군집 양상 군집 특징

①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공공청사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일부 점포 입지

②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청라국제신도시 내부 위치

- 대로변에 다수 점포 입지

③
서구 가좌동

인천가좌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④
부평구

산지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산지 주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모든 점포 입지

⑤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거리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골목사업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⑥
중구 북성동

인천역 일대

상업지역

내 군집

- 공공청사 인근 위치 / 골목사업지 일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⑦
미추홀구 용현동

미추홀구청 일대

주거지역

내 군집

- 공공청사 인근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⑧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공원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구도심 인근 위치 /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일부 점포 입지

⑨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구도심 인접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⑩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일대

상업-주거 

걸친 군집

- 구도심 내부 위치

- 대로변 이면 블록 내부 다수 점포 입지

⑪
연수구 송도동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

기타지역

내 군집

- 신도심 내부 위치

- 대형 복합 시설 내부 다수 점포 입지

[표 4-25] 인천광역시 SNS 식품접객업 최근린계층군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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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린계층군집 분석에 따라 전체 식품접객업의 경우 광주는 54곳, 

대구는 59곳, 대전은 40곳, 부산은 35곳, 울산은 32곳, 인천은 37곳의 

1차 군집이 나타난다. 한편,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광주는 11곳, 대구

는 10곳, 대전은 9곳, 부산은 12곳, 울산은 9곳, 인천은 11곳이 1차 군

집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6개 광역시 모두에서 모든 1차 군집이 퍼지 

분석에서 드러난 핫스팟 지점을 기준으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군집을 기준으로 형성된 각 광역시의 2차 군집 역시 본 장 1절(전역적 

입지 패턴 비교 분석)의 표준편차타원체 분석에서 나타난 타원체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도출된 각 집단의 군집 양상을 도면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면 전

체 식품접객업의 군집과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이 전혀 교차하지 않거

나 부분 교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일부 군집끼리 포함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군집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정량화하여 살펴보기 위

해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군집의 비율을 비교했고, 그 결과는 [표 4-26]

과 같다.

구분
(전체식품접객업 – 
SNS식품접객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상업지역 내

군집 비율 차이
- 3.0% + 2.2% + 8.0% - 1.4% - 16.4% + 2.5%

상업-주거 걸친

군집 비율 차이
+ 0.8% + 24.1% + 16.7% + 3.6% + 24.7% + 6.7%

주거지역 내

군집 비율 차이
- 8.9% - 31.4% - 27.0% - 7.5% - 1.7% - 11.0%

기타지역 내

군집 비율 차이
+ 11.1% + 5.1% + 2.5% + 5.7% - 6.6% + 1.7%

[표 4-26] 최근린계층군집 용도지역 비율 비교

전체 식품접객업의 경우 ‘상업지역 내 군집’과 ‘상업-주거 걸친 

군집’에 비율이 상당 부분 치중되어 있다. 반면, SNS 식품접객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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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개의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며 ‘주거

지역 내 군집’ 비율이 전체 식품접객업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는 6개 광역시 모두에서 ‘상업-주거 걸친 군집’비율 차이는 양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거지역 내 군집’비율 차이는 모두 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일견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

역시에서 그 비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체 식품접객업 

군집은 기존 입지 원리에 따라 상업지역에 형성되는 현상이 일반적이나, 

SNS 식품접객업 군집은 상업지역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형성되며 오히

려 주거지역에 빈번히 형성되는 현상을 보인다.

한편 각 광역시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에 대해 실제 위치 및 군집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군집이 중심지(구도심 및 신도

심) 인근의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대로변 이면도로 및 블록 내부 깊이 

위치한 식품접객업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또한 중심지 외곽

에 형성되는 군집도 종종 있으며, 그 경우 흡인력이 있는 주요시설(대학

교, 기차역, 복합쇼핑몰 등) 혹은 골목사업지 인근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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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SNS 식품접객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업시설(전체 식품접객업)

의 공간적인 분포 성향을 비교하기 위해, 전역적인 측면과 국지적인 측

면에서 각각 입지 패턴을 분석한다. 전역적 입지패턴분석에 해당하는 

‘표준편차 타원체’분석과 ‘최근린지수’ 분석을 통해 3장에서 설정

한 가설 1-1을 입증하고, 국지적인 공간패턴분석에 해당하는 ‘퍼지 모

드’분석과 ‘최근린계층군집’ 분석을 통해 가설 1-2를 입증한다.

전역적 입지패턴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4-27]과 같다.

구분
(전체식품접객업 – SNS식품접객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표
준
편
차
타
원
체
 분

석

도시 면적 대비

타원체 면적(%) 차이
-8.78 -55.56 -30.83 -41.4 -18.35 -104.8

중심점

차이

X 60 -1695.1 925.7 -2859.2 1880.9 569.1

Y 450.1 -649.5 -78.6 822.3 285.6 -388.6

각도(°) 차이 -1.2 -1.1 56.9 -7 -9.4 -21.8

최
근
린
지
수
 분

석

NNI 지수 차이 -0.24 -0.23 -0.32 -0.40 -0.18 -0.32

[표 4-27] 전역적 입지패턴 분석 결과 종합

‘분포 범위’를 나타내는 도시 면적 대비 타원체 면적의 경우 모든 

광역시에서 그 차이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NS에

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분포가 비도시지역을 넘어

가지 않고 도시지역 내부에 한정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분포 중심성’을 나타내는 타원체 중심점에 있어서는 모든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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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km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데, 광역시 규모의 도시 여건을 고려한

다면,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SNS에서 주로 선택

되는 식품접객업의 분포 중심성은 일반적인 식품접객업과 마찬가지로  

중심지 위계에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분포 방향성’을 의미하는 타원체 각도는 다수의 광역시에서 차이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

의 분포 방향성이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의 입지 원리와 다른 방향성을 갖

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분포 군집성’을 파악할 수 있는 NNI 지수의 경우, 모든 광역시

에서 차이가 음수(군집성이 덜함)로 나타난다. 이는 주요 상업지역 및 

중심지에 밀집하여 입지하는 일반적인 식품접객업과 달리, SNS 식품접

객업의 분포는 상업지역 외 여러 지역에 퍼져서 입지하는 약한 군집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상의 전역적 입지패턴 분석 결과,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의 광역적인 분포 성향은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분포와 중심지 위계 상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분포의 방향성 및 군집성

에 있어서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즉, 가설 1-1이 

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역적 입지패턴분석을 통해 확인된 군집성을 바탕으로, 국지적 입

지패턴분석의 일환인 퍼지 모드 분석을 실시하여 각 식품접객업의 점포 

밀집도 순위를 측정하고 핫스팟 지점을 도출한다. 핫스팟 지점 비교 결

과, 일반적인 식품접객업 핫스팟은 주요 상업지역 및 중심지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이나, SNS 식품접객업 핫스팟의 경우 일반적인 식품접객업 핫

스팟 인근 지역 혹은 전혀 다른 위치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보인다. 

퍼지 모드를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본 핫스팟의 공간적 특성을 구체

적으로 살피기 위해 최근린계층 군집 분석을 통해 실제 형성되는 군집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양상과 특성을 분석한다. 그 결과, 일반적인 식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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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업의 군집은 상업지역 혹은 상업-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에서 발생빈

도가 높은 반면, SNS 식품접객업 군집은 용도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

고 발생하고 주거지역에서의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SNS 식

품접객업 군집의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군집 발생이 중심지 

인근의 주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로변 이면도로 및 블록 내부 깊

이 위치한 식품접객업으로 구성된 군집이 다수이다. 더불어 중심지 외곽

에 흡인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근에서도 일부 군집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퍼지모드 핫스팟에서 발견된 공간적 특성들을 정량적·정성적

으로 규명한다. 

일련의 국지적 입지패턴분석 결과,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이 이루는 군집은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갖는 군

집의 위치·용도지역·접도 도로 등의 특성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 역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설 1-2가 참임을 규명한다.

4장의 공간분포 성향 비교 분석을 종합하면, 공간적 측면에서 일반

적인 상업시설과 SNS 상업시설의 공간분포 성향이 충분히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본 장의 결론에 따른 공간적 성향 차이가 실제 

상업시설의 입지적 특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입지 환경 특성 요인을 상

관분석을 통해 도출한다.

5장의 분석은 4장의 분석 결과 SNS 상업시설의 공간적 성향이 여

러 측면에서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다르게 나타난 ‘대전광역시’를 공간

적 범위로 하여 실시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전역적 입지패턴 분석의 

‘분포 방향성 부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분포 군집성’ 부문에서는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인다. 국지적 입지패턴 분석에서도 전체 식품접

객업의 군집과 SNS 식품접객업 군집의 불일치 정도가 극명하게 나타나

며, 군집의 용도지역 비율에 있어서도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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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식품접객업 입지 환경 특성 비교 분석

제 1 절  입지 특성 지표 선정

상업시설 입지 성향을 밝힌 일부 선행연구에서 입지 환경 특성 지표

로 사용한 변수들은 [표 5-1]과 같다.

저자
김주일

(2018)

박수민

(2015)

이경민

(2014)

진창종

(2012)

손상락

(2002)

임창호

(1997)

분석 방법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회귀 분석 공간 회귀 
분석

다중회귀분석

패널데이터 
모델

로지스틱 
분석

반응 변수 인기도
(검색빈도)

소매업과 
음식업의 

점포 밀집도

블록별 점포
밀집도

커피전문점 
분포 밀도

소매업 
연상면적

상점 수 

-

특성

설명

변수

물리적 

특성

접도도로
 

중심지로부
터 거리

전체통합도

부분통합도

버스노선 수

할인점·대학
교·영화관까
지의 거리

백화점·할인
점·철도역·
터미널·구청
·대학교·영
화관·병원·
고교·도로와

의 거리

버스노선 수

인근 지하철역 
거리

접근도로 폭

도로 수

철도역 유무

건물 총 층수

건축물 
노후도

대로 
접근거리

버스정류장 
접근거리

지하철역 
접근거리

사회 

경제적 

특성

- 블록평균 
공시지가

블록평균 
공시지가

시간대별 
통행량

공시지가
1인당 소득

인구

최고지가까지
의

거리

주변 

지역 

특성

용도지역

상업지역

역세권 
500m

복합상업지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별 
분포

(주거·근린생활
시설·상업·공
공업무·공업기

타·혼합도)

- -

자연

환경 

특성

- - - 표고
경사 - -

업체 

특성
- - - - -

입주층

사업장면적

동종업체밀집
도

[표 5-1]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입지 환경 특성 요인



- 70 -

Model 1 Model 2

군집성(점포밀집도)이 높은 

입지의 특성 도출

SNS 영향력(검색빈도)이 

높은 입지의 특성 도출

분석 대상
전체 식품접객업

VS
SNS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반응 변수 군집성(점포밀집도) 순위 SNS 영향력(검색빈도)

특성

설명

변수

물리적 특성

- 군집성(점포밀집도) 순위

접도도로 규모(자동차 접근성)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버스 접근성)

지하철로부터 거리(지하철 접근성)

중심지로부터 거리(도심과의 접근성)

사회 경제적 특성 공시지가

주변 지역 특성 용도지역

업체 특성
사업장 면적(수평적 흡인력)

입주 층(수직적 흡인력)

[표 5-2]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입지 환경 특성 요인

기존의 연구들에서 상업시설 입지 성향을 보기 위한 반응 변수로 

‘점포밀집도’를 주로 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입지 환경 특성 비교를 위해 개별 식품접객업 점포

의 ‘점포밀집도’를 반응 변수로 정하며, 이는 4장의 퍼지모드 분석을 

통해 측정된 점포밀집도 순위 값을 사용한다. 이 점포밀집도 순위는 곧 

해당 점포의 군집 정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식품접객업

이 갖는‘군집성’이라 명명한다([표 5-2] Model 1의 반응 변수).

추가적으로 SNS의 영향력이 높은 식품접객업 점포의 입지 환경 특

성을 규명해보고자 선행연구에서 사용한‘검색빈도’ 변수를 반응변수로 

하여 SNS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표 5-2] Model 2

의 반응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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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특성설명변수는 ‘물리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주변 지역 특성’, ‘자연 환경 특성’, ‘업체 특성’

으로 분류된다. 각 특성에 속한 변수들 중 2장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 및 4장(공간 분포 성향 분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공간 분포 

성향을 구체적인 입지 특성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특성 요인을 선정한다.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입지 환경 특성 요인은 접근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된 요인에 해당한다. 4장 분석을 통해 전체 식품

접객업과 달리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블록 내부와 같이 접근성이 떨

어지는 지역에서 더 군집의 입지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자동차 접근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접도도로 규모15)’를 변수로 

선정하여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이외에도 식품접객업 군집성이 대중교통 

및 중심지(구/신도심)와의 접근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비교해보고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 ‘지하철 역으로부터 거리’, ‘중심지로

부터 거리16)’를 물리적 특성의 변수로 선정한다. 단, Model 2 분석에 

있어서는 SNS에서의 영향력이 식품접객업의 군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Model 1의 반응변수로 사용하는 ‘군집성(점포밀집

도)’을 물리적 특성으로 추가하여 분석한다,

‘사회 경제적 특성’은 상업시설 주변의 통행량 혹은 상업시설의 

공시지가를 주된 요인으로 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식품접객업

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의 통행량을 구득하는데 한계가 있어‘공시지가’

를 요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단 기존 연구들에서 블록평균 공시지가를 

사용한 것과 달리, 개별 식품접객업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적 

특성을 살핌으로써 분석의 해상도를 높이고자 한다.

‘주변 지역 특성’은 주로 상업시설이 속해 있는 용도지역 혹은 특

15) ‘도로의 규모에 따른 종류’를 준거로 광로1류에서 소로3류 순(광로1류가 1, 소로3류 12)으로 서열척도변수
로 교체

16) 황의창(2013)의 연구를 통해 대전의 구도심은 ‘중앙로역’으로 신도심은 ‘대전시청사’로 설정하여 거리 측정
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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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용도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요인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장 분석

을 통해 일반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이 형성되는 용도지

역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개별 식품접객업이 해당하는 ‘용

도지역17)’을 주변 지역 특성 요인으로 선정하여 그 특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자연 환경 특성’과 ‘업체 특성’의 경우 일부 선행연구에서만 

요인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식품접객업의 군집성에 있어 자연

적인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따로 분석을 실

시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식품접객업과 달리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수평적·수직적 흡인력을 대변하는‘사업장 면적’과 ‘입주 층’

에 있어 다른 입지 특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데이터 구득

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업체 특성’부문의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위의 선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Model 1은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성(점포밀집도)이 높은 입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한다. Model 2의 경우 SNS 식품접객업

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의 입지(군집성)가 SNS 영향력(검색빈도)과 상

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SNS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는 입지의 특성을 

실증하여 가설 2-3을 검증한다. [표 5-3]과 [표 5-4]는 본 연구의 

가설 및 4장의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자가 예상하는 특성 요인 별 결과

를 정리한 내용이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개발가능 정도’에 따라 중심상업지역(1), 
일반상업지역(2),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3), 준주거지역(4), 제3종 일반주거지역(5), 제2종 일반주거
지역(6), 제1종 일반주거지역(7), 준공업지역(8),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9), 자연녹지지역(10), 생산녹
지지역(11), 보전녹지지역(12) 순에 따라 서열척도변수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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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 설명 변수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예상 근거 예상 근거

물리적

특성

접도도로 

규모
정

자동차 접근성이 용이한 
간선도로 및 대로변에 

군집 예상
부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는 
블록 내부 이면도로에 

군집 예상

버스정류장으

로부터 거리
정 버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군집 예상 무 버스 접근성과
무관하게 군집 예상

지하철로부터

거리
정 지하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군집 예상 무 지하철 접근성과 무관하게 
군집 예상

중심지로부터 

거리
정 중심지(구/신도심) 위계에 

영향을 받아 군집 예상 정 중심지(구/신도심) 위계에 
영향을 받아 군집 예상

사회 경제적 

특성
공시지가 부 지가가 높은 지역에

군집 예상 무  지가와 무관하게
군집 예상

주변 지역 

특성
용도지역 정 상업(중심/일반/근린상업)

지역에 군집 예상 무
상업지 인접 주거지역에 

혹은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군집 예상

업체

특성

사업장 면적 부 수평적 흡인력이 높은 
지역에 군집 예상 무 수평적 흡인력과 무관하게 

군집 예상

입주 층 부 수직적 흡인력이 높은 
지역에 군집 예상 무 수직적 흡인력과 무관하게 

군집 예상

[표 5-3] 군집성 순위 기준(Model 1) 예상 결과

특설 설명 변수 구분
SNS 식품접객업

예상 근거

물리적

특성

군집성

(점포밀집도)
부 SNS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일수록

군집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접도도로 

규모
정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는 블록 내부 이면도로에

SNS의 영향력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

버스정류장으

로부터 거리
무 버스와의 접근성과 무관하게

SNS의 영향력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

지하철로부터

거리
무 지하철 접근성과 무관하게

SNS의 영향력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

중심지로부터 

거리
부 중심지(구/신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SNS의 영향력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

사회경제적 

특성
공시지가 무 지가와 무관하게 SNS의 영향력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

주변 지역 

특성
용도지역 무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SNS의 영향력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

업체 특성
사업장 면적 무 수평적 흡인력과 무관하게

SNS의 영향력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

입주 층 무 수직적 흡인력과 무관하게
SNS의 영향력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

[표 5-4] SNS 영향력 기준(Model 2)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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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상관 분석에 있어 측정형 변수 간의 상관 정도는 이변량 정규분포로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Pearson 상관계수로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따

라서 특성 설명 변수 중 측정형 변수에 해당하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 ‘지하철로부터 거리’, ‘중심지로부터 거리’, ‘공시지가’, 

‘사업장 면적’에 대해서는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결과를 해석한

다. 한편, 순위척도로 측정되어 이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이 적절치 않을 

수 있는 ‘접도도로 규모’, ‘용도지역’, ‘입주 층’변수의 경우는 

Spearman 순위상관계수로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전체 식품접객업의 표본 수는 ‘외적 타당도’를 고려한 적정 표본 

크기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외적 타당도란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

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표본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일반적(모집단 차

원)으로 확장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 무작위 표출이 

반드시 전제(Hurlburt, 2003)가 되어야 하고, 난수표를 이용하여 표본

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Gravetter, 2000)이며 표본의 크기는 전체 모

집단의 5% 이상을 충족하면 대표성이 입증(박원우, 2003)된다. 따라서 

전체 식품접객업 모집단의 5% 이상에 해당하는 1180 곳18)을 난수표를 

이용해 단순 무작위 표출로 선정한다. 분석에는 결측 값을 지닌 28곳을 

제외한 1152곳을 최종 표본으로 사용한다. 한편, 크롤링을 통해 대전광

역시의 SNS 식품접객업으로 추출된 점포는 총 170곳이며 결측 값을 보

유한 6곳을 제외해 164 곳을 최종 표본으로 사용해서 상관분석을 실시

한다.

18) 인허가 상 영업 중인 대전광역시의 전체 식품접객업 수는 23,551곳이다.(2019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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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 설명 변수 구분

전체 식품접객업 SNS 식품접객업

예상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예상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물리적 

특성

접도도로 규모 정 +0.273* 0.000 부 -0.247* 0.001

버스정류장으로부

터 거리
정 +0.147* 0.000 무 +0.348* 0.000

지하철로부터

거리
정 +0.288* 0.000 무 +0.103 0.384

중심지로부터 

거리
정 +0.187* 0.000 정 +0.310* 0.000

사회

경제적 

특성

공시지가 부 -0.437* 0.000 무 -0.057 0.471

주변 

지역 

특성

용도지역 정 +0.304* 0.000 무 +0.086 0.275

업체 

특성

사업장 면적 부 0.024 0.507 무 +0.017 0.824

입주 층 부 -0.140* 0.000 무 -0.002 0.976

[표 5-5] 군집성 순위 기준(Model 1) 분석 결과

*. 상관 유의 수준이 0.01

[표 5-5]는 Model 1의 분석 결과로,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

접객업의 군집성(점포밀집도)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특성 요인이 명확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식품접객업의 경우 군집성19)이 

높은 입지일수록 접도도로 규모20)와 정의 상관이 있는 반면, SNS 식품

접객업은 부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인 식품접

객업의 경우 간선도로격의 자동차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변에 군집하는 

19) 군집성(점포밀집도)은 순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군집성이 높을수록 순위 변수 값은 작은 것으로 해석
20) 접도도로 규모는 서열척도변수 변환 시 규모가 큰 도로일수록 작은 변수 값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를 참

고하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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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갖지만, 이와 반대로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소규모 도로로 구획되어진 블록 내부에서 군집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즉, 4장에서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이 이면도로에서 주

로 형성되던 공간 분포 성향이 입지 특성에 있어서도 정량적으로 드러난

다.

한편 전체 식품접객업의 군집성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 및 지하

철로부터 거리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이는 본래 연구자가 예

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통상적인 입지 원리에 따라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원활한 지역에 군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성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와는 정의 관계, 

지하철로부터 거리는 무의 관계를 보인다. 이는 본래 대중교통 접근성의 

영향과 무관하게 입지할 것이라 예상한 것과 일부 다른 결과이다. 따라

서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지하철 접근성과는 무관

하게 입지하나, 버스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입지를 강

하게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심지로부터 거리는 전체 식품접객업과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성

에 있어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며, 후자의 경우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특성 상 중심

지 이론과 같은 도시계획의 원론적인 원리에 따라 중심지(구/신도심)의 

위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 점을 입증한다. 또한 4장에서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이 중심지 인접 및 인근 지역에서 주로 형성됐던 현상

을 입지 특성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다른 입지 환경 특성 부문에 있어서도 대부분 예상 결과와 비슷하게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그 군집이 공시지가, 용

도지역, 사업장 면적, 입주 층과 무관하게 그 입지가 결정됨을 알 수 있

다. 반면 전체 식품접객업의 경우 공시지가와는 부의 관계, 용도지역21)

과는 정의 관계, 입주 층과는 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즉, 일

21) 용도지역은 서열척도변수 변환 시 개발가능성이 높은 용도지역(상업지역)일수록 작은 변수 값으로 지정하
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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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식품접객업 경우 지가가 높고 개발가능성이 큰 상업지역이며 흡

인력이 높은 지역에 군집을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SNS에서 주

로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일반적 입지와 달리 사회경제적·주변 

지역·업체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군집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4

장의 공간 분포 성향 분석에서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이 상업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고루 형성되며, 특히 주거지역에서 형성되는 빈도가 많던 

점을 정량적으로도 규명한다.

특설 설명 변수 구분
SNS 식품접객업

예상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물리적

특성

군집성

(점포밀집도)
부 -0.302* 0.000

접도도로 

규모
정 +0.243* 0.002

버스정류장으

로부터 거리
무 -0.033 0.672

지하철로부터

거리
무 -0.122 0.410

중심지로부터 

거리
부 -0.286* 0.000

사회

경제적 특성
공시지가 무 -0.036 0.648

주변 지역 

특성
용도지역 무 -0.111 0.158

업체 특성

사업장 면적 무 -0.012 0.878

입주 층 무 -0.057 0.466

[표 5-6] SNS 영향력 기준(Model 2) 분석 결과

*. 상관 유의 수준이 0.01



- 78 -

[표 5-6]은 식품접객업의 SNS 영향력(검색빈도)이 군집성에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SNS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식품접객업이 갖는 

입지 특성 요인을 밝히기 위한 Model 2 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성과 SNS 영향력22)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드러난다. 이는 SNS에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은 실제로 SNS에서 검색되는 정도가 높으며, 동시에 SNS의 영향이 강

하게 작용하는 식품접객업들은 도시 안에서 일정 군집을 이루며 그 군집

의 입지가 특정한 성향을 유사하게 가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SNS 영향력이 높은 식품접객업의 물리적 입지 특성의 경우, 접도

도로 규모와는 정의 관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거리 및 지하철로부터 거

리와는 무의 관계, 중심지로부터 거리와는 부의 관계를 갖는다. 즉, SNS

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지역은 규모가 큰 도로보다는 자동차 접근성

이 떨어지는 블록 내부의 소규모 이면도로이며, 중심지 위계에는 영향을 

받아 구도심 혹은 신도심에 인접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식품접

객업의 대중교통 접근성 정도에는 크게 구애 받지 않고 SNS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이외의 입지 특성 요소에 있어서는 모두 무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

는 SNS 영향력이 높은 지역이 공시지가, 용도지역, 사업장 면적, 입주 

층에 관계없이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SNS의 활성화에 따라 이용

자들에게 선택되는 식품접객업은 통상적인 식품접객업이 갖는 입지적 특

성(공시지가가 높은 지역,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 흡인력이 높은 지역)

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유연한 틀 안에서 입지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상의 Model 2에서 드러난 SNS 영향력이 높은 입지 환경 

특성은 Model 1에서 군집성(점포밀집도)이 높은 SNS 식품접객업이 가

진 입지 환경 특성과 모든 특성 부문에서 일맥상통하다.

22) SNS 영향력에 해당하는 검색빈도는 측정변수로 검색빈도가 높을수록 큰 변수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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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SNS 식품접객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업시설(전체 식품접객업)

의 입지 환경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Model 1의 

분석을 통해 3장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가설 2-1과 2-2를 증명하고, 

Model2의 분석을 통해 가설 2-3을 증명한다. 더불어 일련의 상관 분석 

결과들을 통해 4장에서 도출된 공간 분포 성향 분석 결과에 대해서 신

빙성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Model 1은 식품접객업의 군집성(점포밀집도) 순위를 반응변수로 하

여 식품접객업의 군집성 순위가 높은 식품접객업 입지 환경 특성을 비교

한다. 그 결과, 전체 식품접객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제외한 모든 입

지 특성들이 통상적인 상업시설 입지 특성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동차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변, 대중교통 및 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공시지가가 높은 상업지역, 수직적 흡인력이 충분한 지역

이라 설명할 수 있다.

반면, SNS 식품접객업의 경우 도심과의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입지 

특성 요인에서 전체 식품접객업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전체 식

품접객업과 마찬가지로 SNS 식품접객업 역시 도심과의 접근성 특성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는 중심지의 위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SNS 식품접객업이 군집을 이루는 입지는 접도도로 규모

가 소규모일수록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전체 식품접객업과 달리 자동

차 접근성이 떨어지는 블록 내부 이면도로에 군집이 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이를 통해 가설 2-1이 참임을 규명하고, 4장의 분석에서 SNS 식

품접객업 군집이 중심지 주변 및 소규모 도로 위주로 발견된 공간 분포 

성향을 확인한다.

또한 SNS 식품접객업의 군집성은 공시지가, 용도지역, 입주 층(수

직적 흡인력)에 무관한 관계를 가짐을 밝힌다. 즉, 일반적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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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특성과 달리 SNS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식

품접객의 입지는 사회경제적 특성, 주변 지역 특성, 업체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2-2의 참을 역설하고, 4장에서 

SNS 식품접객업 군집이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고루 형성된 현상을 

정량적으로 밝힌다.

 

Model 2는 SNS 영향력(검색빈도)을 반응변수로 하여 그 영향력과 

군집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식품접객업의 입

지 환경 특성 요인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 SNS 영향력과 SNS 식품접

객업의 군집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며, 군집을 이루는 지역일수록 영

향력의 정도가 크게 작용한다. 즉, SNS 영향력이 생기는 지역은 여러 

식품접객업이 군집을 이룰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은 특정한 입지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서 SNS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식품접객업의 입지 특성을 살

펴본 결과, 그 영향력이 큰 지역일수록 점도도로 규모는 작고 중심지로

부터 거리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의 입지 특성과는 무의 관계

를 가진다. 이는 Model1에서 SNS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선택되는 식품

접객업이 보인 입지 특성과 같은 양상이며, 이를 통해 가설 2-3의 내용

을 증명한다.



- 81 -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및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SNS 데이터에 담긴 도

시 공간을 분석하여 정보통신과 도시 공간이 ‘상호작용’함을 밝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도시적 현상’을 발견하는데 있다. 그 배경은 전통

적인 도시계획 도구에 의해 움직이던 과거의 도시와 달리 정보통신 기술

이 발달하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도시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

대하고, 그 변화 현상은 오늘날 사람들의 일상이 된 SNS 빅데이터 안에 

암묵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는 여러 SNS 데이터 중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장 활발히 접근

하는 상업시설인 ‘식품접객업’에 초점을 맞춘다. SNS를 바탕으로 이

용자들에게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 분포 성향 및 입지 특성이 전통적인 

상업시설이 갖는 원리에서 변화가 발생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식품접객업의‘공간 분포 성향’과 ‘입지 환경 특성’을 

분석하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분포 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의 경우 광역적인 측면의 ‘분포 중심성’은  전통적인 상업시

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분포 방향성’ 및 ‘분포 군집성’은 

두드러진 차별성을 보인다. 더불어 ‘분포 범위’의 경우도 도시지역 내

부로 국한되는 것이 나타난다. 국지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군집의 양

상·위치·특성(용도지역·도로 여건 등)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상업시설

과 그 양상이 다름이 나타난다.

둘째, 개별 식품접객업의 입지 환경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역시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은 전통적인 상업시설의 경우와 명확

히 비교되는 특성들을 보인다,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의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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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인 상업시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심지(도심) 위계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도로 규모에 있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블록 내부의 이

면도로에 입지한다. 또한 전통적인 상업시설의 입지 원리와 달리 대중교

통 접근성의 영향력이 덜 작용하며, 사회경제적 특성(공시지가), 주변지

역 특성(용도지역), 업체 특성(입주 층)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입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전통적인 상업시설은 일반적인 

계획원리가 충분히 반영된 특성들(자동차 접근성이 원활한 대로변, 대중

교통 접근성이 원활한 지역,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지역, 공시지가가 높

은 지역,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 흡인력이 높은 지역)이 나타난다.

셋째,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은 SNS 영향력이 크게 작용

하는 곳에서 군집을 이룸을 확인한다. 또한 SNS 영향력이 큰 지역의 입

지 환경 특성은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의 입지 특성과 일치

한다. 그 특성은 위 문단에서 언급한 특성들과 거의 모든 부문에서 동일

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SNS라는 정보통신 상 빅데이터는 이

용자들이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또한 

SNS로 인해 장소 선택 성향이 변화하는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 구체적인 변화는 SNS에서 선택되는 상업시설의 공간 분포 성향 및 

입지 환경 특성들이 전통적인 계획 원리에 따른 상업시설의 양상과 다르

게 나타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시설 선택 변화 현상은 

‘새로운 도시적 현상’을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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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점 및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소셜 네트워크 데

이터)에 내재된 도시 공간 정보를 확인한 점이다. 이는 SNS와 같은 정

보통신 매체가 사람들의 장소 선택 성향이나 도시 공간 취향을 십분 반

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곧 도시 공간

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매체가 도시에 작용하고 있는 현상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둘째, SNS에서 주로 선택되는 상업시설의 공간 분포 및 입지 특성

을 통해 ‘새로운 도시적 현상’을 발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통

신과 그에 따른 상업시설의 장소 선택이 종래의 원리에 따른 상업시설의 

입지 성향과 다방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임을 공간적·정량적으로 밝힌

다. 이는‘전통적인 도구’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원리 및 법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의 자율성 및 능동적인 선

택의 확대에 따른 사람들의 공간 선택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도구’를 

도시계획 및 설계 관점에서 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접객업 데이터 자체가 상업시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를 지적할 수 있다.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 전반에 대한 세부적이

고 구별된 분석이 있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현 시점에서 데이터 구득 가능성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식품접

객업이 상업시설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충분히 논리적

임을 감안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한 SNS 데이터가 전체 사용자들의 선택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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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SNS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통상 

젊은 층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소선택 성향 연구

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매출액, 통화 발생 지점 등)의 구

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연구 목적을 달성을 위한 대안

으로 연구자가 직접 특정 SNS 데이터를 추출 및 사용하였다. 또한 

SNS의 사용 연령층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기류를 고려한다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충분히 높아져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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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of ICT is making a major revolution in the 

paradigm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and new phenomena are 

discovered by analyzing the spatial structure and distribution 

through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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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is trend,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people's 

tendency to choose places and the resulting characteristics of 

spatial distribu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media. 

To this en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ain F&B stores, 

which is often selected by people on social media, are compared 

to the distribution tendency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F&B stores. The spatial range of the study is set at six 

metropolitan cities corresponding to the metropolitan level, and 

the temporal range is based on June 2019, the latest in a period 

where data can be obtained.

  The proces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literature review about urban spatial pattern 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of location tendency and spatial analysis using 

SNS data is conducted. By this review, set up analysis 

methodology and select variables for analysis. Subsequent, data 

are collected. Especially, data of major F&B stores and search 

frequency of each stores are crawled on social media,

  Secon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re identifi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global location pattern’and ‘local 

location pattern’ of general F&B stores and major F&B stores 

of social media. Analysis of ‘global location pattern’ is 

performed through analysis of Standard Deviation Ellipse and 

Nearest Neighbor Index, and analysis of ‘local location pattern’ 

is performed through Fuzzy Mode and NNHC.

  Third, the specific ‘locati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F&B stores and major F&B stores is compared and 

analyzed. This analysis is conducted by placing ‘rank of store 

density’ and ‘search frequency of store in social media’ as 



- 92 -

response variables. Description variables are defined as location 

environment characteristic variables extracted from the preceding 

study an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nalysis resul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Analysis of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shows that 

‘distribution centrality’ of F&B stores that are chosen 

primarily from social medial has a similar aspect to that of 

general F&B stores. However, there are striking differences in 

‘distribution orientation’ and ‘distribution cluster’.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s are also found to be 

compared to general F&B stores.

  In terms of location environment characteristics, the F&B 

stores, which are chosen primarily from SNS, are compared in 

many parts with the general F&B stores that follow the general 

planning principle. In the latter case, showing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of common-sense commercial facilities, which are 

located in commercial areas where traffic accessibility and 

accessibility to downtown are smooth, and absorbent force and 

high land price areas.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characteristic of being located in an area with good accessibility 

to downtown is similarly shown. However, the remarkable 

difference is that the location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that it is located 

regardless of the absorbent force, land price and land use. This 

is in line with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F&B stores where socai meida influence is strongly 

ex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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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identifies, spatially and 

quantitatively, that people's tendency to choose commercial 

facilities from social media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l(traditional) commercial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new urban phenomenon’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suggests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It also confirms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deia such as social media fully 

reflect the ever-changing urban paradigm, suggesting that 

follow-up research sh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Keywords : Social Media, Social Network Service Data, 

Commercial Facility, Place Selection, Location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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