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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울 골목상권들의 동태적 변화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정 공간이 

상권으로서 주목받고 입소문을 타면 대기업의 체인점이 입지하기 시작하

고, 단기간에 비슷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상권 변화 속도 또한 가속화된

다. 서양에서는 20년 걸리는 상업화가 서울에서는 2년 만에 이뤄진다. 
급격한 상업화 이면에는 임대료의 급등과 주거환경의 변질로 인해 밀려

나는 거주민들과 소자본 창업자들이 존재한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이러

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업가로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바

탕을 두고 소비자주권이론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업가로의 변천은 다양한 주체와 이익집단이 관여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이를 고찰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서울시 상업가로들의 변천요

인에 관한 학문적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상업가로 변천의 구조화를 시도하며 그 과정을 

단계별로 고찰했다. 그와 더불어 상업가로 변천 기제를 규명해 급변하는 

상업환경에서 수반되는 고질적 문제들에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명
소길’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학술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상업공간들은 각각 그 태생적 성향과 배경이 상이하나 시

대적 패러다임과 초국가적 다양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 조밀한 도

시조직을 가진 주거지역 내 골목상권에 형성돼 ‘부티킹’이 가능하다는 유

사성도 보였다. 이 같은 특징에 바탕을 두고 젠트리피케이션에 국한된 상

업가로 변천과정을 일반화 및 모형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둘째, 상업가로의 변천구조는 소비자, 업주, 건물주를 변천 주체로 상

품 및 상업공간에 대한 수요‧공급의 동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업가

로 형성 초기에는 지대격차와 소비자의 ‘구별짓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공통소비군과 과시적 정보 공유가, 활
성화 이후에는 지대 변화가 상업가로 변천 기제로 작용함을 파악했다. 이
는 상업가로의 단계별 변천 과정에서 변화 통제가 가능한 주체를 파악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소비자와 업주의 ‘구별짓기’가 신규 상업가로에서 업종의 차별화

와 미디어를 이용한 구전의 형태로 상권 형성과 활성화를 견인했다. 공통

소비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구색을 갖추면서 소비자의 상업가로 방문 

선택에 ‘부티킹’이라는 체험적 소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설문조사

를 활용해 확인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사업체 수에 한정해 살펴보던 

상권 활성화를 유연적 축적에 의한 다양화로 측정지표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넷째, 인근상권 지대 상승으로 발생하는 지대격차가 신규 상업가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업주 설문조사에서 확인했

다. 이와 더불어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경리단길의 지대와 

업태별 음식점 수 변화 추이, 가로수길의 패션 및 식음 관련 업종 분포 

변화로 지대 상승은 업종을 선택적으로 이동하게 하거나, 진입하게 하는 

유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상업가로의 변천에서 소비자를 주체로 한 소

비경관 변화에 국한된 논의를 지대를 매개로 한 상업공간 수요‧공급의 동

역학으로 그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연구의 가치가 있다.
다섯째, 기 활성화된 상업가로는 위험회피적 대자본이 프랜차이즈 업종

과 건축물 매수 형태로 진입한다. 이는 기존의 동네상점과 거주민을 구축

하는 외부효과를 야기함을 가로수길 및 경리단길의 업종별 사업체 수 추

이와 분포변화, 이태원2동 주민등록인구 변화추이로 확인했다. 이로써 상

업가로의 변천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고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경리단길 및 성수동수제화거리의 업주 면담에서 진입 업주

의 성향이 변천의 단계별로 상이함을 발견했다. 기존 동네상점들의 변화

에 대한 무기력함과 초기 창업자들의 적극적이지만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에 대한 반감, 후발 창업자들의 무임승차 의지와 의제자본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업주 조직에서도 상업화 초기에는 시민권력 단계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생성됐다가 활성화 이후에는 명목적 참여단계 네

트워크로 대체되는 현상을 경리단길,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거리의 업주 

조직 인터뷰로 확인했다. 상업가로 변천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역공동체

와 업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개발근간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연구돼 오던 상업가로

의 활성화를 상업공간과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자 및 공급자 관점을 도

입, 구조화를 시도한 논문이다. 이와 더불어 변천단계별 진입자 특성과 

변천기제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다. 상업가로 형성과 관련한 기존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도시의 자생에너지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상권의 변천에 거시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한정적인 분석자료가 서울시 상업가로 변천의 전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연구

로 삼아 정교한 실증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를 ‘명소길’ 조성

과 관리를 위한 정책 도출 근거로 활용할 것을 기대해본다.

주요어 : 상업가로, 변천모형, 지대격차, 비자발적 이주,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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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서울의 골목상권들의 동태적 변화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정 공간

이 상권으로서 주목을 받고 입소문을 타면 대기업의 체인점이 입지하기 

시작하고 단기간에 비슷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개별 경제주체의 판단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권들의 동태적 변화양상은 이처럼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처럼 동일한 경로를 그리고 있다. 상권의 변화 속도 또한 

가속화되어, 서양에서는 20년이 걸리는 상업화가 서울에서는 2년 만에 

이뤄진다.1) 홍대와 대학로는 20년의 시간을 두고 상권의 활성화 과정을 

밟아왔으나 최근엔 그 주기가 단축되어 5~6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다.2)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존상권의 과도한 밀집과 상업화로 인한 내

부 특성 변화로 기존상권의 주변지역에 새로운 상권들이 우후죽순 생겨

나기 시작했다(라도삼·이정현, 2010). 
기존상권의 인근의 골목상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업화는 

외부인구의 유입을 야기하며, 주거지역 근린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 
공간적 진화과정에서 거주민은 소음과 쓰레기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임대

료 폭등에 무기력해진 동네상점들은 문을 닫는다. 마치 숙주를 죽이는 기

생과 같이 주거지 잠식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쟁취한 상권은 

1) 한국일보 2012년 9월 7일자 16면. “가로수길 너머 세로수길… 홍대 지나 연남동… 옆동네 

‘르네상스’”
2) 경향신문 2014년 11월 7일자. “마을은 뜨는데 …주민이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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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발달하고 인스턴트화되어 순식간에 잊힌다. 개발되고 잊히는 과정

이 반복될수록 상업가로의 매력은 사라지고, 급변하는 가로상권구조는 지

역이 지닌 고유성을 파괴하는 형태로 진화한다. 이러한 ‘무장소의 자리’
들은 토착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경제논리에 의해 언제든 떠날 준비

를 하고 있다(Relph, 1976). 따라서 일반적으로 낙후된 근린을 중산층이 

대체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만 이러한 현상을 설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나 상권의 형

성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서울시 걷고싶은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1999년)’을 

시작으로 보행환경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심부에 유동인구를 유입시

켜 상권 활성화 및 해당 지역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상권의 변화속도나 양태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2008년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시점은 삼청동이 상업으로 

활성화가 되고 카페와 음식점이 포화가 된 시기와 맞물린다(염지혜·양승

우, 2014). 정부의 정책방향 또한 그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인
사동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동시에 상업화로 본연의 자리를 삼청동에 내

어주었다. 삼청동의 디자인거리 지정도 한옥지구의 보존과 문화적 자산화

를 의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상업화로 이어져, 지역성을 보호하고자 했

던 제도가 오히려 그 방향을 흐리는 결과를 낳았다.
해크워스와 스미스(Hackworth & Smith, 2001)의 젠트리피케이션의 

시대별 변화단계3)에 의하면, 서울은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을 맞

3) 첫 번째 물결은 70년대 초까지의 산발적이고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을 위한 정부주도적

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물결은 80년대 후반까지로 강력하고 때

로는 무자비한(powerful and ruthless)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정부가 간섭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결은 많은 지역에 자본이 포화상태

로 유입되어 잠시 휴기를 겪고 난 젠트리피케이션이 다시 확장되는 단계로 구분된다

(Hackworth & Smith, 2001). 물론 서구의 사례를 국내 사례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

은 무리가 있으나, 국내의 상업공간 젠트리피케이션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서울시 상업공간의 변화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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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 운동가들이 정부를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조직으로 활용하

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상업화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와 향후 예상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한다. 
상업가로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형성 원인이나 작동원리를 살펴보기 

보다는 활성화 요건을 살펴보는데 치중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상당수가 

다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개발근간의 신자유주의 입장을 취

하고 있으며, 상권의 활성화를 새로운 상권의 형성의 개념으로 보고 그 

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상권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특정 사례에 

국한된 상권발달 단계의 구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책마련을 위해 변

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학문적 고찰이 미진한 

상황이다.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람과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

다. 비자발적 이주와 외부불경제로 인한 갈등은 상권 변화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급격한 상

업화는 변화에 대응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생적 상업

가로의 형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는 외부경제가 창출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수요와 공급

의 통찰을 통해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에너지

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업가로가 변화하는 구조을 규명하고 작동원리

에 대해 고찰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명소길’을 위한 도시계획적 해

법의 학술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시장주도형 상권’의 변

천사를 분석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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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계층성을 띠는 문화소비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상권의 형성 및 

활성화를 상업공간의 공급자와 상품의 공급자 관점을 도입하여 필연적으

로 귀결되는 상업가로의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 변천 

단계별 변화의 기제를 고찰하고 이를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상업가로가 변화해온 과정을 고찰하고 각 상권의 변천과

정을 고찰한다. 변천과정의 특성 파악을 통해 변천에 작용하는 주체 즉, 
상업가로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에 영향을 받은 주체들을 파악

하고 이를 구조화한다. 이는 상업가로의 진입계층과 이용계층을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다. 
둘째, 서울 명소길의 변천 과정을 팔랜더(Palander) 및 호텔링

(Hotelling)의 공간적 경쟁과정의 입지모형과 상업시설의 입지관련 이론 

등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모형화 한다. 구축한 모형을 바탕으로 변천의 기

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과관계를 정립한다. 
셋째, 상업가로 변천의 기제를 시장원리에 기초한 수요·공급의 관계로 

간주하고 재화, 서비스 등 상품의 수요·공급과 상점 공간의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원인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변

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상업가로 변천의 명과 암을 고찰하는데 세부 

목표가 있다.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변천의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명과 암을 재조명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

이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상업가로들의 현상을 진단하고 ‘명소길’ 조
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지침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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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1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특정한 제약으로 인해 근린주구 내의 상업환경을 유지하다가 1)인근에

서 범람한 상업시설의 유입으로 활성화가 된 사례들로서 2)임대료가 급

상승했으며 3)미디어에 노출되었고 4)대기업의 체험 판매장(플래그십 스

토어, flagship store)4)이 등장한 곳 중 5)3차상권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

은 제외했으며5) 6)소비공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사업이 진행된 

곳을 대상으로 했다.6) 

상권 활성화 정도는 해당 상권의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

나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대체변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의 대

중교통 승하차인원(허자연 외, 2014), 기사 언급빈도(염지혜, 2015) 등
이 대리변수로 사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서 제공하는 기사의 언급빈도를 기준으로 상권을 구분했다. 급격히 등장

하고 가속화되는 상권변천의 특성상 상권의 시계열자료의 확보가 어려우

4) 한 기업에서 생산한 여러 제품을 한곳에 모아서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브랜

드의 대표 제품과 디스플레이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높은 매출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의 정체성을 홍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5) 마샬의 집적경제이론에 바탕하여 판단컨대 변천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판단했다.

6) 

대상지명 관련기관 추진 시기 추진사업

압구정 로데오거리 강남구청 2009년 4월 압구정로데오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신사동 가로수길 서울시 2010년 6월 디자인을 중심으로 패션 관광연계 선도지구 사업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경리단길 서울시 2015년 6월 보행환경개선사업

성수동 수제화거리 서울시 2015년 6월 보행환경개선지구

자료: 윤형호‧인규리(2012),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2012년도 정책자료집 산업 및 특정개

발진흥지구 지정·운영,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2015년 6월 1일 보도자료

표. 대상지의 상업가로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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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현재 각 단계에 해당하는 상권들을 선정하여 단기간 시계열자료 및 

횡단면자료의 차이로 상권변천과정을 비교·분석했다.  
사례지역의 선정은 삼성디자인연구소의 상권지도가 제공하는 서울시내 

15개 상권지도7) 중 시계열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상권 단계가 구분되는 

가로수길과 압구정을 활성화 이후의 단계로 설정했다. 형성시기의 상권은 

성수동, 활성화시기의 상권은 경리단길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경우 1990년도부터 기사 수가 꾸준히 상승 중이며, 가로수

길의 경우, 2004년까지 상권에 관한 기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2005
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기사 수가 상대

적으로 적은 것은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인터넷매체 발달 이전에 이미 활

성화된 상권이므로 신문지면 및 TV뉴스 등에 정보노출이 더 많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신사동 가로수길 및 압구정 로데오(좌), 성수동 수제화거리 및 경리단길(우)의 기사 수

(한국언론진흥재단 검색 결과)

성수동 수제화거리와 경리단길은 2009년부터 매체어서 언급되기 시작

했으며, 성수동 수제화거리의 경우 2013년부터, 경리단길의 경우 2010년
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성수동의 경우 현재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

7) 강남역, 강남대로(논현), 명동, 압구정, 청담동, 가로수길, 삼청동, 문정동, 연신내, 이대앞, 
홍대앞, 코엑스몰(1), 코엑스몰(2, 도심공항터미널 지하), 이태원(1), 이태원(2, 한남동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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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수제화거리’와 서울숲역 부근의 ‘서울숲길’이 

있는데 많은 기사에서 이를 ‘수제화거리’로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8)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범위를 성수동의 ‘수제화거리’로 통칭하여 사

용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사검색빈도의 분산분석 결과 1%유의수준

에서 네 지역의 기사 수 변화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

석대상으로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9) 

김흥순(2010)은 주요가로에 면한 한 켜의 대지를 대상으로 평균 지사

를 살펴보았고, 이상훈(2010) 또한 가로수길에 면한 건축물 67개동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가로변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각 필지별 건축물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골목상권의 형성, 활성화, 성
숙 등의 전반적 변천사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2014년 기준 자료로 주요 

가로 및 이면도로까지 분석에 포함했다. 음식점 자료에 대해서는 가로수

길과 압구정로데오거리의 분석에 그림 2에 해당되는 모든 필지를 포함했

으며, 삼성디자인연구소의 상권지도나 포털사이트의 로드뷰에 나타난 업

종의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도로에 면한 필지만을 대상

으로 했다. 

8) 조선일보 2015년 2월 25일자. “798예술구처럼 변신중인 서울 성수동” 등 다수

9)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760574 3 253524.7 5.033351 0.002778 2.699393
잔차 4835420 96 50368.96
계 5595994 99 　 　 　 　

표. 신문기사 검색 결과의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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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로수길(좌) 및 압구정로데오거리(우)의 연구의 범위

경리단길의 분석에는 이태원 2동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근린상점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지도 및 네이버지도의 로드뷰에서 확인 

가능한 그림 3의 좌측 범위에 해당하는 주가로에 면한 필지만을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했다. 음식점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림 3의 우측 범위에 

해당하는 경리단길의 주가로와 맥주골목, 경리단 뒷길, 보석길 등에 면한 

필지를 살펴보았다. 성수동 수제화거리의 경우 형성시기에 해당하므로 업

종변화 등을 쉽게 관찰하기 어려워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로 대체했다. 

그림 3. 경리단길의 연구의 범위(근린상점(좌) 및 음식점(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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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 범위는 지역별로 상업화 시기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시계열이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각 지역을 상업화의 각 단계로 간주하여 형성기, 성장

기, 성숙기, 정체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구득할 수 있는 최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횡단면 분석을 통한 비교로는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확보된 2012년을 

기준으로, 시계열분석은 기 활성화된 두 상권(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

리)의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정하여 삼성디자

인연구소의 상권지도 및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음식점자료(1981
년~2015년), 다음 및 네이버의 로드뷰(2009년~2014년) 및 직접 촬영

한 사진(2014년 1월~2015년 7월 현재)을 바탕으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

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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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화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변천의 원인

과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밝히는 연구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서울시 대표 상업가로의 변화와 그 특징을 고찰함으

로써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구조를 파악하는 부분과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구조에서 나타나는 변천과정, 세 번째는 상점 

공간의 수요와 공급구조에서 나타나는 변천과정을 분석하는 부분이다. 연
구는 총 7장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론연구, 사례분석에 관한 부분이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설정을 통해 현재까지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에 관련하

여 언급되었던 문화소비 관련 이론들과 생산자의 시각에서의 이론들 및 

도심재활성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울시 변천과정의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 제3장에서는 더불어 그간의 서울시 대표 상업

가로의 변천을 고찰하고(1절) 상업가로의 물리적 특징 및 현상학적 특징

을 정의했다(2절). 
제4장은 연구의 전체 청사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서 검토

한 문헌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상권의 변천주체를 살펴보고 변천과정을 

파악하여 구조화했다(1절). 구축한 상업가로 변천구조를 바탕으로 주요 

가설을 설정하고(2절)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자

료 구축 및 분석과정을 기술했다(3절, 4절)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제4장을 통해 구조화한 상품 및 상점의 수요공급

이라는 두 가지 큰 맥락으로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별짓기와 지대격차를 통한 상권의 형성단계(1절), 
부티킹과 자본의 유입을 통한 성장단계(2절), 프랜차이즈의 진입과 지대

상승으로 인한 성숙단계(제6장 3절)로 변천과정의 원리와 특징을 고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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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앞서 살펴본 

변천 원인과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7장은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1절) 연구의 

의의를 강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으며(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했다(3절). 
연구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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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의 범위 및 구성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

제2장  문헌연구

2.1 상업가로 변화의 주체

2.2 상권과 도시공간의 변화

2.3 소결

제3장  서울시의 상업공간

3.1 서울시의 상업공간

3.2 서울시 상업공간의 특징 도출

연구가설

제4장  서울시 상업가로 변천구조 탐색

4.1 상업가로 변천의 구조

4.2 연구의 가설

4.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4 자료의 구축

연구내용

제5장  상품의 수요와 공급

5.1 구별짓기

5.2 부티킹 : 업종의 다양성

5.3 소비자 설문조사

제6장  상점의 수요와 공급

6.1 지대격차의 형성 : 인근 상권의 범람

6.2 지대변화 : 업종선택성

6.3 지대상승 : 대자본의 유입 및 소자본의 탈각

6.4 업주 면접 

제7장 

결론

7.1 연구 결과 및 의의

7.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표 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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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 헌 연 구

2. 문헌연구

2.1 상업가로 변화의 주체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급측면과 소비측면에서의 논의는 스미스(Smith, 
1979)와 레이(Ley, 1986)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도시지리학 분야

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어 왔다. 이에 절충적 연구들도 1980년대부터 등

장하여 현재까지 보완, 발전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상업

가로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문화소비적 요소에 집중하여 활성화요인을 

고찰하는데 치중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논의된 소비자 주권

이론의 논의들과 더불어 생산자 주권이론을 바탕으로 상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2.1.1 소비자 중심의 변화

1) 문화자본론

상업가로의 변화에 관한 국내 상당수의 연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

제성장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와 맛집열풍에 편승한 사회적․상징적 

자본에 초점을 두고 문화소비의 관점에서 상권의 형성을 바라보았다(김
신성, 2013; 라도삼·이정현, 2010; 박가람, 2013; 이상훈, 2010; 이인성·
배재흠, 2013 등) 이는 부르디외(Bourdieu, 1979)의 사회공간에서 경제, 
문화, 사회, 상징적 자본이 갖는 상대적 무게가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상권이 수요가 있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중심으로 발

달하기는 하나 상권의 형성 자체가 소비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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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공급은 늘 균형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다. 
플로리다(Florida, 2005)는 ‘순수 창조의 핵’인 전문직 종사자들과 ‘창

조적 전문가’인 지식집약형 산업 종사자들이 “창조계급”으로서 집적하여 

창조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성장을 돕고 창조경제

의 어메니티를 형성하여 도시의 재생에 이바지 한다는 입장이다. 양희은‧
손용훈(2013)은 상업화을 통해 ‘창작’과 ‘소비 및 교환’이 동시에 일어나

는 장으로서 상업시설의 문화경관이 형성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창조계

급으로 사료되는 집단의 창조적 활동이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견인했다는 

실증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주킨(Zukin, 2009)은 상업화를 견인하는 사람들을 기존 상인들과 차별

화된 특징을 지닌 계층으로 분류하고, 에스닉(ethnic) 레스토랑이나 부티

크(boutique), 바(bar) 등의 업종이 상업화를 견인함을 언급했다(Zukin 
et al., 2009). 이는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의 맥을 잇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상업화와 동시에 주거민은 장기간 거주해온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의 전문가나 기업임원으로 대체되면서 배후수요로 작용한다고 설

명했다. 주킨은 상업화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적 측면의 논제에서 자본 대 

문화에 대한 논제로 이끌어냈고, 상업화가 개인 투자자본의 도시 유입과 

도시의 문화시설 군집을 설명했다(진창종, 2013). 
상업공간의 변화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소비의 의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우리시대의 소비는 물건 자체의 구매가 아니라 사물에 투영되

고 그 사물이 재현하는 기호와 상징을 구매하는 행위다(윤태영, 2014). 
부르디외가 말하는 타자와 자신을 구별짓고자 하는 욕망은 소비에 또 다

른 날개를 달아주었다. 대중은 “다른 사람들처럼 보여야 하지만 다른 사

람들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과제(강신주, 2009)를 부여받았다. 키치

(Kitsch)적 소비특성은 구별짓기를 위한 소비를 대중화시켰고, 대중은 르

시클라주(recyclage)10)를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유행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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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고 이를 소비해야만 현대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

(Baudrillard, 1970). 상업공간은 사물의 사용가치와는 다른 기호가치로

소비되며, 기호가치는 이미지, 분위기, 구별짓기, 지위표시, 감성, 사회적 

코드, 유행 등을 상징하며 소비의 무한한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는 다양한 이종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한 계급에 관해서만 언급하

는 것은 다분히 호도적(糊塗的)이다(Glaeser et al., 2001). 더불어 ‘문화

소비’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2015년 현재 경리단길에는 공연, 전시, 예술

적 활동이 부재한 상황이며, 오히려 급격한 상업화에 편승한 대기업의 유

입이 활발해지는 국면을 맞이했다. 

2) 과시적 소비계층 

계층적 소비에 관한 주장은 19세기 후반 베블런(Veblen, 1899)의 주

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부르디외의 문화자본과 플로리다의 창조계

급으로 이어져 문화적 혹은 예술적 자본을 소비하는 소비계층이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논지의 일관성은 딱히 ‘문화적’ 자본을 소비한다기보다 

사회적 지위의 유지 및 개별 계층의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과시적 혹은 

대화적(interactive) 소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박형신(2011)은 대화

권력으로 보고 있다.
베블런은 ‘여가’를 비생산적인 시간소비로 정의하고 과시적 여가법칙에 

의해 체면치레로 간주한다. ‘유한부인(ladies of leisure)’의 출현으로 재

력을 과시하는 전문화된 재화의 소비활동이 세련되고 체계적인 형태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명성의 규범이 당장 그 물건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리고 그 규범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명성을 유지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10) 폭넓은 의미로 교사, 기술자, 회사간부 등이 직업상의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배우는 ‘재
학습’, ‘재교육’의 의미로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가 문화 및 자연에 대해 행하는 똑같은 조

작에 이 말을 사용했다(Baudrillard; 이상률 (1992)의 역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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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을 이용하기 위해 물건을 소비하는 것을 과시적 소비로 정의할 수 

있다. 젠트피리케이션 과정에서도 건축적 우월함과 역사적 중요성을 미학

적으로 해석하는 키치적 성향을 중산층이 베블런의 “눈에 띄는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로 자신을 차별화(social distinction)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Jager, 1986).
제일기획에서 서울의 ‘명소’를 검색하는 디지털 패널 3,200명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 관심을 추구하고 과시적 성향을 지닌 유형의 사람들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뜨는 지역’의 정보를 입력하는 모험

적 심리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것이다.11)

3) 젠트리피케이션 단계 모형(stage models of gentrification)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를 구분 짓는 연구들은 대부분 주거지역의 젠트

리피케이션을 다룬 연구들로서 주로 진입계층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역

동성을 설명한다. ‘낙후된 근린이 중산층으로 향상되는 과정’으로 정의되

는 젠트리피케이션(Lees et al. 2008)의 견지에서 각 단계별 진입자들의 

계층적 특성을 언급한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 
패티슨(Pattison, 1977)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를 처음으로 구분지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클레이(Clay, 1979)가 이를 인용하여 실증함

으로써 단계 모형이 보편화되었다. 
첫 번째 단계를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는(risk-oblivious) 개척자들이 

공실을 리노베이션하여 진입하는 과정이다. 클레이는 이를 개척자 단계로 

설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1단계 진입자들과 유사한 계급의 연쇄적 진입으로 보

고, 공간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공의 관심을 받기 

11) 한겨레, 2015. 2. 5일자 14면. “‘핫플레이스’ 찾는 당신, ‘관심추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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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과정이다. 클레이에 의하면 저속의 잠정적 확산 단계이며 부동

산업자, 개발자 등이 잠재적 이익을 인식하고 투자하기 시작하는 시기이

다. 
세 번째 단계는 대형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의 건조환경의 개선과 

그에 기인하는 집세 폭등 단계로 보았으며, 미디어의 조명을 받아 명성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신규 진입한 전문가계층이 밖으로는 공공재원

을 요청하고 안으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기반을 다져가는 시기다. 
더불어 초기 진입자와 후발 진입자의 긴장이 형성되는 시기로 해석했다. 
클레이는 이를 호전 혹은 르네상스 단계로 설명했으며, 본격적으로 상류

층이 유입되고 언론매체 홍보가 시작되며 전문직 중산층이 유입되는 단

계로 설명했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 및 관리자 계층으로 구성되는 중산층이 대거 

유입되는 단계로 대규모 투기가 발생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비자발

적 이주를 겪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변 지역도 수요증가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과 동일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클레이는 

중산층 전문가가 대거 유입되는 단계로, 주택 점유경쟁에 의해 부동산 가

치가 급격히 상승된다고 보았다.
베리(Berry, 1985)는 재생(revitalization)의 과정을 행위자(actors)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두세 개 블록의 소규모 지역에서 위

험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위험을 수용하는(acceptant of the risks 
involved) 싱글족 혹은 자녀가 없는 부부에 의해 “자조주택형(sweat 
equity12))”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위험을 감수하는(risk-taker) 중
산층 또는 전문가 집단이 진입하고(공실 감소) 부동산 중개업자가 간섭

12) “sweat equity”의 사전적 정의는 ‘노동 제공형 가옥 소유제도’로 낙후 건물에 입주자가 입

주하여 염가 임대기간에 스스로 가치상향적 노력을 한 후 소유권을 부여받는 정책을 일컫

는다. 박미선(2013)에 의해 ‘자조주택(self-help)’으로 사용되었으며, ‘땀의 균형(연합인포

맥스, 2006년 4월 28일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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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하며 미디어의 조명을 받으며 원주민이 주거권을 침해당한 것에 

분개하는 시기가 두 번째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미디어와 정부의 관심

이 쏠리고 물리적 개선이 인지 가능할 정도가 되며 지대가 급등하고 금

융권에서 자금이 풀리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서술했다.
케르스타인(Kerstein, 1990)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위험을 지각하지 

못하는(risk-oblivious) 진입자와 위험 회피적인(risk-averse) 진입자 

사이에 위험하기 쉬운(risk-prone) 진입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를 검

증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를 살펴보고 인구학적 특성과 진입유

인을 설문을 통해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선행된 인근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된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

케이션 과정을 학습한 진입자들이 그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진입함을 보

임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단계 모형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

함을 주장했다. 

단계

구분

패티슨(Pattison,  1977) 베리(Berry,  1985) 케르스타인

(Kerstein,  1990)
진입계층

이해집단 및 

특징
진입계층

이해집단 및 

특징
진입계층

1단계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는 개척자들이 

공실에 진입

개척자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위험을 

수용하는 싱글족, 
자녀가 없는 부부

공실에  

진입하여 

자조주택형 

투자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는 

1.5단
계

1단계와 유사계급 

연쇄적 진입

부동산업자,  
개발자, 공공

2단계

전문가 계층 진입,  
대형자본 유입, 
집세 폭등

전문가  계층, 
미디어(공공재

원, 커뮤니티)
위험을 감수하는 

중산층 전문가 집단

부동산 

중개업자, 
미디어

위험하기 쉬운

3단계

자영업자 및 

관리자 등 중산층 

대거 유입

중산층, 대규모 

투기(비자발적 

이주)
　위험회피적인 

경영진 및 관리자

미디어, 정부, 
금융기관

위험 회피적인

표 2.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에 관련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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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Ley,1986)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수요측면에서 접근한 논쟁의 중

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서의 사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4차 산업 종

사 비율 및 대졸 비율을 합성하여 만든 사회적 지위 지표로 젠트리피케

이션을 설명했다. 캐나다의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

하여 인구학적 특성, 진입유인, 현재지역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희망

사항(hope) 등을 조사했다. 레이는 이 연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척도

를 거주자의 학력 및 직업변화로 보았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나 과정, 해석에는 진입하는 소비자계층

의 특성이 공통 지표로 사용되었으나, 그 과정이나 동인에 대한 해석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한 가지 요소로 설

명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임을 의미하여, 상업가로의 변천은 젠트리피

케이션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므로 더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유

추해볼 수 있다.

2.1.2 생산자 중심의 변화

상업시설을 공급하는 업주의 관점에서 경제적 동인은 간과할 수 없는 

큰 요소이며, 사실상 부작용은 소비공간을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상품이나 서비스 보다는 임대료가 근린의 주인을 결

정하기 때문이다(Zukin, 2010). 생산자중심의 변화는 지대로 대표되는 

자본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1) 비용의 최소화 : 지대격차(rent gap)

스미스(Smith, 1979)는 경제적 유인(건축비의 증가, 통근비의 감소) 
때문에 도시외곽의 인구가 도심으로 재유입된다는 선행연구가 맞지 않음

을 실증하고, 지대격차이론(rent gap theory)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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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주도하고 소비가 따라오는 형태의 생산자 주권이론의 관점에서는 

도심의 지대 및 건물 가치의 하락은 수요 감소를 수반하고, 이는 임대인

으로 하여금 시설유지에 대한 투자를 감소케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
국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도시외곽으로 자본이 흘러나가며, 동시에 도심 

주변부에 슬럼이 생성된다. 슬럼은 지대격차를 발생시켜 유출된 자본을 

다시 유입시킨다. 이 과정에서 스미스는 도심 재활성화(gentrification)을 

견인하는 행위자로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크게 판단했다. 토지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용일 때의 토지가치와 현 매매가의 차이가 대규모 금융을 

일으키는 유인이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지대격차가 최대화 된다는 것

은 최고 수익율이 달성된다(highest returns available)는 것과 같은 의미

로 해석된다(Ley, 1987). 즉, 수익을 위한 자본의 이동에 상권형성의 동

인이 있다. 

그림 4. 스미스의 지대격차이론(Smith, 1979)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시작되는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과는 상이하

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상업화는 노후시설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근본 메커니즘은 주거지역의 경우와 유사하다. 임대

료, 시설투자, 권리금 등의 초기 자본투입을 통해 해당 점포의 효용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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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윤이 높은 시기에 사업자가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저렴한 임대료, 무권리금의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개별 사업

자의 자본이 유입되며 상업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스미스(Smith, 1979)는 미국 대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을 슬럼형성지역으로 꼽았다. 슬럼 주변지역의 지대상승으로 슬럼지

역의 잠재 지대가 높이 평가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고밀도의 꾸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기 때

문에 외국 사례와 같이 슬럼이 형성된 지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상대적으로 개발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지대가 낮은 편인 지역으로 적

용해볼 수 있다. 인근 상권이 존재할 때 배후수요, 유동인구 확보 등 상

업시설의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점이 가중된다. 스미스(Smith, 
1987)는 지대격차가 도심재활성화의 결정요인(deterministic fashion)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건(fundamental distinction)이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

서 지대격차는 도심재활성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도심재활성화의 

‘전조’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림 5. 도심으로부터의 지대변화(Smith,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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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지대격차이론은 주택이라는 상품을 공급하는 개발자의 관점

에서의 접근이며 따라서 자생적 도심재생보다는 대규모 금융조달을 통한 

재개발을 해석하는 관점에 가깝다. 개별업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

는 상업시설의 입지에 관한 해석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정 업

종의 도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이윤 최대화 : 유연적 축적과 의제자본  

상업화는 도심경관의 변화에 내재하는 후기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논리

로 설명할 수 있다. 하비(Harvey, 1989)에 따르면, 포스트모던의 도시공

간에서는 즉흥성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개입하는 것는 취향

(taste)과 의견의 조작을 수반하며 새로운 기호체계와 이미지를 창출한

다. 패션, 생산물, 생산기술, 노동과정, 사상과 이데올로기, 가치와 기존 

관행의 즉흥성(volatility)과 순간성(ephemerality)을 강조하게 된다.
소비영역에서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첫 번째는 대중

시장의 도입으로 소비속도가 가속화된 것, 두 번째는 재화의 소비에서 서

비스의 소비로 이동한 것이다. 자본의 과잉축적을 다루는 방법으로써, 회
전시간의 가속화 등을 통한 시간적 이전(temporal displacement)에 한계

가 있자, 지리적 팽창을 통해 초과자본 및 노동을 흡수하는 등의 공간적 

이전(spatial displacement)이 상권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부르디외의 ‘구
별짓기’를 부각하는 이미지로 포장된 상품의 형태로 공급되며, 장소자체

를 상품화하여 상업가로라는 집단적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강홍빈, 
2004).13) 

13) “'구개발주의‘가 확대되는 경제활동과 새로운 계급을 담는 도시공간을 만들고 제조업에 소

비시장을 만들어주었다면, 신개발주의에서는 ‘차별성’ (부르디외)을 부각하는 이미지를 만

들어 장소 자체를 상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생태, 환
경, 역사, 문화, 여가 등의 ‘잘나가는’ 주제로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구개발주의의 주역은 

국가였지만, 신개발주의에서는 국가와 민간부문이 공고한 파트너십을 이룹니다. 구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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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에서는 소비와 공급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상권이 활성화되

면서 자본이 과잉 축적되면, 생산자는 회전률을 높이려 하고 소비는 이에 

상응하여 가속화된다(Harvey, 1982). 다양화되는 업종은 자본축적이 투

영된 유연적 축적의 발현이며, 빠르게 바뀌는 트렌트가 반영된 것일 뿐이

다. 
토지거래 시에는 실물이 아닌 지대로 투기가 발생한다(Harvey, 1982). 

하비가 주장하는 ‘의제자본’은 자본의 과잉축적을 시간적으로 이전한 것

이며, 이는 국내의 상업시설에서는 권리금으로 거래되어 왔다. 2014년 9
월에 발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금의 유형이 바

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과 이익권리금으로 나뉜다.14) 이 중 바

닥권리금은 상권의 입지로 얻게 될 이익을 기대하여 형성된 권리금이며 

이익권리금은 높은 매출을 예상하고 책정되는 권리금으로서 이들은 현재 

자본화는 안 되었으나 미래로 이전된 이익을 예상하는 순수 의제자본이

다. 이 때문에 상권의 활성화는 업주들이 상점에 매몰비용을 지출하지 않

았더라도 더 높은 권리금을 기대하게 한다. 상권의 활성화로 축적되는 투

기적 거품은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변천의 방향을 전환시킬 

소지가 있다. 
의제자본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큰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거품경제

라는 환상적인 세계를 창출한다. 잉여자본은 임대료와 권리금의 형태로 

각각 건물주와 업주에 이전되기도 하지만, 지대상승이라는 시세차익을 건

물주에게 남겨준다. 시세차익은 자연적으로 자본을 유입시키며, 자본 유

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개발을 양산했다면, 신개발주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

발을 고안해냅니다 (보들리야르). 구개발주의가 비켜지나갔거나 버려두었던 공간을 구개발

주의는 다시 찾아내 '황금의 알 '을 낳는 투자사업을 만들어냅니다.” [강홍빈, 2004]
14) 권리금의 유형

①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②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③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④ 이익권리금 : 미래에 창출될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1년분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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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통한 거래 활성화로 해당지역의 부동산에는 여러 번의 손바뀜이 일

어난다. 
초기 진입이나 후기 진입에 해당하는 신규 진입자들은 모두 주변지역

의 인구특성, 직업, 문화시설 및 건조환경의 특성이 본인의 계층에 적합

하게 채워지길 바라는데, 이는 모두 다 주택투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길 바라는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Kerste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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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권과 도시공간의 변화

상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으나 하나의 상권이 

분화, 성장하고 상권중심지가 이동하는 등의 통시적 연구는 상당히 미진

하다. 따라서 상권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와 상권의 ‘활성화’를 

변화의 개념으로 해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2.1 구조적 변화

1) 업종의 구축효과

제이콥스(Jacobs, 1961)는 특정업종의 장악력으로 인해 “다양성의 자

기파괴(the self-destruction of diversity)” 현상이 발생하여, 상업화의 

초기에 다양성을 구축하며 진입한 업종들이 다른 기존 업종들을 장악하

며 구축(crowding-out)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동네주민을 고객층으로 

삼아 온 1차상권의 근린상점보다 새로이 주입된 2차, 3차 상권 업종의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생산성 높은 업종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제

시하며 기존의 근린상권과 대체된다. 따라서 대체된 상권은 수익성이 좋

은 특정 업종으로 집중되며, 사업성이 좋아진 상업환경은 다시 대규모 자

본을 유입한다. 높은 임대료 및 권리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대기업의 위험 회피적인 보수성이 투영되어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이 

이루어지며, 다양성을 파괴하는 자기파괴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용도용적제에 의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상업공간의 

면적이 적은 주거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을 하여 상업시설이 진입한다. 따라

서 구축효과는 근린 상권을 이루던 상점들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상점

의 기존 거주자를 구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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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본의 진입과 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투기적 자본(speculative 
capital)을 끌어들이는 데, 하비(Harvey, 1982)는 이를 “모든 착란적 형

태들의 원천”이라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투기로 인해 조성된 거품은 

향후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비자발적 이주

흔히 ‘비자발적 이주’로 해석되는(권은선·김광중, 2011; 강우원, 2011)  
‘displacement’는 ‘탈장소(기현주, 2009)’, ‘장소의 전치(轉置, 이민호, 
2006; 신광희, 2007)’로 사용되기도 한다. 주거지역의 재개발, 젠트리피

케이션에서 나타나는 ‘displacement’를 마르쿠제(Marcuse, 1985)는 직접

적인 주거의 비자발적 이주, 연쇄적 전치, 배타적 전치, 이주 압력으로 

구분했다.15) 이는 기존에 직접적 이주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문제제기

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마르쿠제의 조작

적 정의는 임대료 등의 경제적 변화, 인테리어 등의 물리적 경관 변화를 

포함하는 건조환경의 물리적 변화, 접근성이나 기반서비스 등의 근린환경 

변화, 개별 단위의 재건축의 개념을 모두 담고 있다. 이 중 배타적 전치

는 임대료 등으로 해당 상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데 이주하지 못하는 탈

장소를 의미하므로 상업지역의 변화에서는 새로운 진입자들이 대면하게 

15) 마르쿠제(Marcuse, 1985)는 ‘displacement’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① 직접적인 비자발적 이주(direct displacement) : 해당 주거지의 전기나 난방을 끊거나 지주

가 임대료를 올려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을 이주하게 하는 것. 경제적 전치로 분류할 수 

있음

② 연쇄적 전치(chain displacement) : 물리적인 쇠퇴나 이전의 임대료 상승 단계에서 자발적

으로 이주한 것

③ 배타적 전치(exclusionary displacement) :  공실이 된 단위세대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

나거나 버려져서 다른 잠재적 가구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 진입장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 

④ 이주 압력(pressure of displacement) : 이웃이 사라지거나 근린환경의 변화로 이주를 경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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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진입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창종(2013)은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지역이 유명해지고, 지역경제

가 활성화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기존 거주자들이 외부로 밀려나가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주의 경우 상업화로 인한 주거서비

스업의 구축이 가져오는 효용감소가 지대상승에 대한 긍정적 기대심리보

다 큰 경우 탈각할 수 있다. 

2.2.2 상권의 변화

1) 상권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상권의 ‘활성화’의 개념이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로 종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 중에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하고 종합한 연구를 위주로 검토

했다. 
라도삼·이정현(2010)은 서울시 상업가로를 문화특화지역으로 보고 그 

형성 요건을 기호화된 지역, 지가가 낮은 지역, 작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

건, 소비인구의 밀집, 관련 용도 및 자원의 밀집으로 정의했다. 이를 바

탕으로 지가와 선도시설, 클러스터, 건축물의 조건, 지역경관, 소비상권, 
인접효과, 정책요건을 문화특화지역의 형성요인으로 검토했으며, 문화특

화지역의 진화단계를 시기별로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진화기의 네 단

계로 살펴보았다(그림 6). 이는 문화라는 틀 안에서 해석했다는 연구범

위의 한계가 있으나, 해크워스와 스미스(Hackworth & Smith, 2001)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을 구분한 것과 유사하게 지역 상권의 변이단계를 

시대별로 구분지어 살펴본 연구로 가치가 있다. 형성기에는 값싼 임대료

와 미개발을 전제로 하여, 예술적 활동과 이미지연출이 가능한 거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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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에 특정 자원과 활동이 집중되고 언론보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소구와 관련 활동이 밀집된다고 설명했다. 성장기에는 핵심적 업종 및 용

도를 중심으로 특화성을 띤 형태로 상권이 팽창됨을 보였다. 성숙기에는 

관련 업종 및 용도가 집중되고 지역사회 자체가 특화되면서 문화특화단

계를 경유한다. 일정 한계점에 도달하면 특화상태인 균형 상태에 이름과 

동시에 진화기를 맞아서 문화특화성이 배가되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전

환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림 6. 서울문화특화지역의 진화단계(라도삼·이정현, 2010)

이상훈(2010)은 가로수길의 상업가로로의 변화를 이양희(2009)의 연

구를 바탕으로 문헌자료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근린시설 위주의 생활가

로 단계, 유흥 및 화랑·가구거리 단계, 디자인계열·화랑·패션거리 단계와 

상업가로 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했다(표 3). 상업가로로서의 활성화단계

는 기사화가 되기 시작한 2007년을 기준으로 보았다. 더불어 경제성, 선
택성, 안전성, 관습성, 쾌적성, 정보성, 편리성 및 접근성, 문화성의 8가
지 요인을 바탕으로 25가지 세부요인을 정리하여 방문자 설문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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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로수길의 활성화요인을 도출했다. 연구의 초점이 활성화 요인을 고

찰하는데 있어, 가로수길의 변천에 대해서는 현시적 특징을 기준으로 각 

단계를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는데 그쳤다. 

구분
근린시설 위주 

생활가로 형성

유흥·화랑·가구

거리형성

디자인계열·화랑·패
션거리 형성

상업가로 형성

시기 1970-1980 1981-2000 2001-2006 2007 이후

배경
아파트건설

중산층의강남이전

예화랑이전('82)
현대백화점('85)
에스모드('89)
서울모드('90)

해외파  패션디자이너 

작업실 겸 숍 오픈

압구정,  청담동과 

차별되는 가로수길 

이미지 확산

상권

형성

아파트 지구를 따라 

상권 형성

간선도로  위주 상권 

->가로수길 내부 

확산

가로수길 상권형성

가로수길 주변으로 상권 

확산

카페, 패션 악세사리

특징

주변이 주거지로 

근린시설 위주  

형성-> 생활가로 

형성

신사동  네러기를 

중심으로 

유흥·먹거리 발달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여 패션디자이너, 
아티스트 작업공간

이름 있는 카페, 음식점 

의 입점

상업가로로 이미지 변화

보행환경, 주차문제, 
카페의 주거지 침투로 

소음문제 등 야기

주요

업종
근린시설 중심

가구점,  소품점, 
인테리어숍, 화랑, 
액자

디자이너숍,  디자인 

계열 업종, 영화, 화랑, 
카페

의류,  카페,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변화

내용

강북상권의 

강남이전 확산

압구정동  소비문화 

확산

독특한  가로수길 

이미지 형성, 상업가로

카페,  음식점, 
의류판매용 점포가 

집적화되고 주변으로 

확산 가속화

표 3. 가로수길 상업가로 형성시기 구분(이상훈, 2010)

진창종(2013)은 연도별 사업체수 변화패턴을 지표로 홍대 앞 주거지의 

상업화 과정을 3~4년 단위로 구분 지었다.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초기

(2000년~2003년)에는 상권이 본격적으로 발달했으며, 중기(2004
년~2007년)에는 사업체가 초기 발달 구역과 더불어 그 인접지역과 주택

가로 전이되었다. 후기(2008년~2010년)에는 사업체 증가폭이 안정되는 

시기로 일부 구역에서 사업체수가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체수 증감량을 종속변수로 건조환경,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지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문화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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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가 초·중기에 상권 변화를 견인함을 보였다.
이인성·배재흠(2013)은 자생적 문화상업가로로서의 용도변화를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가로별 용도를 주거, 업무, 소매점, 음식점으로 구분하

여 살펴봄으로써 가로조직이 용도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였다. 용
도구성 비율에 따라 가로수길 발전단계를 주택가 형성기(~1987년까지),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취급하는 소매점과 음식점 등이 입지하는 

근린상권 개발기(1988년~1993년), 해외파 디자이너들이 유입되는 근린

상권 안정기(1994년~1997년), 업종이 변화하는 문화가로 이미지 형성기

(1998년~2004년), 주거면적이 감소하고 용도변경과 음식점이 급증하는 

문화가로 개발기(2005년~2008년), 상업가로 상권 확장기(2009년 이후)
로 구분했다. 사용용도의 변화를 통해 상업가로의 활성화의 단면을 살펴

보고 지역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 논문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변천

의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염지혜(2015)는 신문분석을 통해 단계를 구분하고, 음식점을 가로의 

활성화 대체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음식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삼청동길

에 대한 기사언급빈도를 기준으로 삼청동의 변화단계를 규명했는데 주요

시설의 입지단계(1980년~1987년)에는 한식 음식점을 통한 음식점 문화

의 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제공 및 도약단계(1888년~2000
년)에는 서양식 음식점과 카페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확인했다. 본격적인 

상업 활성화단계(2001년~2008년)에는 카페 수가 한식 음식점 수를 추

월했으며, 카페와 음식점 포화단계(2008년 이후)에는 정체단계임을 보였

다. 이는 음식점지수를 상업가로의 인지도 변화의 척도로 활용하고자 하

는 시도로 가치가 있으나, 윤형호‧인규리(2012) 등에서 보이듯 음식점 비

율이 다른 상업가로에 비해 높은 삼청동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나 다른 

지역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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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지역 변천 지표 변천단계 구분 분석방법

라도삼·
이정현

(2010)

인사동,  
삼청동 외 

11개의 

문화특화지역

각  지역의 

속성 변화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진화기(진화과정)

지가,  선도시설, 클러스터, 
건축물, 지역경관 등을 

기술하여 정리

이양희

(2009)
신사동  

가로수길

토지이용  

변화

주거용도,  
화랑 및 가구거리, 

패션·화랑·광고·디자인계

열 집적, 
외부정체성의 유입

당시  기사 등을 통해 

사용용도 재구성

이상훈

(2010)
신사동  

가로수길

배경,  
상권형성내용

, 특징, 
주요업종 등

생활가로,
유흥·화랑·가구거리,

디자인계열·화랑·패션거리

주요업종의진입 

진창종

(2012)
홍대  앞 

주거지

(문화  관련) 
사업체 수

초기,  
중기, 
후기

사업체  증감량을 종속변수로, 
문화관련 사업체 수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

이인성·
배재흠

(2013)
신사동  

가로수길

용도구성  

비율

주택가형성,  
근린상권개발, 

근린상권안정, 문화가로 

이미지 형성, 
문화가로개발, 상권확장

주거,  업무, 소매점, 음식점의 

증감비율

염지혜

(2015) 삼청동길 음식점지수

주요시설 입지단계, 
정보제공 및 도약단계, 

본격적인 상업 활성화단계, 
카페와 음식점 포화단계

내용분석 및 

그래프, 변화비율 관찰

표 4. 상업가로의 변화(활성화)에 관련한 선행연구

활성화 단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기 연구들과 같이 2010년 이후에 두드

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상권 현황이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상권변화의 속성이나 변천 기제보다는 상

점 수 등의 개체 수나 용도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연구가 대부분

이다.
그 밖에 활성화 요인을 도출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활성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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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 중 김흥순(2010)은 ‘점
진적 방식의 도시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로수길과 삼청동길을 

중심으로 활성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지가를, 물리적 

측면으로는 건물과 가로의 스케일을, 인간활동 측면에서는 보행량 및 교

통량을, 다양성 측면에서는 건축물 이용을, 이미지 측면에서는 보행자의 

인식을 측정하여 활성화에 대한 정의를 시도했으며, 초기 지가와 입지적 

이점이 활성화의 단초임을 보였다. 

2) 상권의 이동에 관한 연구

신우진 외(2002)는 국내 연구 중 거의 유일하게 상권 중심지와 상권의 

이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상권의 역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강남구 

소매업점포를 대상으로 상권반경과 중첩밀도를 활용하여 상권 중심지를 

밝히고 그 이동을 살펴보았다. 소매업종별 상권의 반경이 시계열적으로 

변해왔으며 상권 중심지 이동을 견인하는 이동선도업종 또한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이 각각 상이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화됨을 

보였다.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는 않으나 시기별 소비패턴의 변화가 상

권의 이동을 견인하는 업종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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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젠트리파이어의 직업군이나 인구학

적 특성 등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젠트리파이어

의 경우 직업군이 소매업으로 한정적이며, 젠트리파이어를 업주로 볼 것

인가 소비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변화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 주거

지 구매와는 다르게 상업시설의 입지와 상업활동은 이윤추구에 가장 큰 

목적이 있으므로 입지선택이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업가로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앞서 살펴본 변화의 주체에서 

‘상점’이라는 건축물 단위의 공간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상권’을 형성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

요하다. 더불어 상업지역의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본이동에 의한 전치(displacement)에 더 취약하다.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은 국내 다수의 연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의 상업화라는 관점에서 ‘낙후된 근린이 중산

층, 상류층에 의해 향상되는 과정(신정엽·김감영, 2014)’ 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첫째, 앞서 살펴본 문화소비 개념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

션의 수요·공급의 관점, 상권 변화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상업공간 변천에서의 이해당사자 또한 주거시설의 젠트

리피케이션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 로프트, 콘도미니엄 같은 주

거형태의 변화가 논의되었던 것처럼 변화하는 업종에 대한 논의도 이루

어져야 한다. 
상업공간의 변천 주체는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의 변화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는 ‘진입자(new comer)’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세 가지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상업가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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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구조를 규명하고 변천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서울시 상업가로의 

시계열적 변화를 변천의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상업가로 변천을 구

조화하여 그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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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의 상업공간

3. 서울시의 상업공간

3.1 서울시 상업공간

3.1.1 서울의 시대별 대표 상권

1) 대표 상권의 변화

서울시의 주요 상업공간은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성장하고 정체하는 등

의 부침을 반복해왔다. 60년대 명동을 필두로 소위 당대를 대표하는 상권

들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이 부상했고 이들은 소비 및 문화·사회활

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각각은 그 시대적 배경이나 패러다임을 반영

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통행금지가 적용되던 시절 유입된 외화나 

유행 등은 명동의 극장이나 다방 등을 공유의 장으로 삼았으며, 민주화 

운동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퍼져가던 시절에는 대학촌의 문화가 동시에 

꽃을 피웠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동시에 배낭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

문화를 몸소 경험한 세대들의 문화소비에 대한 갈망은 자연스레 증대되

었고 소비패턴에 변화가 일면서 홍대나 강남지역의 상권이 전성기를 맞

았다. 인터넷 및 휴대폰의 보급, 월드컵 등의 국제적 행사는 전통과 현대, 

한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 등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다양한 상권을 발

달하게 했다. 

상권의 변화는 젊은 수요층을 겨냥하는 새로운 상권에 대한 요구에 부

응하는 공간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성세대의 감성이 담긴 공간에서 새로

운 감성을 담기 보다는 새로운 공간에서 실험적 성격의 상업공간이 부상

하는 형태로 각 시기별 대표 상업공간이 교체되고 있다. 표 5은 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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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화해온 대표 상권들을 보여준다. 

명동, 신촌, 강남 정도로 대변되던 대표 상권이 2000년대 중반이후 다

각화 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보급은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좋거나 신촌, 

이대, 홍대 등 대학가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형성되었던 상권을 해방

촌, 경리단길, 연남동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그간 개

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까지 침투하게 했다.

　 60-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대

표

상

권

명동
신촌, 
이대앞

홍대앞, 강남역, 
청담동, 압구정 

로데오거리 

인사동 쌈지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북촌, 서촌, 
이태원/해방촌/경리

단길, 
연남동/상수동, 

문래동

상

권 

특

성

다방, 유행 

및 

문화1번지

대학촌, 
젊음과 

지성, 
학생운동

인디문화, 실험예술, 
과소비, 노블레스족

전통과 현대, 
문화, 이국적 

거리, 트렌디 

패션

대안공간, 창작 

예술촌, 해외경험 

재확인, 아날로그 

감성 

랜

드

마

크

명동성당,  
국립극장, 
기쁜소리사, 
미도파백화

점

독수리다방,  
산울림소극

장, 연대, 
이대

리치몬드과자점,  
호미화방, 
타워레코드, 
뉴욕제과, 
한양아파트, 

갤러리아백화점, 

쌈지길,  
가나아트센터, 
국제갤러리, 
블룸앤구떼

한옥마을, 
해밀턴호텔, 
당인리발전소, 
차이나타운, 
문래창작촌

패

러

다

임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통행금지

민주화,  
88올림픽

오렌지족, X세대, 
신세대, 신인류, 

배낭여행, 
일본대중문화개방, 

IMF

디지털, 
인터넷, 

모바일, 웰빙, 
공정무역, 
다문화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3D, 4D, 
공유경제, DIY, 
클라우드컴퓨팅, 

싱글족 

대

중

문

화

외화,  
라디오, TV, 
미니스커트

음악다방,  
DJ, 가요제

서태지와  아이들, 
삐삐,  CD Player, 
나이트클럽, 워크맨, 

대중문화잡지, 

휴대폰,  
싸이월드, 

블로그, UCC, 
김연아

스마트폰,  
카카오톡, 싸이 

강남스타일, 
맛집열풍

자료: 한국 컬러앤드패션트렌드 센터(CFT). 2013. 재구성

표 5. 시대별 대표상권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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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촌, 압구정, 가로수길 그리고 경리단길

현재는 중국인으로 붐비는 명동과 공실로 위기를 맞은 신촌 및 압구정

로데오거리도 한때는 시대를 풍미했던 젊은이들의 메카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뿔피리를 들고 수십만 인파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던 60년대 초 

명동은 여전히 가난했으나 축제에 목마른 젊은이들의 안식처였고16) 이국

적 향수에 젖은 국제감각이었다.17) 90년대 신촌은 ‘교복조차 아랑곳 않

는 10대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대학가였다(김혜숙, 1997). 표 5의 각 시

기별 대표 상권으로서 80년대 신촌, 90년대 압구정로데오거리, 2000년대 

신사동 가로수길, 2010년대 경리단길의 당대 평가를 살펴보면 유사한 특

징을 보인다.
1993년에서 1994년 신촌에는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가 1,158개에 이르

며 계속 확대일로에 있었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젊은이들이 밀집해있

어 젊은이들의 행동양태를 반영한 음식점, 술집, 노래방, 옷가게들로 둘

러싸인 환경이 창출되었다. 신촌의 문화는 현실적인 통속문화와 일정거리

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대학문화와 통속적인 소비·향락문화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야누스적 성격을 지닌다. 여러 욕구들을 쉽게 충족시키는 극

도로 물상화된 가치가 포스트모던의 가치로 슬쩍 정당화되기도 했다(김
혜숙, 1997). 90년대 초 이미 이런 고도의 상업화를 겪은 신촌도 80년대 

초반에는 신흥 상권이었다. 최진석(1988)의 신촌지역 업종 분석에 따르

면 1984년 2호선의 개통과 함께 그저 대학밀집 지역으로서 대학생 및 

인근 주민에 국한되었던 신촌의 고객층이 외부지역 사람들에게 확대되었

다. 이대역에서 이대 정문에 이르는 이대 앞길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대 

앞 굴다리에 이르는 현재의 연세로의 상권이 이에 해당한다. 소규모 점포 

밀집지에서 양식 위주의 요식업, 양품점 등의 증가세와 더불어 중심 상점

16) 한국일보, 1991년 12월 30일자. “연말기분” (장명수 칼럼)
17) 동아일보, 1967년 1월 28일자. “사설 : 鐘路”



- 38 -

가의 위치도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옮겨갔으며, 업종별 분화와 전문화 및 

집적 현상이 나타났다. 신촌지역의 양장점들은 점차 양품점으로 바뀌면서 

당대의 패션업계의 변화를 반영했고, 자가용 보급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백화점 등이 당대 트렌드에 맞추어 등장했다. 이는 1935년 이화

학당의 신촌교지 이전 이후 최초로 2차 상권으로 상업화의 움직임을 보

인 시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대의 트렌드를 선도했던 신촌지역도 고도

의 상업화를 통해 그 정체성을 잃어갔고 문화백화현상18)이 발생하여 더 

이상 청년문화의 거점으로서 언급되는 일은 이제 없다(김수아, 2014). 
90년대 초 압구정로데오거리는 신흥패션가로 부상하여19) 언론에 빈번

히 노출되기 시작했다. 1984년 패션전문백화점을 표방하고 나선 파르코

백화점의 등장으로 형성된 패션가20)는 ‘논앙족21)’, ‘오렌지족’으로 대표

되는 ‘뉴키즈세대’가 활보하는 거리가 되었다.22) 맥도널드햄버거를 중심

으로 펼쳐진 부채꼴의 골목에는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유흥업소 3백여 개

가 빼곡히 들어섰다. ‘자유롭다’는 것이 압구정로데오거리의 매력으로 꼽

혔으며, ‘남들과 뭔가 달라야’한다는 차별욕구가 압구정동의 젊은이들을 

새로운 장소를 찾아 철새처럼 이동하게 했다.23) 철저한 차별화를 통한 

동질감으로 형성된 상업문화를 눈요기라도 해보려는 부류들도 줄지어 압

구정로데오거리를 방문하여 이들의 행태를 모방했다. 압구정로데오거리가 

‘욕망의 해방구’로서 문화화 되어 이를 주제로 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했

다.24)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압구정로데오거리의 임대료는 가로수

길에 추월당했고, 흡인력이 약해지면서 매력도가 모호해졌다(윤형호‧인규

18) ‘문화 사막화현상’으로도 표현되며, 높은 임대료로 인해 문화예술생산자가 다 떠나버린 후 

문화가 유입되지 못하면서 상권이 죽어버리는 현상이다(김남균, 2012).
19) 동아일보, 1990년 7월 8일자. “虛榮의 別天地 「로데오 거리」원피스 3百萬원 블라우스 

百50萬원”
20) 경향신문, 1990년 3월 26일자. “서울 청담동 일대 새 『패션메카』 등장”
21) ‘논노’, ‘앙앙’이라는 일본 잡지명을 따서 붙여진 별칭

22) 경향신문, 1992년 2월 23일자. “「多國籍패션」무분별 흉내”
23) 한국일보, 1992년 10월 19일자. “서울의 이방지대 압구정르포(오렌지족의 세계:2)”
24) 세계일보, 1992년 12월 12일자. “「압구정동 문화」 다각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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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2012). 
가로수길의 등장은 압구정로데오거리의 등장과 무려 15여년이 차이나

지만 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 무렵 소위 ‘뜨는 공간’으로 부

상한 가로수길은 브런치(breakfast + lunch) 레스토랑의 보편화로 ‘아점

(아침 겸 점심)’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유다연, 2007). 새로운 유행

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며 개성 넘치는 독특한 취향의 매니아들을 

위한 취미와 즐거움의 공간이 되었다(이나영·안재섭, 2012). 가로수길은 

새로운 유행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패셔니스타들을 위한 가두점

(road shop) 및 복합공간들이 있는 젊은이들의 새 보금자리로 그 명성을 

굳혀갔다. 관련 기사에서는 2006년에는 골목길에서의 쇼핑, 2007년 및 

2008년에는 이면도로까지 침투한 상권에 대해 ‘가장 매력적인 장소’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이색거리’, ‘낭만의 거리’, ‘유럽 

같은 거리’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이양희, 2009; 이상훈, 2010). 그러나 

가로수길 또한 인기몰이와 더불어 대형 프랜차이즈와 자본이 집중되었고 

가로수길에 둥지를 틀었던 예술가들 중 90%가 떠나갔다.25)

최근 경리단길은 이국적인 음식점과 여러 유명 디자이너와 셰프들이 

등장하면서 맛과 멋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26) 경리단길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2012년 무렵에는 문방구, 미용실, 철물점들만 즐비하던 골

목에 하나 둘 맛집이 등장하여27) ‘자신만의 개성으로 중무장한 아기자기

한 카페와 소규모 레스토랑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28), 이색적인 향취

가 가득한 곳으로 미디어에 소개되었다. 경리단길은 이국적인 문화와 젊

은 층들이 많은 ‘자유분방함’을 보이며29),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들이 뒤

25) SBS CNBC, 2015년 7월 22일자. “문화·예술 숨쉬는 골목길, 핫플레이스로 '우뚝'”
26) 한국경제, 2014년 8월 15일자. “이태원 경리단길, 왜 뜨나 가봤더니 … 한국 속 작은 외

국”
27) 한겨레, 2012년 3월 14일자.  “강북·강남 통하는 위치에서 느껴진 고립감에 반했죠”
28) 한국일보, 2013년 10월 24일자. “각국의 로컬 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플레이스 ‘이태원 경

리단길’”
29) e투데이, 2014년 10월 25일자. “‘경리단길’ 핫플레이스 등극, 무한도전ㆍ조인성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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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 오묘한 분위기를 풍긴다.30)

각 상권은 주목받은 시기와 장소가 다르지만 공통적 특성을 보인다. 
“힙스터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by hipster31))”으로서 새

로운 유행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국적 문화의 유입을 통한 “초문화

적 다양성(super-diversity)”이 나타난다(Zukin et al., 2015). ‘자유분방

함’으로 대변되는 차별화 욕구를 지닌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점과 

당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업종이 등장했다는 것 또한 공통적인 특

징이다. 그러나 어김없이 활성화가 되고나면 다른 여타 상권과 유사하게 

변모하여 정체의 시기를 맞으며, 또 다른 상권의 부상에 명실공히 ‘명소’
의 자리를 내어준다.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70)는 소비가 사회 내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고 언급했다. 욕구의 증가와 생산의 증대에는 결정적인 ‘매개’변수인 

‘차이화’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한정적이나 욕구는 

한계가 없으므로 소비는 자신의 위세를 확인함과 동시에 타인과 비교하

게 하는 자기현시(自己顯示)성이 있다. 혼잡한 사회에서는 물적 생산력보

다 차별화 욕구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 현대의 「차별」사회에서는 각각

의 사회관계가 결핍감을 중대시키기도 한다. 
모두가 다 소비재를 소유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평등일 뿐이며, 특정 집

단만이 사상, 여가, 지식, 문화 등에 사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소비한

다. 이는 소비라는 형태로 문화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우월성을 증명하

고 다시 그 지위를 모방하게 한다. 사람들은 결코 사용가치로 사물을 소

비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 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조작하는 차이

어떤 곳?”
30) bnt뉴스, 2015년 4월 22일자. “수도권 전철의 재발견 - 6호선 녹사평역&한강진역 여행”
31) 힙스터(hipster)는 2000년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를 중심으로 등장한 새로

운 문화부족으로,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유행보다는 개성을 추구한다(주간동아 2015. 7. 
27. 998호(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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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에서 증대된 생산성을 뛰어넘는 소비의 가속도적 증가현상이 나

타난다. 소비의 영역은 소비욕구 자체가 문화와 같이 모델계층인 지도적 

엘리트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지닌 사회적 영역이다. 이
는 키치적 소비특성32)을 반영하는데 소비충동은 사회계급의 수직적인 서

열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보상하는 것33)이며, 재화의 공급에 비해 

욕구는 늘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욕구는 반복적으로 새로운 소비공

간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권을 탄생시킨다. 차별화와 평준화가 

무한 반복선상에 있다. 현대의 소비공간인 서울시의 상업가로에서도 이러

한 차이화와 평준화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3.1.2 연구 대상지의 변천과정

1) 압구정로데오거리 

압구정동은 강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위주의 마을이었고, 일제 하에

서는 과수원이 많은 지역이었다가 강남 개발과 동시에 서울의 신흥주택

가 및 상업지역으로 변화했다(윤형호‧인규리, 2012). 1965년 제3한강교

(현 한남대교)의 착공과 더불어 1970년대 압구정지구가 매립된 것이 압

구정지구 개발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개발이 시작

되면서 1979년 한양쇼핑센터 영동점(현 갤러리아백화점) 및 현대백화점

(1985년)이 개점되어 초기 상권을 형성했다(강남구 향토문화전자대전). 
국내 최초의 원두커피체인점과 1988년 맥도널드 1호점의 개장을 계기로 

32) 랠프는 “키치는 장소가 물건으로 취급되는 진정하지 못한 태도이다. 이 경우 대개 인간은 

장소로부터 소외되고, 하찮은 것이 중요하게 되고 중요한 것이 하찮게 되며, 환상적인 것

이 현실이 되고, 진정한 것이 평가 절하된다.”고 주장했다(이문재, 2014재인용). 본 연구에

서의 키치적 소비특성은 장소의 진정성을 소비하는 것보다 소비함으로써 해당 재화의 소비

계층과 동질감을 느끼려는 모방적 소비라고 정의할 수 있다.
33) 이를 보드리야르는 파노플리 효과로 설명하는데, 상품의 소유를 통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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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인파가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는 오렌지족의 주 무대로 

유학생들의 선도적인 소비취향이 반영된 상권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프랜차이즈 상점의 등장과 인근의 가로수길 활성화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2010년에는 공실이 등장하고 임대료가 30%가량 폭락했으며 

권리금도 사라지는 등 한때 소비와 향락의 거리로 회자되었던 상권이 침

체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에는 원래 주택가였던 곳이 상점가로 변모한 

탓에 거리가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야기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강남구청에서 34억원의 예산으로 도로의 일방통행화 및 보행로 확보, 전
선 지중화 등을 시행한 ‘젊음의 거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34) 

2) 신사동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길은 ‘유럽풍의 트렌디한 문화 가로’로서 소규모 디자이

너상점들이 밀집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명소화

된 가로다.35) 1980년대 중반에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식목한 은행나무

가 현재 ‘가로수길’이라는 명칭의 어원이 되었으며, 90년대까지 재래시장

이 위치해 있었다.

 

그림 7. 1980년대 

종합상가의 분포

(자료: 주경(1986); 
이양희(2009) 

재인용)

34) 문화일보, 2009년 11월 3일자. “압구정 로데오거리 車路 줄여 人道 넓힌다”
35)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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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예화랑이 인사동에서 신사동으로 이전하면서 근린상권이었던 

가로수길에 표구점, 골동품점 등 미술품 관련 상점들이 연쇄적으로 진입

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미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단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앤틱 가구점 및 인테리어 관련 상점들이 

집적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1989년 에스모드, 1991년 서울모

드패션전문학교가 입지하면서 유입된 디자이너들의 생활무대로 자리 잡

았다(이상훈, 2010). 2008년부터는 ‘헬로 가로수길’이라는 프로젝트 그룹

의 형식으로 가로수길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디자인신문, 영화 

등을 제작하여 인터넷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활동하기도 했다.36) 

서울시에서 2008년에 ‘강남가로수길 디자인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개

장하고 2010년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

한 20~50% 완화, 취등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 혜택과, 
건설, 개보수, 입주, 운영자금 등을 융자하는 혜택을 제공했다.37)

그림 8. 압구정로데오거리(상)와 가로수길(하)의 변천사 

자료 : 강남구 향토문화전자대전, 이상훈(2010), 거주자 인터뷰 등

36) 프로젝트 신문은 2012년까지 제작되었으며, 영화제는 2013년까지 유치되었다.
    (http://blog.naver.com/hellostreet, http://www.hellostreet.net)
37) 서울타임즈, 2010년 05월 06일자. “서울디자인 사업, 개발이냐 훼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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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리단길

경리단길은 미군부대 인근의 배밭의 농도였던 길이 1978년 그랜드하얏

트서울(Grand Hyatt Seoul)의 개관과 동시에 도로화된 길이다(허자연 

외, 2015). 미군부대 및 남산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서울의 전반

적인 개발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외국공관저가 위치하여 

인근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위주의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경리단길의 상부는 2010년대 이후 인근의 이태원 상권이 확장되면서 과

거 1972년 완공되었다가 1994년 철거된 남산 외인아파트 및 외국공관저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고급 상점가 및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0년 즈음에는 인근 거주 외국인을 배후수요로 하는 배타적이

었던 동네상권이 점차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가로 변모하기 시작

했다. 2015년 6월에는 서울시의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도

로에 보도블록 그림과 바닥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림 9. 이태원(이태원1동, 상)과 경리단길(이태원2동, 하)의 변천사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거주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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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수동 수제화거리 (서울숲길)

성수동은 일제시대부터 공업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1936년 경성부의 

도시계획으로 서울 동부에 공업기반이 형성되었으며, 1962년 도시계획법

에 의해 준공업지구가 되었고, 1970~80년대에는 섬유, 비금속광물, 금
속, 목재, 화학제품 제조업이 입지했다(이한나, 2014). 1990년대 금강제

화, 엘칸토, 에스콰이아 생산공장의 입지와 더불어 구두산업이 밀집하기 

시작했으며38),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 인쇄관련업종이 밀집해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성수동의 주거지 밀집 등으로 인해 준공업지역이 쇠퇴기

로에 들어섰고, 대기업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소규모 영

세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수한 강남접근성으로 입지적 우위가 있었던 성수동에는 서울숲 등의 

배후시설이 들어서면서 공업적 분위기를 풍기는 공장지대에 대림창고 등

의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개념의 문화공간이 입지하기 시작했다39). 
이에 성동구청에서는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으로 수제화 특화거리 조성, 
구두테마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숲역 일대

의 주거지역에 디웰(2014년 11월), 카우앤독(Co-working & Do Good, 
2015년 1월) 등의 소셜벤처들이 밀집하여 창업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

회활동가가 유입되었고, 창의적인 상점들이 연이어 들어서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6월에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서울숲길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서울숲 주변지역에 보도시설물 교체, 주차공간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서울 숲 인근 공방 및 카페와의 연계성을 높여 명소화

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

하기 위해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

한 조례(안)’을 2015년 6월 25일 입법예고했다.40)

38) 조선비즈, 2015년 8월 4일자. “성수 수제화거리, 구두 장인들이 만드는 문화공간”
39) 연합뉴스, 2015년 6월 26일자. “수제화 공장지대 성수동, 예술의 거리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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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압구정은 배후 중산층 주거지를 바탕으로, 가로수길은 디자이너들을 바

탕으로, 경리단길은 배후 외국공관 및 거주 외국인들을 바탕으로,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준공업지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혹은 성장하고 있는 상업가

로들이다. 이들은 모태가 다르고 변화의 시기도 상이하나 여러 가지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사례로 살펴본 서울시의 상업가로는 젊은이들에 의해 상업화가 주도되

었으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업태가 ‘차이화’를 통해 트렌드를 이끄는 

업종을 등장시켰다. 대부분 주거지역의 작은 필지들의 연속적인 가로형태

의 조직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상권을 형성했다. 미디어와 정부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으며, 보행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과 공간을 소비하는 장소

이다. 상기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이러한 서울시 대표 상업공간의 

특징을 규명하고 고찰하였다.

40) 한겨레, 2015년 6월 29일자. ““토박이 밀려난 서촌처럼 되지 말자”…‘뜨는 동네’ 성동구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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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시 상업공간의 특징

3.2.1 명소길 

새로운 상업공간은 주로 상업가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골목상권 즉, 
보행이 가능한 선적 형상의 거리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 치마

타(ちまた[巷·衢·岐])로 설명되는 곳 즉, 길이 갈리는 곳이자 번화한 거

리가 변화의 장소가 된다(高祖岩三郞, 2010). 이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노베르그-슐츠(C. Norberg-Schulz)의 장소성, 케빈 린치(Kevin Lynch)
의 도시이미지 구성 요소 등을 차용할 수 있다. 결국 보행을 위한 최적화

된 도시공간에 대한 설명이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서울시의 대표 

상업가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가로의 역할은 단순히 걷고 이동하는 기능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

라 걸으면서 보고 느끼는 즐거움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걷기 좋은 곳에는 

젊은이들이 모이기 마련이다.41) 제인 제이콥스(J. Jacobs)나 샤론 주킨

(S. Zukin) 등의 사회학자들은 가로환경에서의 상업화의 필요성과 그 고

유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고유

한(authentic) 가로환경이라는 것이 5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화로 철거 후 재개발의 방식을 지속해온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킨(Zukin, 2010)은 고유성(authenticity)은 정체

성이 불명확하고 사람들이 역사나 타고날 기질이 아닌 성과물로 판단되

어질 때 더 만연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쟁자, 혹은 물건이나 집단에 따

라 다르며, 도덕적 우월성이나 전략적 이점 등을 제공한다. 실제로는 몇

몇의 집단은 이를 ‘처음’, ‘전례 없는’, ‘혁신적인’, ‘창조적인’의 의미로 사

용하기도 한다.
고유성을 가진 상업가로는 특정용어로 한정하기 어려운 공간의 체험과 

41) 한겨레, 2015년 6월 21일자. “서촌‧가로수길‧경리단길…‘뜨는 거리’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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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장이다. ‘부티킹(boutiquing)’ 이 일어나는 장소(Zukin 2009, 
Gonzalez and Waley 2013), 직접 구매하기 보다는 분위기 자체를 소비

하는 심미적 소비가 일어나는 곳(한정훈, 2010),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거리(염지혜‧양승우, 2014), 문화특화지역, 특정한 문화적 요소

가 지역을 정체하며 지역을 지배하는 곳(라도삼‧이정현, 2010), 자생적 

문화상업가로(이인성‧배재흠, 2013), ‘점진적 도시활성화’가 일어난 공간

(김흥순, 2010), 문화쇼핑거리(정연승·최순화, 2015), 소비가 다양해지면

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들이 밀집되어 특유의 문화가 형성된 거리(김
경수, 2011) 등으로 연구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문화

적인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아파트 및 연립에 인접해있는 생활공간에

서 발전한 곳, 보행자 도로가 확보되어있고 대중교통이 인접한 곳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언급한 연구도 있다(박희석‧한진아, 2010). 
체험과 소비의 장으로서의 거리를 거니는 행위는 직접적인 소비행위라

고 볼 수 없으며 형성된 특유의 문화를 지닌 장소를 체험하는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장소 체험적인 상업가로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명확치 않고, 문화거리나 문화상업가로 등으로 간주하기에 ‘문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소 체험적 상업가로를 

‘명소(名所)+길’의 합성어로 ‘이름난 서울의 길’로 정의할 수 있는 ‘명소

길’42)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상업가로’는 서울시

의 대표 상업가로의 의미로 이 명소길에 국한된 골목상권에 국한된다. 
슐츠가 도입한 하이데거의 실존적 입장에서는 명소길도 개방성

(openness)이라는 터존재의 근본 성격을 지닌다. 터존재의 열림(틈새내

기, rift-design)은 타자의 틈입을 허용하면서 ‘차이를 표상화 하는 역동

적 정체성’이다(이승헌‧이동언, 2003). 틈새내기는 구조화를 의도적으로 

깨뜨려 긴장 관계를 유발하는 개방성의 전략이다. 동네 상권에서 명소길

42) MBC뉴스투데이, 2015년 5월 22일 “불법 판치는 서울 명소길… 무분별한 상업화에 ‘몸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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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할 수 있는 역동적 정체성과 창조적 개방성이 설명되는 부분이다. 
명소길은 틈새내기를 통해 상업화의 모습을 갖추고 장소성을 확립하고 

있다. 이는 장소성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기반하며, 장소성의 형성

요인 중 하나를 기존의 환경에 대해 물리적 환경을 새로이 변화시킴으로

써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홍경구(2009)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3.2.2 부티킹(Boutiquing)

새롭게 부상하는 서울시의 상업가로들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점포

(shop)의 집단적 개념이 아니다. 왓슨(Watson, 2009)이 사람들이 상업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 단순히 쇼핑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만

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와 같이 

만남의 장이자 시간을 보내는 장소다. 
상업공간의 변화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상권 체험

(market experience)”의 상품화를 “부티킹(boutiquing)”이라는 단어로 표

현하고 있다. 주킨 외(Zukin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부티크

(boutique)’를 새로운 점포와 서비스(new stores and services)로 정의

하고 뉴욕시의 변화의 상징과 매개체(agents)로 보았다. 업주들의 커뮤니

티 정체성에 대한 민감성과 인종의 결속력에도 불구하고 부티킹은 지역

의 소매점과 서비스를 전치(轉置, displacement)했으며, 근린 소매지역의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그림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부티크(boutique)는 고급 상점, 규모는 작아도 멋있고 개성적인 의류를 

취급하는 점포43)를 의미한다. ‘가게’, ‘상점’ 등으로 번역되는 ‘숍(shop)’
과 차별화되는 개념이다. 부티킹(boutiquing)은 신조어로서 이러한 부티

43)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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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동사화한 동명사 형태의 단어구조(boutique+ing)를 가지며 이는 물

건을 구매하러 다니는 행위를 나타내는 쇼핑의 단어구조(shop+ing)와 

동일하다. 따라서 부티킹은 개성적인 점포들을 돌아다니며 구매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패션, 소품, 음식, 음료 등과 관련한 독특한 브랜드와 개념

적(conceptual) 소매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소개를 해주는 웹페

이지44)나 독특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웹페이지45) 등 온라인상에서 트렌

드를 주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서 

지역의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독특한 상점들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

용되기도 한다.46) 

 곤잘레스와 웨일리(Gonzalez and Waley, 2012)는 장소를 공산품과 

같이 소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한다고 언급했

는데, 부티킹이 일어나면 체인점이 진입하여 근린을 변화시키고 동네 상

점을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재활성화 또는 재생의 과정

에서 시장이 상류층 대상의 고급상품(upmarket product)을 취급하는 쇼

핑센터로 변하는 것을 완벽한 부티킹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일시적 선

구자(temporal frontier)가 됨을 지적했다. 왓슨(Watson, 2009)은 부티

킹을 중산층 및 이국적이면서도 가정식 위주인 음식소비 성향

(class-food landscape)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마르커스 에른

(Erne, 2006)은 부티킹이 독특한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며 SMB(Small 
& Medium Business)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차별화하기 어

렵고 레버리지가 크며 경쟁이 증가하고 상품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인터

넷 기반의 정보, 소비자들의 스마트화 및 정보습득, 매출 및 고객관리 도

구, 대기업 경쟁자의 도달범위 확대 등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듯 

44) http://boutiquinganddrinking.com/about-us/
45) https://www.pinterest.com/visitclaremont/boutiquing-101/, http://boutiquing.com/ 
46) 프리스코 관광청(http://visitfriscotx.tumblr.com/post/24001820874/boutiquing-in-frisco), 
플로리다 관광청

(http://www.visitflorida.com/en-us/articles/2010/january/1468-floridarsquos-best-places-to-go-boutiqu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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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부티킹은 상점의 고급화와 동시에 최근 소비수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체험적인 변화를 지칭한다.
부티킹 과정에서 고급상품으로 상품구성이 교체되면서 점격(店格)47)이 

점포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존의 상점보다 상향조

정된 가격의 상품이어도 구매의지가 있는 소비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매출이 향상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점의 임

대료는 동반상승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의 서울시 상업가로 즉, 명소길은 부티킹이라는 행위가 일

어나는, 시각적, 체험적 소구가 주를 이루는 상업가로로 정의할 수 있다. 
부티킹은 포스트모던 경관의 전형으로서 자신만의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

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마케팅 전략의 공간적 체현이다. 이는 기

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새로이 이식된 요소가 혼합되어 독특한 분위

기를 형성하며 상권의 독점력에 따른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가 있

는 공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3.2.3 다양성을 위한 보행환경

바이드만과 앤더슨(Weidemann& Anderson, 1985)의 모형에 따르면, 
객관적 환경속성은 환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인식이 환경

에 대한 태도나 느끼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행동에까

지 영향을 끼친다(홍성조 외, 2010). 보행가로의 구조적 보행유입 가능

성은 보행을 통한 상업시설이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송지연 외(2014)는 환경심리적인 관점에서 가로선택에 대한 가로환경

의 특성별로 요소화하여 측정지표를 검토했는데, 가로의 구조적 영향을 

47) 점격은 점포의 품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기호를 상품화하는 커피전문점의 중요한 점포개

발의 요소임(S커피전문점 점포개발팀 부장,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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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유발요인으로 살펴보았다. 가로의 갈래에서 선택하는 요소임을 감안

할 때, 표 6의 구조적 특성 중에서 도로의 각도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보행의 쾌적성을 위한 요소이다. 변용하거나 교체가 어려운 구조적, 토지

이용적, 입지적 특성이 명소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충분조건으로 판단된

다. 

분류 내용

구조적 특성
도로길이, 도로폭, 도로체계, 도로 각도, 가로의 단면상 구성과 

공간감, 도로폭과 건물 높이(D/H) 비율 등

물리적 특성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조형물, 가로수, 건축물, 보도, 건축물 

입면, 색채 등

토지이용적 특성 용도지역, 필지 유형 및 면적, 토지이용현황 등

입지적 특성 주변시설, 랜드마크, 지가 등

표 6. 가로환경의 특성별 분류(송지연 외, 2014)

정은옥(2002) 가로의 활성화란 가로에서 삶들에 의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잘 정비되어 이용자를 배려하

는 공간, 건물, 시설이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제이콥스(Jacobs, 
1961) 또한 용도의 다양성을 가로의 활력으로 보았다. 김수정(1997)은 

점포의 전면폭, 쇼윈도, 가로변 1층용도 등을 통한 건물과 가로사이의 유

기적 연계를 가로의 활성화 요소로 언급했다. 
가로활성화를 통해 사람들이 가로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때 가로

변 점포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상업적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2010년 가구

통행실태조사 결과에서 통행목적별 보행통행 비율은 쇼핑 및 여가의 보

행비율이 약 43.45%, 38.74%, 보행시간은 20.42분, 22.84분으로 많은 

부분을 보행에 할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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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

뉴어바니즘(New Urbanism)에서는 다양한 토지이용이 혼합되어 있을

수록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한다(Calthorpe, 1993; 강창덕, 2013 재인용). 보행편의성 향

상에 핵심 요소를 3D로 보고 국지적 밀도(Density), 토지이용의 다양성

(Diversity), 보행환경에 대한 디자인(Design)을 꼽았다.
이경환 외(2014)는 직군이나 나이 등의 개인특성 이외에 물리적 환경 

중 토지이용혼합도와 블록의 크기로 해석한 교차로의 수, 경사도가 보행

통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는 고든 쿨렌(Gordon Cullen, 
1961)이 도시경관의 연속적 시각체험(Serial Vision)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티킹은 도시를 구성하는 상호 연계된 연속적 공간을 걷는 행위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체험이다. 따라서 명소길은 분절되지 않는 연속적 공간

에서 전면부 길이가 길지 않은 또는 작은 필지들의 소소한 상점들을 만

나며 체험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외부공간 모듈이론(exterior modular theory)에서는 외부공간에 있어

서는 1보도(步度)를 20~25m로 하는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다. 20~25m
마다 반복되는 리듬감이 있던지 재질에 변화가 있던지 바닥의 레벨차가 

있다던가 하면 큰 공간이라도 그 단조성이 깨져 급속히 생생해진다. 이 

모듈이 너무 작아도, 길어도 안 된다(Yoshinobu Ashihara, 1981).
대규모 개발에서 배제되었던 골목상권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

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규모 필지와 

낮은 건물의 배치를 통한 위요감 형성도 이러한 용도지역 때문에 가능하

다. 대규모 자본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연한의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어 다양한 경관구성이 가능하다. 허용용도의 범위 또한 제한적이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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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도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보행공간의 가로폭

정보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는 예측 불가능한 신호에 의해 제공되

는 것으로 정보의 가치는 신호의 불확실한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점포 

속성별 정보량이 상이하다. 따라서 교류를 위한 적절한 거리가 조성되어

야 정보교환이 일어나고 거리에 활력이 생긴다. 김수정(1997)은 보행에 

적절한 가로의 폭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0.5m에서 1,200m까지 특징

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개인적이고 친밀한 거리를 3.7m 이하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표적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24m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명소길의 가로폭은 점포의 물류이

동이 가능한 필수적 도로폭 이상이라면, 24m 이내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

이 장소 체험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저자 기준 거리

최소폭

Edward T. Hall
친밀한 거리 0.5m 이하

개인적 거리 0.5~1.2m
사회적 거리 1.2~3.7m

Kevin  Lynch
공적 거리 3.7m 이상

감정식별 1.0~3.0m
표정식별 14m 이하

사람식별 24m 이하

Werner Hegemann 
& Elvert Peets

사람의 키를 1.8m로 가정할 때 대상 전체를 인식하기 

위해 약 3.6m 이상이 필요

최대폭

Kevin Lynch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최대거리 24m 
Edward T. Hall 공적인 최대거리 2m

P.  D. Spreiregen
얼굴 표적 인식 최대거리 24m

행동 구별의 거리 24~135m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리 1,200m

Yoshinobu Ashihara 외부공간의 최대 휴먼스케일 20~25m

표 7. 보행공간의 최소폭 및 최대폭(홍건식, 1989; 김수정, 19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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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에서 느낄 수 있는 위요감은 해당 명소길의 장소성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가로의 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프리에겐

(Spreiregen, 1965)은 건물의 입면(facade) 높이와 건물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건물의 처마가 45° 각도에서 보이는데, 우
리의 시야(視野)가 위로 30°이므로 완벽한 위요감(enclosure)를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건물 입면의 높이가 거리의 반일 때(H:D=1:2) 우리의 

일반적 시각과 일치하며 이는 산만하게 하는 역치값(threshold value of 
distraction)으로 위요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이이다. 입면의 높이가 1/3이
면 우리는 18°로 처마를 볼 수 있는데, 처마 밖으로 우리가 속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인지할 수 있다. 1/4 지점에서는 14°의 각도로 처마를 보게 

되는데 이는 공간의 경계를 나누는 입면이라기보다 주변에 있는 입면으

로 인식하게 하여 공간(space)보다는 장소(place)로 인지하게 한다. 르네

상스 건축가들은 이 같은 높이와 길이의 비율법칙으로 도시 광장을 유도

했다.

 

그림 10. 파사드 높이에 따른 위요감

(enclosure)의 형성(Spreirege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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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제 

상기한 보행의 요건을 포괄하는 개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

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제다. 확장된 상업가로는 대부분 단독주

택 또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용도변경을 통해 조성된 것이 대부

분이다. 이는 주차면적 확보에도 유리하고 무권리금으로 해당 상점을 개

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에서보다 유리하다. 같은 단

위 면적에서 확보해야하는 주차공간이 작다는 것은 공간활용도가 높다는 

것과 같다. 500㎡ 기준으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확보대수가 5대
와 2대로 크게 차이가 난다.48) 

이는 주거지역의 상업화를 촉진할 충분한 유인이 된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 종로구 익선동 등의 주거지역이 또 다른 변화를 맞기 위해 꿈틀대

고 있다. 그러나 현 도시계획 관련법이나 제도상으로 이를 통제하거나 관

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3.2.4 저렴한 임대료

유행을 앞서는 업종의 운영에는 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이며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유행을 선도하는 신

규 상권은 따라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무조건 

저렴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조건일 때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

역을 의미한다. 도시화가 서구에 비해 늦게 진행된 서울시의 도시공간은 

2000년대에 이르러 개발지가 포화되기 시작했으며, 신규 상업가로는 도

심 내 공간들의 재활성화 형태로 출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2000년대를 

전후로 상업가로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근 상권의 

48) 조선비즈, 2015년 7월 27일자. “뜨는 상권 투자시 ”위장 임차인‧시간대별 인구 유동성 살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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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유무에 있다. 입지적 비교우위의 형성이 상권을 형성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된다.
201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압구정로데오거리는 가

로수길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가로수길의 활성화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경리단길의 경우에도 이태원 1동의 중심가로에 비

해 지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상점들의 유입이 활발할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1. 강남구 신사동의 개별공시지가 분포(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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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용산구 이태원동의 개별공시지가 분포(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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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구조 탐색

4.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구조 탐색

4.1 상업가로 변천의 구조

서울의 경우 서구 도시들에 비해 도시화의 역사가 짧고 우리나라의 도

시경제적 상황이 서구와 달라(김걸·남영우, 1998), 60~70년대 쏟아지듯 

찍어낸 개발주의의 도시공간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쇠퇴하기 시작했다. 때
문에 기존 도심 주거지역의 재활성화 형태로 상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

기부터49) 이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수아, 2015). 서울

시 상업가로의 변천은 엄밀히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차이점이 있으나, 그 변천과정에서 진입자 계층변화 

등의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 모형을 기본

틀로 활용하여 명소길 즉,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로는 패티슨(Pattison, 

1977)과 베리(Berry, 1985)의 연구에서 변천단계의 척도로 사용된 진입

계층(소비자, 거주자), 공공, 물리적 환경(집세 변화), 투자자(금융권), 
미디어 등이 있다.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에서는 진입계층을 업주 혹은 소

비자로, 공급자는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 혹은 업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와 기존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이해관

계로 변천과정을 구조화할 수도 있다.
49) 김수아(2015)에 따르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도시정비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면

서 도시계획이 법정화 및 제도화되었으며 서울의 지하철 또한 1980년대에 노선이 정비되

었고, 1990년부터 도시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개발의 결과가 2000년대부터 나타나면

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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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넷(Hamnet,1991)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기 위한 

지역이 공급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생성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매력 있는 도심과 도시내부의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내부에서의 주거를 선호하는 문화적 서비스 

계층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

역은 주거지의 부동산 가치의 동역학(the dynamics of residential 
property value)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명소길의 변천

이 단순히 자본 및 기회비용을 투입하는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계층적 

해석이나 물적 환경, 부동산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 현

상임을 시사한다. 
그림 13은 케르스타인(Kerstein, 1990)이 분류한 단계를 기준으로 앞

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 등장하는 이해집단과 참여집단을 나타낸 도식이

다. 선행연구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본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단

계에 관련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거공간을 소비하는 진입자이

자 거주자이며, 공급자는 개발업자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개발업자들은 

개척자들에 의해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에 후발자로 진입하게 된다. 상업

가로의 가능성이 발견되는 단계에서 미디어는 그 가능성을 조명하여 구

전시키고,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단계에서는 공공의 관심과 부동산업자

들의 관심이 더해진다. 활성화가 완숙되어가는 시기에는 레드라이닝

(redlining)50)으로 해당 지역을 배척했던 금융기관이 그린라인

(greenlined)51)으로 돌아서게 된다. 진입자 계층의 변화에 따라 지대격

50) 레드라이닝(redlining)은 주로 흑인으로 구성된 빈민층 거주지역을 빨간 줄로 별도로 표

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보험 등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둔 행위를 일컫는다(강준만, 
2014).

51) 그린라이닝(greenlining)은 본래 레드라이닝 지역의 철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금회수 

등의 운동을 하는 전법을 의미하는데, 선행연구(Berry, 1985)에서는 금융기관이 지대가 상

승함에 따라 레드라이닝을 철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the area is “greenlined” by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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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존재했던 지역은 지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불능력이 충족되지 

않는 거주자는 비자발적 이주를 강요당한다. 활성화가 완성되는 시기에는 

지대격차가 줄어들어 주변지역과 지대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도달한다. 

그림 13. 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익집단(선행연구 종합 정리)

변화의 주체를 보는 시각이 주거시설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주거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가로 변천의 가장 큰 차이

는 상업공간의 공급자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상업시설의 경우 임차점포 비율이 75%52)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

요·공급의 켜가 상업공간을 운영하는 업주를 중심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

서 상업공간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지주(건물주)와 임대인의 동역학, 상품

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업주와 소비자의 동역학이 동시에 존재

하게 된다. 
상업공간의 수요와 공급에는 상업공간의 가격에 해당하는 지대가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가 되며,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는 상품의 가격 

및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행태가 가장 중요한 변천 유인으로 작용한다. 금
5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에서 292만명의 소상공인 중 74.8%가 임차점포이다

(법무부 2014년 9월 23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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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이나 미디어, 공공이나 거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는 상업가로의 변천

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주체이기는 하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물주, 업
주, 소비자(방문자)의 관점에서 상업가로의 변천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은 그 원인과 수반되는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다. 인근 상권의 확장으로 형성된 지대격차는 업종선택적인 신규 진입 

업주를 유인하고 업주는 소비자의 구별짓기 등의 기호에 맞추어 업종을 

차별화한다. 소비자는 과시적 구전으로 키치적 소비군을 유입시켜 상권을 

활성화한다. 일단 형성된 상권은 방문하는 소비층의 공통소비군에 관련한 

업종들이 입지하며 팽창한다. 이로써 부티킹이 가능해지면 대중적 소비층

이 유입된다. 두터워진 소비층으로 신규 상점은 입지경쟁을 하여 지대를 

상승시키고 이때 투기적 자본이 유입된다. 투기적 자본은 투자가치를 극

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며 고액의 임대료를 감당하

지 못하는 소자본은 이탈한다. 대자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대중적 소

비층의 증가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진입시키며, 지대는 더욱 상승하여 임

대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진입을 촉진시킨다.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

상이 하나의 주체에 의해 결정되거나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변천의 주체와 현상이 달라져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다.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 단계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에

서 공통적인 지표로 삼았던 진입자 특성틀로 단계를 구분하면, 초기 상업

화 단계에는 업주들이 인근 상권의 지대상승에서 밀려나 진입하는 과정

에서 건물주는 소소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차별화 욕구

를 지닌 개척자들이 차별화된 상업공간을 소비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

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개척자들의 자기과시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상권은 활성화시기를 맞는데, 소비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공통소비

군의 업종들이 상업가로에 구색을 맞추어 등장하면서 상가수요가 증가하

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투기목적의 자본이 유입되는 시기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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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에는 상승된 임대료로 인해 소자본들이 구축되며 프랜차이즈 

등의 대자본이 유입된다(그림 14). 

그림 14.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구조

상업가로에서 피상적으로 관찰 가능한 물리적 요소는 상점의 특성이다. 
업주가 선택하는 상점의 특성은 그림 14와 같이 건물주와 소비자에게 모

두 영향을 받는다. 상업가로 활성화의 초기에는 지대격차와 소비자의 구

별짓기가 모두 업주에게 유의하게 작용해야 상권이 성립된다. 소비자의 

구별짓기와 부티킹에 의해 상권은 활성화되며 지대변화에 의해 상업경관

이 변화한다. 따라서 상권형성 초기에는 소비자의 성향이나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반면, 활성화 이후에는 건물주에 의한 임대료 상승 등의 유

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변천 모형을 바탕으로 명소길의 변천

을 지대를 변천기제로 하는 상점의 수요·공급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중심

으로 변화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모형화 했다. 이
는 라도삼·이정현(2010)이 문화특화지역이 기호 및 지가, 업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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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4의 상업가로 변천구조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작용하는 인과관계와 수반되는 현상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권의 변천은 

상권 경쟁모형인 팔랜더의 모형을 통해 도식화할 수 있다. 호텔링의 입지

경쟁모형은 업주의 입지선택과 소비자의 도달거리를 반영한 선택을 모두 

고려한 모형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상업가로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53) 더불어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상품의 공급은 수요와 공급의 요구

를 모두 반영한 업종의 변천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연구가설 1. 인근지역의 지대상승이 상권형성의 유인이 된다. 
서울의 가로상권의 발달 초기에는 그간 지역 특성상 개발에서 배제되

어 변화의 물결에 편승하지 못했던 지역이 인근 상권의 개발에 의해 잠

재지대가 상승한다. 이때, 대형 상권에서 자리 잡지 못한 소자본 창업자

들이 인근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서 새로운 골목상권

이 탄생한다. 임대료부담이 집적 이익보다 큰 경우 인근 상권에서 이탈된 

업종들이 파생상권에 생겨나게 된다. 기존의 상권 임대료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의 상권과 유사한 지역이미지와 특징을 공유할 수 있기 때

문에 판매 가격(mill price)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53) 기본 가정(McCann, 2001)
1. 선형 상권을 가정하며 경계가 있고, 단위 밀도로 구매자가 분포된 일차원적 시장지역이다.
2. 두 공급자, 동일한 상품 제공, A,B 간의 거리는 d이다.
3. 재입지 비용이 없다.
4. 판매가격은 임대료와 이윤, 기타투입비용의 합이며, 매출에 대해 비탄력적이다.(Pa, Pb)
5.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한계비용은 동일하다.
6. 교통비 분포 동일()하나(균질적 교통 평면(unifrom transport plane)), 거래비용은 상권별

로 정보습득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이하다.  
7. 완전 비탄력적 수요를 가정하여 모든 구매자는 각 1단위의 소비를 한다.
8. 판매가격 및 교통비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교통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급자

에게서 구매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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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율을 로 모든 지역에서 같다고 가정하고 개별 상권의 정보탐색

요율을 라고 할 때, 입지경쟁에 의해 기존 상권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반경 만큼 확장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의 후생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  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때, 오른 임대료에 대한 지

불용의가 없는 업종들은 분리되어 인근 상권에 신규상권을 형성하게 된

다. 이때 신규상권이 생성되는 지점의 임대료는 기존상권과 임대료 상승

분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림 15. 지대격차에 의한 신규 명소길의 생성

상권의 형성 초기에는 건물주는 해당 상업가로에 발생하는 변화를 인

지하지 못한다. 인근 상권의 지대상승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발생한 지대

격차가 상업시설 유입의 유인이 되는데 이는 스미스(Smith, 1979)의 지

대격차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 상권의 임대로 상승에 따라 각 상

점들은 임대료 지출 감축으로 수익극대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이는 지

대가 낮은 지역으로 재입지 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 각 상점들은 기존 

상권의 이미지를 고수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상점의 입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기존 상권이 주변 지역으로 범람하는 형태로 새로운 상업가로가 

형성된다. 지대격차에 의한 상업가로의 형성은 상점의 수요와 공급의 논

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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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지대변화에 따라 업종이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상권을 형성하는 각 상점들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형

태 판매방식에 따라 객단가와 매출, 회전률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같이 공간 집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할 때 귀금속이나 

화장품 등은 객단가가 높고 따라서 단위기간 매출액도 높다. 이는 임대료 

지불액수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회전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객단가가 낮은 

업종은 그 외 업종에 비해 평균 지불 임대료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

존 상권의 지대가 상승하면 제일 먼저 상승한 지대에 대한 지불능력이 

안 되거나 지불의사가 없는 업종부터 이탈하게 된다. 상품 구성가격이 객

단가가 높은 업종에 비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초기 창업비용에 대한 부

담이 적은 것이 그 원인이 된다. 
지대의 상승은 곧 기존 상권에서의 운영비용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는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상점 운영자들에게는 기존상권의 이탈 유인이 되

기에 충분하다. 우선적으로 이탈되는 업종은 상승된 임대료로 운영이 어

려운 업종들이다. 이는 이채욱(20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퓨전/일식요

리 등에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업종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매장이나 

메뉴의 컨셉에 따라 다양한 표적시장설정이 가능한 탄력적 업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대격차의 발생은 인근 지역으로 업종선택적인 창업이 

가능하게 하는 유인이 되며, 지역수요를 표적시장으로 설정한 업종은 성

공적으로 인근 상권에 자리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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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음식배달서비스 4.53 100.84 207.77
제과제빵떡케잌 4.2 112.31 223.29

분식 4.05 77.14 168.36
양식 3.69 67.51 159.6

다방/커피숍/카페 3.53 75.33 167.77
패스트푸드 3.24 68.08 206.14

한식 3.11 56.7 126.03
닭/오리요리 3.05 58.78 134.17
일식/수산물 2.96 53.51 119.61
별식/퓨전요리 2.79 44.79 150.58

유흥주점 2.52 45.74 108.12
중식 2.06 35.57 116.02

표 8. 업종별 권리금, 임대료, 보증금의 차이 (이채욱, 2013)

연구가설 3. 미디어를 활용한 구전에 의해 상업가로가 활성화된다.
대중매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구전으로 전파되던 정보들이 전가기기 

등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해 대중에게 빠르게 전

달되어 전파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가속화된 것이 ‘서울의 길’ 즉, 명소길

을 발전시킨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박희석・한진아, 2010) 특히 상권 

활성화의 초기에 입점하는 상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보다는 개

인 혹은 소수의 동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개성 있는 소규모 영업장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습득비용의 감소가 상권의 반경 확대에 미치는 과정은 앞서 설명

한 팔랜더의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기존상권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고, 신규상권의 거래비용

은 의 비율로 거리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존상권과 신규상권에서

의 판매가격(mill price)가  라고 하면 상권의 경계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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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도할 수 있다.
            

         

 

    

이 때, 신규상권의 정보가 구전되어 정보습득요율이 0이 되는 경우, 상
권경계는 다음과 같이 두 상권의 거리와 무관하게 교통요율에 의해 결정

된다. 

 

 

과 의 차를 구하면

    

    


  
                    

   

 


이므로 정보습득요율이 낮아지면 상권반경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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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전(사용자의 정보습득)에 의한 상권의 활성화

연구가설 4. 업종구색을 맞추는 공통소비군이 존재한다.
도시화경제에 의해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소비군이 집중해

서 나타나는 이종업종의 집중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

비스를 한 장소에서 소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부티킹’ 행위를 수반한다.
장소의 상품화는 장소마케팅의 핵심이다. 상품화된 장소에는 전자상가 

등 단일 품목의 집적을 통해 상권을 확장시켜 3차 상권을 이루는 곳이 

있는 반면, 백화점 등 쇼핑목적에 따라 다양한 상점을 밀집시켜 상권을 

형성하는 장소가 있다. 동종 업종의 집적에 대해서는 몇몇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이종 업종의 집적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이경민 외

(2014)는 이종업종 간 집적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 계층별 공통소

비군이 있음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해냈다. 
이러한 이종 업종의 집적효과는 고전적으로 해석하면 도시화경제로 설

명할 수 있다. 방문자수가 증가하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제품 및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변화폭이 작아지는 대수의 법칙으

로 인해 생산 및 재고관리가 용이해지며 각종 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비

용을 감축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보완재가 집적해 있어 한 곳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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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경우 고객 풀

(pool)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개별 상점에 비해 고객이 더 많

은 쇼핑의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다(김경환‧서승환, 1999). 
A와 B라는 두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비탄력적임을 가정할 때, 개별 수

요곡선은 DA와 DB이기 때문에 두 수요의 합은 DA+B이나, 두 제품이 공통 

소비자를 공유하는 경우 계획하지 않은 소비의 선택확률이 높으므로 

D’A+B로 상향 이동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상점으로 입지해 있는 경우보다 

보완적인 이종 상점이 집적해 있는 경우, 총 수요량이 증가하여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거나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

하다. 

그림 17. 이종 소매업종 공동 소비자 이용에 

따른 집적의 경제(이경민 외, 2014)

연구가설 5. 상권이 성장하면 프랜차이즈가 진입한다.
 올름 외(Olm et al., 1998)은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이 위험추구형 사

람들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양덕모·박
주영, 2011 재인용). 사업성이 확실시되는 곳에 입지하려는 보수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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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향(Jacobs, 1961)이 상권이 활성화되어 투자 위험도가 한층 낮

아진 상권 진화단계에 대자본을 진입하게 한다. 이는 패티슨(Pattison, 
1977), 베리(Berry, 1985), 케르스타인(Kerstein, 1990) 등의 연구에서

도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의 상품선택 시 브랜드는 중요한 평가요인이다. 위험회피의 수

단으로서 소비자는 자신과 관련되었거나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

향이 있다(전태유, 박노현, 2010). 따라서 위험회피적 경향은 상권이 안

정화 된 후 진입하려는 업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방
문층이 확장되고 표적이 변경되면 업종에 대한 기호도 당연히 변하고 업

종 수요도 변화한다. 

연구문제 6. 대자본의 진입은 소자본을 구축54)한다.
공간은 총량불변이라는 차별화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새로 진입한 신

규상권의 성공에 힘입어 유사한 형태의 업종들이 신규상권의 개척자

(pioneers)의 인근에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상가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

라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임대료 지불용의가 낮은 업종이 이탈되

면 그 빈자리는 지불용의가 높은 업종이 채우게 마련이다. 신규상권의 확

장에 따라 유명세를 타게 된 지역 방문객은 급증한다. 상가수요 또한 꾸

준한 증가세를 통해 경쟁을 심화시킨다. 보수적인 대자본은 성공한 지역

의 잠재력을 기대하며 입지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높아진 임대료에도 불

구하고 단가경쟁에서 우위에 있어 주변 상권을 잠식하기 시작한다. 생산

비용이 탄력적인 대자본의 경우 매출상승에 따른 한계비용이 감소하기 

54) 구축효과(驅逐效果, crowding out effect)는 경제학에서 정부지출에 증대에 의한 민간 부

문의 소비 및 투자감소를 일컫는다. 희소성의 원칙에 기초하면 한정된 자원을 누군가가 사

용하면 다른 주체가 쓸 수 있는 자원에 제약이 오는 원리다. 같은 맥락에서 상업공간이라

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는 업종에 의해 적게 

지불하는 업종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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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가를 낮추어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초기 상권을 

형성했던 소자본 창업자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 비자발적 이주를 암

묵적으로 강요당한다.  
신규상권에서 경쟁에 의해 임대료가 rb’로 상승하게 되면 같은 비용 증

가에 의해 판매가 Pmb’로 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업종은 상권을 이탈하

게 되며, 유통망이나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높아진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Pmf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대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장 장악력을 

높이게 된다.

그림 18. 소자본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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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3.1 연구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

문하여 수집한 면담자료, 사진자료, 관찰기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구성

했으며,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질적연구와 실증연구

의 방법론을 혼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했다.
연구에 앞서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대상지를 한정하고, 지적

도, 건축물대장,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대상지 관련 선행연구 및 

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상권형성 배경 및 현황을 파악했다. 문헌연구

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등의 지역전문가를 방문하여  

현황조사 자료를 보완했다.
활성화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경리단길을 주 사례지역으로 설정하여 

업주설문조사 및 업주 인터뷰를 수행했다. 현장기반이론55)을 바탕으로 

2014년 2월 중순 이태원 2동의 상가연합회 총무 및 이태원 1동의 상가

연합회 부회장을 대상으로 예비연구(pilot study) 수행 후, 2014년 3월부

터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

행했다.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부분에서는 구득이 어려운 임대료나 업종, 유동인

구에 관련한 자료를 공시지가 및 사진자료, 대중교통 승하차인원 등으로 

대체변수를 활용하여 시계열 모형을 구축했다. 소비자들의 방문선택요인

을 살펴보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설검증내용을 보완했

다. 
55) 현장기반이론(grounded theory)은 전개되는 관찰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론을 

산출하려는 귀납적 접근으로 관찰을 통해 검증될 가설을 도출하는데 이론이 사용되는 가설

검증과는 매우 다르다(Babbi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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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내용

기초조사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ü 대상지 형성배경 

ü 입지조건 및 필지, 지대관련 자료(건축물대장 등)
현황조사

사진촬영 및 

현장조사

ü 상업가로의 변천과정 사진기록

ü 사용용도 및 경관변화 현황조사

실증분석

시계열모형

구축(VECM, 
업종변화)

ü 지대격차와 상업화의 관계에 대한 분석모형 구축

ü 상업화에 대한 구전효과 분석모형 구축

ü GIS를 활용한 업종분포 변화 

면담조사

인터뷰
ü 해당 상권의 조직 및 개별 업주 

인터뷰(스노우볼샘플링)

업주

설문조사

ü 진입유인 및 영업의지관련 설문

ü 유효수량 : 66부(총69부)
ü 설문기간 : 2014년 3월 21 ~22일
ü 설문분석 : 통계분석 및 이항로짓모형 구축

온라인

설문

소비자 

설문조사

ü 서울시 상업가로 방문선택 요인 관련 설문

ü 유효수량 : 210부
ü 설문기간 : 2015년 6월 26일 ~ 30일
ü 설문분석 : 통계분석 및 이항로짓모형 구축

표 9. 연구방법 및 내용 

4.3.2 면접조사 

급변하는 상업환경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업주들을 면담하기 위해 

면접대상자는 눈덩이표집 방법으로 선정했는데 이는 모집단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비확률적 샘플링 방법이다.
압구정로데오거리, 가로수길 및 경리단길의 경우 해당 구청장의 정당사

무실을 방문하여 보좌관 등 지역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역

의 개괄, 장소성 변화, 중점 사업 등을 조사했으며, 해당 지역의 업주 조

직을 소개받아 각 조직의 대표를 인터뷰하고 회원 및 지인을 소개받았다. 
인터뷰는 해당 조직의 사무실, 커피전문점, 업주가 운영하는 업장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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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다수가 1시간 이상의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었

다.
현장조사를 위해 주 사례지역인 경리단길은 2014년 1월 이후 2015년 

7월까지 매달 하순에 방문하여 2시간~6시간 체류하면서 사진촬영, 현장

답사,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개별 면접 및 설문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

으로 방문한 것을 포함하여 총 25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신사동 가로

수길과 압구정로데오거리는 각각 5회, 3회 방문하여 면담조사 및 현장조

사를 수행했으며, 아직 초기 상권형성이 진행 중인 성수동의 경우 2회를 

방문하여 면담조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프랜차이즈 상점은 업주 인터뷰가 사실상 불가하여, 직영점으로만 운영

되는 S커피전문점 점포개발팀 부장(40대, 남)을 인터뷰하여 프랜차이즈 

상점의 입지선택 및 상점특성 및 임대료, 계약형태, 차별화 전략 등의 자

료를 수집했다. 인터뷰는 홍대입구에 위치한 S커피전문점에서 2015년 5
월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약 3시간가량 진행했다. 

구분
방문

횟수
현장 방문일자 면담자(업주의 경우 상호로 기입)

경리단길 25회

2014년 : 1/22, 2/20, 2/26, 
3/12, 3/21, 3/22, 4/11, 4/25, 
5/21, 6/25, 7/24, 8/5, 8/26, 
9/7, 9/26, 10/26, 11/25, 12/31
2015년 : 1/26, 2/25, 3/25, 
4/23, 5/28, 6/26, 7/28

용산구 국회의원 보좌관,  이태원2동 상가

번영회 총무 및 회장, P의류상점, D카페 

및 주점, T남미 음식점, D멕시칸 음식점, 
S미용실,  M세탁소, S터키식 디저트전문

점, B맥주전문점, S공인중개사, H공인중

개사, H떡집, H디자인사무소 등 다수

가로수길 5회 2014년 : 2/28, 3/4, 3/22, 
7/8, 9/25 

강남구 국회의원 보좌관, 이노버코리아  

대표, H디자인샵, A인테리어

압구정 

로데오거리
3회 2014년 : 2/28, 3/3, 7/18 사단법인압구정로데오 이사장, C주얼리

성수동 

수제화거리
2회 2015년 : 3/9, 7/10 D공인중개사, M커피전문점, U잡화 및 

소품점, W인테리어소품점

프랜차이즈 - 2015년 : 5/22 S커피전문점 점포개발팀 부장

표 10. 면접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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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설문조사

업주 설문조사는 경리단길에서 2014년 3월에서 9월까지, 2015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에 활용했다. 이미 여러 차례 미디어에 

노출되어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태원 2동 상가연합회 

임원의 소개 및 경리단길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지인의 소개를 받아 표

본을 확보했다. 이양희(2009)의 업주 설문을 참고하여 업주의 진입이유, 
주요 고객층, 건물점유형태 등의 항목을 설문지에 포함했다(부록 ). 수집

한 총 69개의 설문응답 중 누락된 응답이 많은 3부를 제외한 66부의 응

답을 분석에 사용했다. 
먼저 수행한 업주 설문조사 결과, 해당 상권에 방문하는 연령층의 평균

은 36.43세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상점들이 50대 이상이 주를 이루는 것

에 비해 신규 상점의 방문객들은 20~30대의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했

다(그림 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상권의 방문 결정요인을 추정하

는 모형에서 연령대별 특성이 포함하고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20~40대가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상의 매체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설문조사 결과로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여 연령을 통제한 후 업종 

등의 요인들이 상권 방문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설문은 2015
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기기 메신저, SNS 등의 온라인 매체

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설문 URL은 구글에서 제공

하는 설문56)을 활용했으며, 총 응답자 수는 211명이다. 

56) https://www.google.com/intl/ko_KR/forms/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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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경리단길 신규 상점 방문객 연령층 그림 20. 경리단길 기존 상점 방문객 연령층

최막중‧김미옥(2001)은 평균소비액, 연간 방문회수, 방문거리를 조사하

여 장소성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정하였다. 상업지역에서 

점포는 상업지역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지역의 이미지

와 더불어 점포에 대한 인식이 명소길의 방문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 명소길의 방문여부와 더불어 업종, 소요시간, 방문선택 이유 

등을 주요 문항으로 구성했다(부록 5). 

4.4 자료의 구축 

윤형호‧인규리(2012)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신
사동 가로수길, 삼청동길의 1층을 구성하는 각 업종비율은 매우 상이하

다. 패션상점과 음식점의 비율이 각각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60.2%, 
16.1%, 가로수길은 63.9%와 19.5%, 삼청동길은 24.4%와 50.4%로, 염
지혜(2015)가 사용한 음식점수의 변화는 삼청동길의 경우에 활성화척도

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다른 상업가로의 변천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점 전수자료와 더불어 국내 주요 상권의 가두점 현황을 위

한 연구에서 사용되는(장은영, 2015) 패션상권의 자료인 삼성디자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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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구축한 상권지도(fashion street map)에 제시된 연도별 상호 및 

업종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했다. 
패션상권지도는 상권 내 주요 상점의 유형별 대략적 위치가 이미지파

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누적된 비정기적인 연도별 자료로 일

부 상권에 관해서는 시계열 자료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디자

인연구소의 상권지도 중 시계열자료 구득이 가능한 지역 중 본 연구의 

골목상권 변천에 적용할 수 있는 2007년부터 2014년의 가로수길 및 압

구정로데오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본 자료의 측정시점을 기

준으로 음식점 자료의 시점 또한 통일하여 두 자료를 통합하였다. 이미지

자료의 특성상 상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2008년부터 매

년 구축되어 있는 다음 지도의 로드뷰와 2010년부터 구축되어 있는 네

이버 지도의 로드뷰를 교차확인하여 정확한 필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쳤다. 
 업종의 구분은 삼성디자인연구소에서 구분한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스포츠, 잡화, 토탈, 아동, 속옷은 패션으로 분류하고, 특화 업종 표본 수

가 적은 귀금속(주얼리, 시계 등), 소품, 가구, 화랑 등 서울 시내에 집적

하여 군집을 이룬 사례가 있는 자료를 통합하여 정의했다. 뷰티앤헬스 업

종은 화장품, 미용실, 네일샵 등의 미용 및 건강 관련 업종이며, 병원, 부
동산, 파출소, 약국, 페인트 상점 등은 근린시설로 분류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음식점의 경우 업소명과 업태만 기록되어 있어 분류가 어려우므

로 삼성디자인연구소의 자료 중 보세 상점을 제외한 패션상점 및 편의점, 
커피전문점 체인점, 뷰티앤헬스 등의 업종을 프랜차이즈로 분류하여 분석

에 활용했다. 
음식점 자료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서 제공하는 구 

단위 식품위생업소 자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

점영업 자료를 소재지시작일과 폐업일자를 바탕으로 시계열자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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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업소수도 적고 시계열적 변화가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업종분류 또한 제공된 자료의 영업행태 분류를 바탕으로 일반음식점은 

경양식, 김밥(도시락), 까페, 분식, 뷔페식, 일식, 전통찻집, 정동 및 대포

집(선술집), 중국식, 탕류, 통닭(치킨), 패스트푸드, 포(소주방), 한식, 기
타로 1차로 분류한 후, 임대료에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본 제과제빵제떡, 
분식, 양식, 다방/커피숍/카페, 패스트푸드, 한식, 닭/오리요리, 일식/수산

물, 별식/퓨전, 유흥주점, 중식의 기준에 따라 분식(기타 포함), 카페(제
과 포함), 패스트푸드, 한식, 닭, 일식, 경양식, 주점, 중식으로 재정리하

여 분류했다. 
음식점은 행정동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했으며, 2007년 7월 이전에 폐

업한 자료는 제외시켰다. 패션상권자료를 기준으로 가로수길은 2007년 8
월 3주, 2008년 5월 5주, 2009년 8월 1주, 2010년 8월 1주, 2011년 8
월 1주, 2012년 8월 4주, 2013년 8월 2주, 2014년 8월 1주를 기준으로 

개‧폐업일자(소재지시작일, 폐업일자)를 정렬하여 시계열자료화 했다. 압
구정로데오는 2007년 8월 3주, 2008년 4월 1주, 2009년 1월 5주, 2010
년 8월 1주, 2011년 8월 1주, 2012년 8월 2주, 2013년 8월 2주, 2014
년 8월 1주를 기준으로 자료시점을 통일했다. 패션상권자료가 부재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료시점을 설정했다. 
SNS 게시글 수는 트위터(twitter.com)의 고급검색 기능을 통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검색구간을 지정한 후 해당 게시물을 추출하여 광고

성 글로 의심되는 반복적 일부 게시물을 제외한 게시글 수를 시계열화한 

자료를 사용했다. 유동인구는 해당 상업가로에 가장 근접한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가로수길의 경우 신사역의 지하철승하차인원을, 경리단길의 경

우 녹사평역의 지하철승하차인원을 대리변수로 구축했다. 기사언급빈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압구정 로데오”, “신사동 가로수길”, “경리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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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수제화거리”로 검색어를 설정하여 검색되는 기사 수를 자료화했

다. 주민등록인구는 해당 구청(용산구, 강남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했으

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에서 경리단길 주요가

로의 110개 필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권 변화를 확인했다. 가
로구조 및 필지규모는 지적도 캐드파일을 활용하여 자료화했다.

구분 주요변수 기간 자료 출처

업종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981-2015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패션상권지도 패션관련 업종 2007-2014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상권 

활성화

기사언급빈도 기사 수 1990-2015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가온(http://www.kinds.or.kr)
SNS 게시글 twitter 게시글 수

2012.01
-2014.04 트위터(twitter.com)

유동인구 지하철 승하차인원2000-2014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서울메트로(http://www.seoulmetro.co.kr)
서울도시철도공사(www.smrt.co.kr)

사업체 수
행정동별 업종별 

사업체 수
2008-2013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지역

특성

인구 주민등록인구
2007.11

-2015.03 용산구청(www.yongsan.go.kr)

지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1996-2015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kais.kr/realtyprice),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
eInfo/baseInfo.do)

자본

유입
건축물대장 소유권이전

2015년 

7월 기준
세움터(http://www.eais.go.kr)

표 11.자료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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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품의 수요와 공급

5. 상품의 수요와 공급

주거지역의 개발과 상이하게 상업공간의 개발은 업주가 진입을 하는 

것으로 일련의 변화 과정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비자와의 

수요·공급 관계를 형성하며 변화해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상업가로

의 변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업주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동역학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와 

업주의 수요·공급의 관계를 반영하는 업종변화로 명소길의 변천을 설명

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공급을 견인한다는 견지에서 접근하여 

구별짓기와 부티킹이 업종의 차별화와 다양화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

인해보았다. 

5.1 구별짓기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서 소비자의 구별짓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

나는데 주거지역 첫 번째는 차별화된 상점을 방문함으로써 과시적 소비

를 하는 행태라면, 두 번째는 방문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화권력을 획득

하는 과정이다. 

5.1.1 상품과 가격의 차별화

동일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진 개척자들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대화권력으로 이를 활용한

다(박형신, 2011). 다른 상점과 업종이나 가격을 차별화하는 전략은 타

인과 구별짓고자 하는 매니아적 소비층의 기호와 맞닿아 상권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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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의 업종은 기존 상권의 

업종들과 구별짓기를 통해 매니아층을 형성한다. 
가로수길은 2003년 지역 축제가 열린 것을 계기로 건물주들이 연합해 

업종과 인테리어를 선별해 길을 조성했다.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 축제 

총무 역할을 했던 D부동산 대표가 주변 건물주들을 설득해 노후화된 건

물을 예술적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유도하자 불과 4년 사이에 거리의 풍경

이 급변했다.57)

유명한 수제 맥주 전문점이 즐비한 경리단길은 수제 맥주를 즐기는 사

람들에게는 성지이며, 피자 3,500원, 맥주 6,000~8,000원의 저렴한 가격 

또한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다.58) 유명세를 탄 수제 맥주전문

점은 현재 전국에 여러 개의 체인점을 운영 중이며, 상표등록한 수제 맥

주는 국내 다수의 맥주전문점에 납품 중이다. 뒷골목 상권은 신규 외식 

브랜드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SNS 보편화와 

맞물려 ‘찾아가는 맛집’ 전성시대가 도래해 대형 유통점들이 명소길의 골

목브랜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59) 

이러한 상점의 차별화는 실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운영자들의 특성

이 반영된 것이다. 초기 명소길의 상권형성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

점의 업주들의 창업목적은 이윤창출에 한정되어 있기보다는 소자본 창업

으로 본인의 실험정신이 반영된 업장의 운영경력을 쌓거나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원래 이태원에서 놀다가 아는 동생 소개로 시작했어요. 여기 가난

한 예술가들, 모델들이 많아요. 프로필 사진 찍는 것 연출하고...재밌

잖아요. 그런데 SNS 때문에 사람 너무 많아져서 예전 그 분위기가 안 

57) 한국경제매거진, 2008년 9월호(제669호). “새 얼굴 ‘불쑥불쑥’ … 여기가 어디야”
58) 데일리한국, 2015년 7월 27일자. “감성과 함께 자란 봄날의 골목 '경리단길'”
59) 서울경제, 2015년 5월 10일자. “‘신상’ 맛집, 넌 어느 골목에서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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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경리단길, 미용실 운영, 33세 여]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초기 창업자 중 한명은 

초기 SNS를 통한 정보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며, 새로 방문하는 방문자들

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여기 외국인이 많이 살잖아요. 대사관이나 주택이나... 아무래도 이

런 음식은 외국인들한테 거부감이 없죠.” 
[경리단길, 멕시칸 음식점 운영, 32세 여]

초기 창업자들은 대사관이나 외국인 주거인구 등 이국적 환경에 익숙

한 지역수요를 표적화(targeting)하여 창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 멕시칸 

요리를 판매하는 업주는 멕시코인 남편과 함께 실험적인 멕시칸 요리를 

선보이는 것을 영업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향후 업장운영이 성공적일 경

우 다른 테마의 새로운 상점을 창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동네가 예뻐서 시작했어요. 돈 벌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고 점심값 

벌려고 나옵니다. 제가 수지 사는데 딱 점심값 나와요. 지인들이 도와

주셔서 아는 형이랑 창업한 건데 진 빚만 갚아도 다행이에요.” 
[성수동, 카페 운영, 32세 남]

이미 명소화가 선행된 경리단길에 진입하려다 성수동으로 상점의 입지

를 변경한 성수동의 업주는 취향과 흥미의 실현이 상점 운영의 목표이며, 
자신의 관심사와 창작물을 주변 업주들 및 소비자들과 공유하는 것에 성

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업종의 구성 변화에도 구별짓기가 나타나는데 경리단길의 업주설문조

사 결과 총 응답자 69명 중 기존상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38명이며, 그 

중 외국서점과 베트남 식당을 제외하면 36명의 응답자가 모두 근린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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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진입한 상점은 31개 중 

21개 상점이 지역 배후인구를 대상으로 차별화한 에스닉레스토랑, 펍, 카
페, 소품점과 주킨 등이 젠트리파이어(gentrifier)로 지칭한 디자이너 사

무소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에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주 언어가 영어인 

음식점,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직접 만든 맥주를 판매하는 스탠딩 형식

의 펍(pub), 외부 음식을 자유롭게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 맥주와 커피를 

동시에 파는 카페 등 기존에 접할 수 없었던 형식의 점포들이 존재한다. 

그림 21. 기존상점의 업종(좌) 및 신규 진입 상점의 업종(우)(업주설문결과)

5.1.2 미디어를 통한 구전효과

초기 상업가로에 진입한 소자본의 상점들은 사업장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정보 공유가 이들 상권의 정착 및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Zukin, 

2010). 상권의 정착과 확장 속도는 전례 없이 가속화 되었으며, 이는 가

상공간에서의 정보가 현실의 물리적 공간과 경계 없이 넘나들며 기존의 

블로그 등이 가졌던 정보 공유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

한다. 이는 신규 상권들의 트위터 게시글 증가추이로도 확인 가능하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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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2).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 

시·공을 초월한 정보공유를 통해 상권의 확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

고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소셜미디어의 대중화는 정보전달의 창으

로서 상권의 변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언론매체의 맛집 소개 홍수와 인

터넷, 블로그 및 SNS는 맛집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박형신, 2011).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수 즉 정보의 노출빈도는 해당 지

역의 보행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김선호, 2012), 스마트기기가 대중

화된 2012년 이후를 기준으로60) 트위터에 신규 상권 관련한 게시글 수

의 추이는 그림 22과 같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22. 신규 상권들의 트위터 게시글 증가 추이

자료 : twitter.com 
신규 골목상권들과 트위터는 주로 20~30대 젊은 인구에 의해 소비되

고 사용된다. 따라서 배후인구 혹은 정보전달자로서의 젊은 인구비율을 

간과할 수 없다. 다음은 용산구와 이태원2동의 20~30대(20세~39세)인
구의 비율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가 감소세에 있으

60) 경향비즈N라이프, 2013년 10월 20일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성장세 반토막... 시장 포

화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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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적으로 이태원2동의 젊은 인구가 용산구 전체에 비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용산구와 이태원1동, 이태원2동의 20~30대 인구비율

자료 : 용산구청

본 연구에서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211명 중 145명에 해

당하는 응답자가 상업공간의 방문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공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 66명 중 50명도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응답자의 상업공간에 대한 정보습득경로와 상업공간 정보

의 공유매체를 살펴보면 대면 정보공유를 제외한 매체 중에서는 SNS 및 

개인 홈페이지와 개인 메신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24. 상업공간에 대한 정보습득경로(좌) 및 응답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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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업가로의 활성화와 매체의 노출빈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허자연 외(2014)에서 상권활성화 척도로 사용한 대중교통 승하차인원과 

매체의 노출빈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VECM61)을 추정한 결과, 신사동의 

경우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매년 기사언급빈도

와 신사역의 승하차 인원이 서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침

을 보였다.62)

D(SINSA) D(G_KINDS)
CointEq1 -0.3773 [-3.0856] -0.0026 [-0.2903]

D(SINSA(-1)) 0.2479 [ 0.9745] 0.0408 [ 2.2133]
D(SINSA(-2)) 0.5066 [ 1.6972] 0.0405 [ 1.8722]

D(G_KINDS(-1)) 16.0474 [ 2.4151] -0.1886 [-0.3912]
D(G_KINDS(-2)) 14.8156 [ 2.0897] -0.6760 [-1.3142]

C -2255.8 [-2.2284] 130.2451 [ 1.7733]

표 12. 가로수길의 신문기사를 통한 구전효과

경리단길의 경우 경리단길 기사검색 수는 녹사평역 승하차인원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트위터에 게

시된 경리단길 관련 게시물 수가 녹사평역의 승하차인원과 유의한 영향

을 주고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상권이 발달하는 과정은 당대의 

소비문화에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하기 마련이므로 SNS의 사용계층이 한

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의 정보매체를 활용한 구전효과는 상권 활

성화에 도화선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6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모두 단위근이 있으며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여 VECM을 사용하

여 분석했다(부록 2 참조).

62) 

변수유형 변수 내용 단위 출처

내생변수

신사역 승하차인원 SINSA 신사역(3호선) 지하철 승하차인원 명 data.seoul.go.kr
가로수길 기사 언급빈도GOOGLE 년도별 구글 뉴스의 ‘가로수길’ 언급빈도 개 kinds.or.kr
녹사평역 승하차인원 NOKSA 녹사평역(6호선) 지하철 승하차인원 명 data.seoul.go.kr

‘경리단’관련 게시물 수 GY_TW월별 트위터에 게시된 '경리단' 관련 게시물 수개 twitter.com

표. 구전효과 VECM에 사용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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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OKSA) D(GY_TW)
CointEq1 -0.67712 [-3.39840] -0.49023 [-2.00882]

D(NOKSA(-1)) 0.490769 [ 1.42084] 0.963176 [ 2.27670]
D(NOKSA(-2)) -0.43665 [-1.12876] -0.78216 [-1.65080]
D(GY_TW(-1)) 0.056268 [ 0.17293] -0.46064 [-1.15586]
D(GY_TW(-2)) 0.639974 [ 1.95486] 0.876593 [ 2.18617]

C 878.8884 [ 0.17458] -301.559 [-0.04891]

표 13. 경리단길의 SNS를 통한 구전효과

이 분석결과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

소길의 형성 시기별 당대에 유행하는 매체를 통해 구전효과가 나타난다

는 사실과 두 번째는 상권의 형성 주기가 급격히 짧아졌다는 사실이다. 
기사언급빈도도 매체의 다양화를 감안하더라고 연구의 범위 설정 단계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주요 매체 또한 정보공유

가 한층 더 용이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구전 매체의 변화 혹은 다양

화로 인한 상업화의 가속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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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티킹 

상권 형성단계에서 지대격차 등의 경제적 동인은 상업공간의 젠트리피

케이션을 이끄는 기본조건이며, 새로이 창출된 소비공간에서 소비자의 체

험적 소비(Boutiquing)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필요조

건에 해당한다. 부티킹은 공통소비군 내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

의 조성이 핵심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통소비군의 존재여부와 

소비군 내의 업태의 다양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 가능한 건조

환경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5.2.1 공통소비군과 업태의 다양성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이 각 방문지에서의 업종 

선호도를 리커트척도로 조사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각 업종들이 군집되는

지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업종별 자료를 바탕으로 음식점, 패션

상점, 주점, 클럽, 뷰티 및 헬스 관련매장, 편의시설(편의점, 슈퍼 등), 카
페, 예술관련시설, 문화생활 관련시설의 중요도를 최고 5점으로 점수화하

여 요인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4과 같다. 요인1은 공연장, 영화관 등의 

문화관련시설과 미술관 등의 예술관련시설로서 문화관련 업종이며, 요인

2는 카페와 음식점의 식음관련 업종, 요인3은 화장품, 네일, 미용 등의 

뷰티 앤 헬스 및 패션상점의 쇼핑관련 업종, 요인4는 클럽 및 주점으로 

인자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개별 성향에 따라 공통

적으로 소비하려는 업종인 공통소비군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공

통소비군의 집적은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효용을 증대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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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tated factor pattern
문화 관련 업종 식음 관련 업종 쇼핑 관련 업종 밤문화 관련 업종

문화관련 시설 0.9774 0.1304 0.0288 0.0418 
예술관련 시설 0.6573 0.1426 0.2404 0.1209 

카페 0.0999 0.9908 -0.0567 0.0718 
음식점 0.1579 0.5290 0.1809 -0.0850 

뷰티앤헬스 0.1148 0.0380 0.8311 0.0213 
패션업종 0.3779 0.2074 0.4832 -0.1217 
클럽 -0.0110 -0.0758 0.1612 0.7475 
주점 0.1245 0.0507 -0.2650 0.5509 

표 14. 업종별 요인분석 결과

 경리단길의 경우 저렴한 수제맥주나 이국적인 음식으로 이름을 알리

기 시작했으나 이후 스테이크, 이탈리안레스토랑 체인점 등이 입지하면서 

상권을 형성하는 상품의 가격이 높아졌으며, 철물점, 세탁소, 백반집 등

의 상권이 2차 상권을 고객층으로 하는 업종으로 급격히 교체되면서 주

킨 외(Zukin et al., 2009) 등이 주장한 부티크화(boutiquing)가 진행 중

에 있다. 경리단길의 주가로에 입지한 백반집 등의 동네식당을 제외한 2
차 상권의 레스토랑, 카페 및 바(bar), 패션상점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27을 통해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고급상품(upmarket product)을 취급

하는 ‘부티크’들이 상당 수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리단길의 상부

(동측)는 앞서 살펴보았듯 경리단길의 상업화 이전 시기부터 기존에 외

국공관이나 상부에 거주하는 부유층을 위한 부티크들이 입지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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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경리단길의 카페, 바, 레스토랑의 분포 변화

부티킹이 가능한 업종의 구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

로 토지이용의 혼합지수는 엔트로피 지수로 측정하는데(김승남 외, 
2009; 이경환, 2009; 이연수, 2012 등), 일정한 구역 내 토지이용의 다

양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한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토지이용의 혼합도도 

높음을 의미한다.  각 연구에 사용된 엔트로피 지수는 약간씩 차이를 보

이나 고은정(2014), 도베소바와 크리브카(Dovesova and Krivka, 2012)
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해

당 상권의 업태 혼합도를 추정하였다.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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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구분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진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일반음

식점, 휴게음식점 자료를 사용하여, 신사동 가로수길 및 압구정로데오거

리에 속한 필지의 소재지 시작일과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업태별로 시계

열자료화 한 것을 바탕으로 엔트로피 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6). 특정업종이 집중된 공간에 구색이 맞추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다가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으로 획일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 시기는 가로수길의 활성화와 압구정로데오거리의 정체기가 맞

물리는 2000년대 후반에 해당된다.

그림 26. 압구정 로데오거리 및 가로수길의 일반음식점 

업종의 엔트로피 지수 변화

5.2.2 보행환경

부티킹을 위해서는 부티크와 부티크를 이동하기에 적합하고, 공간적 체

험 즉 상품과 사람의 구경과 소통이 용이한 물리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통을 위해서는 반대편에 위치한 사람이 인식 가능한 가로 폭인 

24m 이내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표정이 식별되지 않는 14m 이상의 

가로 폭이 적합하다. 
강남구 신사동지역은 한남 IC를 남북으로 잇는 강남대로와 동서를 잇

는 도산대로가 50m의 광로로 에워싸고 있으며, 압구정로 북측으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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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다. 가로수길은 가로폭 15~20m에 해당하는 

중로2류, 압구정로데오거리는 12~15m인 중로 3류에 해당한다. 가로수길

과 압구정로데오거리 이외의 중로들은 경사지에 위치해 있거나(남쪽에 

위치한 중로들), 분절되거나 시야의 연속성이 저해될 정도로 꺾여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형 필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림 27). 
경리단길 인근의 가로체계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태원동 인근의 경우 중로에 해당하는 가로들은 급격한 경사지이거나(우
사단로, 대사관로 등), 대로와 한쪽 끝만 접해있어 연결성이 부족한 가로

(해방촌 등)에 해당한다(그림 28). 
필지가 조밀한 지역 중 경사지를 제외한 경우 다양한 보행환경이 창출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제이콥스(Jacobs, 1961)의 작은 블록 예찬은 

보행의 선택성을 높여 다양한 목적지와 이동의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관

점에서 필지규모와도 관련이 있으며, 가로경관의 연속성과 다양한 자극을 

위해서도 필지 규모는 조밀한 것이 유리하다(오성훈·남궁지희, 2011). 그
림 29과 그림 30을 살펴보면 조밀한 필지가 연속적인 지역에 어김없이 

상업가로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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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강남구 신사동 인근의 가로체계

그림 28.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의 가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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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강남구 신사동 인근의 필지규모

그림 30.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의 필지규모



- 96 -

5.3 소비자 설문조사

2015년 6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신규 명소길로 간주한 지역 및 최근 상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상

으로 한 연구의 대상지역의 방문여부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도시 내 상업

공간의 방문여부 및 방문을 결정하는 각 업종의 중요도를 주요 독립변수

로 설정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5.3.1 기초통계 

설문 응답자는 2~30대가 211명 중 203명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

지하며, 주킨 외(Zukin et al, 2009) 등의 선행연구들에서 젠트리파이어

로 분류한 아티스트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유모차부대 등이 38.9%를 

차지한다. 

그림 31. 응답자의 직업분포

최근 6개월 이내 방문한 지역과 그 이전에 방문한 지역을 복수응답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과거 496개소에서 703개소로 방문지역이 크게 증가

했으며, 경리단길, 이태원, 연남동이 큰 증가세를 보였고 가로수길, 홍대

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압구정로데오거리, 명동, 신촌의 방문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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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자주 방문하는 지역은 홍대로 이태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경리단, 가로수길, 연남동 등을 많은 응답자가 방문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최근 6개월 이내, 그 이전에 방문한 지역의 

비교, 최근 가장 자주 방문하는 지역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방문목적은 친교 및 사교로 꼽혔고, 맛집 탐방, 
유흥, 쇼핑이 그 뒤를 이었으며, 구경이라는 비목적형 방문도 43명이 응

답했다. 

그림 33. 최근 자주 가는 지역의 방문 목적

해당 지역들이 주로 저녁시간을 보내는 지역이며(62.5%), 주중 보다는 

주말의 시간을 활용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2.2%), 체류하는 시

간은 3시간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2시간~4시간의 시간을 방문지

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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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최근 6개월 이

내, 그 이전에 방문한 지역, 최근 가장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 대해 조사

했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신규 명소길들의 방문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부록 1] 참고)을 추정했다. 
독립변수로는 문화소비적 관점에서 해석되었던 방문자의 창조계급 여

부와 해당지역의 분위기를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업종 변수는 업종 간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요인점수

화하여 탑재했다. 상위의 공통소비군으로서 ‘이터테인먼트63)’ 관련 업종

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식음관련 업종과 쇼핑관련 업종의 교호변수

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응답자 연령, 연간소비액, 월 가계소득 등

의 응답자 개인속성을 변수화하여 모형을 구축했다(표 15).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및 단위

상권
거리 현재 거주지에서 해당 상업공간까지 걸리는 시간(분)

해당지역 분위기 방문 결정 시 해당 지역의 분위기의 중요성(5점척도)

업종

문화관련 업종 문화관련 시설 및 예술관련 시설의 요인점수

쇼핑관련 업종 패션 업종 및 뷰티앤헬스 관련 업종의 요인 점수

식음관련 업종 카페 및 음식점의 요인점수

쇼핑*식음의 교호변수 쇼핑관련 업종과 식음관련 업종의 교호변수

밤문화 관련 업종 주점 및 클럽의 요인점수

개인

속성

응답자 연령 응답자 연령(세)
창조계급 여부

언론 및 홍보분야, 시각예술분야,  전문직, 음악계, 
시각예술분야, 금융업 종사자 여부(더미변수)

연간소비액 해당 상업공간에서 연간 소비하는 금액(백만원)
월소득 가구의 월소득(백만원)

표 15. 명소길 방문 결정모형의 변수

63) 이터테인먼트(eatertainment) : 먹으면서 즐기는 것 즉, 음식도 먹으면서 오락도 즐기는 

것.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이나 게임 등을 동시

에 즐기는 것(조선일보, 2007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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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표 16과 같이 해당 방문지역과의 시간거리가 길수록 방문확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명소길의 방문선택에 더 이상 접근성은 중

요한 요인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지

역의 분위기나 창조계급으로 분류한 예술가, 전문직 등의 방문자의 직업

군이 방문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내에서는 나이가 많고(30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명소길의 방문을 선

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의 중요도를 요인화한 독립변수 중 예술 및 문화관련시설과 주점 

및 클럽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쇼핑관련 업

종과 패션 및 식음관련 두 업종의 교호변수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명소길

의 방문선택 확률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소길에 방문

하는 소비자는 구매의사가 있는 지역에 방문하여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쇼핑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rameter Estimate Pr > ChiSq Odds Ratio
절편 -3.1612** 0.0243 0.0424

상권
거리 0.0197*** 0.0008 1.0199

해당지역 분위기 -0.5802*** 0.0083 0.5598

업종

문화관련 업종 -0.0178 0.9239 0.9824
쇼핑관련 업종 0.9126*** <.0001 2.4908
식음관련 업종 0.3202 0.1342 1.3774

쇼핑*식음의 교호변수 0.5203*** 0.0058 1.6825
밤문화관련업종 -0.0168 0.9376 0.9833

개인속성

응답자 연령 0.1281*** 0.0002 1.1367
창조계급 여부 -0.7676* 0.0525 0.4641
연간 소비액 -0.0299 0.3716 0.9705

월소득 0.0011* 0.0904 1.0011

표 16. 명소길 방문 결정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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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이터테인먼트 요소가 불리한 신규 상업가로의 입지를 극복

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문화’로 지칭

되는 활동보다는 체험적 소비요소가 강력한 방문유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설문시기가 이미 선택지의 상업공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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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점의 수요와 공급

6. 상점의 수요와 공급

 

젠트리피케이션이 가능한 지역은 주거지역 부동산 가치의 동역학에 영

향을 받는다(Hamnett, 1991). 이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지

대가 주거지역의 상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는 이미 스

미스(Smith, 1979; 1987 등)를 통해 강력히 주장된 바 있으나, 이를 상

업공간의 변화로 설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명소길

을 형성하는 상점 공간의 수요·공급으로 형성된 지대의 변화를 명소길 

변천의 기제로서 살펴보았다. 지대격차에 의해 소자본이 유입되며 지대상

승과 함께 업종구색이 변화하고 대자본이 유입되며 소자본이 구축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6.1 지대격차의 형성 : 인근 상권의 범람

6.1.1 혼잡효과 

상권은 개별 상점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일단 

형성된 상권은 집합적인 성격과 사용재로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

문에 순수소비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권의 형성을 시장기제로

만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한 비시장 공급기제로는 

티부모형, 클럽이론 등에서 살펴보고 있다.(김소영, 1995)
뷰캐넌이 명명한 클럽재(club goods)는 시설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경

우, 소비자의 수가 증대함에 따라 개인의 총비용곡선과 효용곡선이 우하

향하는 쌍곡선 형태를 보이며 비용곡선과 효용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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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최적규모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각 개인이 순편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MB=MC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클럽운영을 위한 총 비

용이 C인 경우 인원 증가에 따른 각 개인의 한계 부담액은  이 되

며, ×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 음의 부호를 갖

는 경우 ×는 한계정체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회원가

입에 대한 한계정체비용이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일치할 때 최적

인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규모가 확장되면 두 곡선은 모두 

상방 이동한다(그림 34).
상권의 경우 개인사업자들의 집적으로 인해 발생한 집합적 성격의 소

비재이나 소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경합적이나 혼잡으로 인한 편익

감소가 나타나는 혼합재로 분류할 수 있다. 더불어 상업활동이 골목상권

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뷰캐넌이 주장하는 

‘최적산출량과 최적회원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정된 상업공간

은 지대 지불능력에 따른 경쟁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이용용도에 

분화가 발생하고 밀집에 따른 상권변천의 정체기가 나타난다. 

그림 34. 사용인원에 따른 개인의 비용 및 효용변화 

자료 : Buchana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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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호를 가진 혼합클럽은 더욱 복잡하게 최적규모가 결정되는데, 
다양한 특성을 지닌 회원들의 무형의 성질(사회적 지위, 사교성, 종교, 
외모 등)도 함께 소비하며, 효용의 크기 또한 클럽의 이용 빈도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혼합클럽은 클럽재와 클럽회원의 성질을 동시에 소비한

다(소병희, 1993)는 관점에서 상권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전에 방문하던 지역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

이 너무 많아서라는 선택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권의 성장에 따른 혼잡비용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화

된 상업환경을 꼽은 응답자도 51명에 달해 프랜차이즈 업종의 무분별한 

진입이 상권 성장을 완화한다는 선행연구(김학희, 2007; 김흥순, 2010; 
김봉원 외, 2010 등)의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35. 이전 방문하던 곳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 이유(소비자 설문조사)

6.1.2 비용의 최소화 : 업주설문조사

1) 지대격차의 형성 

‘뒷골목’으로 인식되는 신규 상업가로는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사업가들

을 끌어들인다. 대형 상권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는 고정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미니 자본’을 활용해 젊은 창업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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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64) 스미스(Smith, 1979)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지대격차가 크

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자본의 투입이 발생하는데, 상업가로의 경우에도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업주의 공통적 특성이므로 지대격차가 커

지는 시점에서 신규 상점들이 진입하기 시작한다. 
기존상권과 신규 상업가로의 개별공시지가는 유사한 변화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신규 상업가로의 활성화 시기인 

2009년을 전후로 그 차이는 수렴해 간다. 공시지가는 임대료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지대를 대변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더불어 국내 임대시장에서는 ‘권리금’이라는 

초기 매몰비용이 존재하는데, 임대료 및 권리금 자료는 구득이 어려우므

로 주민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유추하였다. 

그림 36. 신사동 평균 표준지공시지가(좌)와 이태원동 평균 표준지공시지가(우)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지대격차로 인한 인근 상권의 이전 현상은 경리단길에서 나타났는데, 
이태원 1동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상점 공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

서 업주들이 인근의 경리단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7년 전 쯤에는 상가쪽으로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정도 했는데 

5년 전부터 붐이 일면서 입구 쪽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해. 이태원 

64) 서울경제, 2015년 5월 10일자. “‘신상’ 맛집, 넌 어느 골목에서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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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에 이면도로가 생겼거든 가게들이 포화상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

하고 지가랑 권리금이랑 세랑 다 오르니까 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이 

권리금 5천에서 1억은 줘야 들어가니까 이면도로로 갔다가 경리단으

로 온 거지.“ 
[경리단길, 노래연습장 운영, 59세 남, 건물주]

이태원 1동의 이면도로정비와 동시에 지대가 상승하면서 임대료 및 권

리금이 급등하여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리단길로 유입되는 현상은 

50년 간 지역주민으로 살아온 업주이자 건물주인 이태원 2동의 상가연합

회 회장 및 쌀집을 운영하는 업주 등의 이태원 2동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2) 업주 설문조사65)

업주 설문조사는 경리단길에 수제맥주전문점이 진입하기 시작한 2010
년을 기준으로 신규 진입여부를 구분하여, 신규로 진입한 상점 및 업주의 

특성 및 신규진입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지대격차의 대리변수로 임대료

의 적정선과 지불의사 액수의 차이를 사용했으며(허자연 외, 2015), 매
장규모를 통해 동네상점의 부티크화를 확인하고자 했다. 고정지출을 임대

료로 보고 지출대비 예상수익을 백분율로 변환하여 위험회피성을 측정하

고자 했으며, 업주특성으로 연령과 거주지를 독립변수로 탑재했다. 
2010년 이후 경리단길에 진입한 업주는 66개 응답자 중 31명에 해당

하며, 신규 진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 우도비 

검정 29.93, 스코어 검정 20.80로 모두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추정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65) 업주설문조사는 허자연 외(2015)에 사용한 설문조사결과를 수정, 보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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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및 단위

종속변수 진입상가 2010년 이후 개업한 상가

업주속성

업주연령 응답자의 연령

업주거주지 용산구 이태원(1, 2)동 거주 여부

위험회피성 현재 지불 임대료 대비 예상 매출의 비율

상점속성 매장규모 해당 점포의 크기(평)
지대격차 임대료차액 임대료 적정선과 지불의사 액수의  차이(백만원/평)

표 17. 경리단길의 신규 진입 결정모형의 변수

2010년 이후 경리단길의 상업화 초기에 진입한 상점에는 업주의 임대

료 지불용의액과 현 지불 임대료의 차이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진입 상점의 업주는 고정비용으로 

지출하는 임대료에 비해 예상 매출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점에 

대해 업주가 기대하는 가치인 잠재가치와 현 지대의 차이 즉, 지대격차가 

클수록 진입유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주가 판단하는 지대격차가 

평당 백만 원 상승할 때 상업화 초기의 경리단길에 진입할 승산이 약 

1.16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상수익률이 음(-)의 부호로 추정

된 것은 수익률이 낮아도 진입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가질수록 진

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신규로 진입하는 

상점일수록 10% 유의수준에서 매장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의 

소규모 동네상점에서 2차상권의 상점으로 대형화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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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Estimate Pr > ChiSq odds ratio
구분 절편 -12.3868 0.0059 4.2E-06

업주속성

업주연령 0.2116 0.0042 1.2357 
업주거주지 2.7118 0.0384 15.0564 
위험회피성 -0.017 0.3352 0.9998 

상점속성 매장규모 28.7644 0.0981 3.1E+12
지대격차 임대료차액 0.1495 0.0831 1.1613 

표 18. 경리단길의 신규 진입 결정요인 분석결과

추정결과를 통해 지대격차에 의한 경제적 유인과 매장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대격차 및 부티크화가 업주들에게 신규 

상업가로의 상업화 초기에 진입 유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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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대변화 : 업종선택성

6.2.1 업종의 변화

기존상권에서 분리되어 신규상권으로 유입되는 업종은 임대료의 지불

용의가 상승된 임대료보다 작은 경우이다. 상점의 임대료는 업종별로 상

이하며(이채욱, 2013), 이는 업종별 회전율이나 객단가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임대료 지불용의가 낮은 업종들이 

신규상권으로 분리되어 나온다. 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음식점이 

따라온다는 주장(염지혜‧양승우, 2014)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식음관련 업종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회전율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출

에 상한선이 존재하고, 임대료의 상승은 이윤을 감소시켜 기존상권에 입

지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러한 상권 분화의 선도업종은 배달음식점을 포

함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중국음식점을 제외한 유흥주점 및 별식/퓨전요

리 등의 업종이며, 상권이 활성화될수록 다른 업종들이 진입할 것으로 판

단된다. 
식음관련 업종은 회전률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출에 상한선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상권의 확장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할 

용의가 없는 소규모 식음관련 업종이 이탈되어 신규상권을 형성한다. 상
권 활성화 과정에서 객단가가 높은 업종으로 천이가 발생한다.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 지오비전(2013)에 의하면 업종별 객단가는 음식점이 3~4
만 원으로 가장 작고 그 다음 소매점, 생활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경우 1998년 이후 업태별 음식점수의 변화가 대

동소이 하나, 경양식과 한식이 점차 감소세에 있으며, 가로수길의 경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 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인 2007년 이후 

경양식이 크게 늘고 한식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권형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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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퓨전 음식점의 집중적 등장으로 업종의 선택성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림 37. 압구정로데오거리(좌) 및 가로수길(우)의 업태별 일반음식점 추이

자료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이는 경리단길의 일반음식점 추이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경리단길에서

는 경양식과 분식의 업태를 보이는 일반음식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장진우다방, 원스어폰어쉐이크 등의 카페와 토닉커리, 비스테카, 아방가

르드 루프탑 등의 경양식을 판매하는 상점들의 업태가 기타로 분류되어 

분식에 포함된 통계인 것을 감안하면, 활성화시기의 가로수길의 업태별 

음식점 수 변화와 유사한 패턴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8. 경리단길 업태별 일반음식점 추이

자료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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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로수길 대상지의 개별공시지가 분포를 살펴보면 가로수길 주 

가로의 양쪽 진입부를 제외하면 주가로가 가장 높은 지가분포를 보였고, 
다음이 서측 이면도로인 ‘세로수길’, 동측 이면도로 순으로 지대차이를 

보였다(그림 39). 

그림 39. 가로수길 

개별공시지가

(2012년, 단위: 백만원)
가로수길 내 지대 차이에 따라 업종별 분포 특성이 상이한데, 가로수길

의 주요 업종인 의류 및 뷰티 등의 패션관련 업종이 가로수길의 주 가로

에 면해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가로수길에 가장 많이 입지한 음식

점인 경양식 및 카페는 가로수길의 이면도로 위주로 집중되고 있음을 관

찰할 수 있다(그림 40). 이는 업종의 객단가나 회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매점에 비해 음식점이 입지에 덜 예민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지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지로 

이동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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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가로수길의 패션관련 업종(좌) 및 경양식·카페(우)의 분포 변화(2007년, 2014년)

6.2.2 업종과 상업경관의 변화

업종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리단길 초입에 있는 서울시 용산구 회나

무로 3의 건물의 상호가 나온 입면 사진을 다음 지도의 로드뷰와 연구자

가 촬영한 사진을 통해 살펴보았다. 상업화 이전인 2009년에는 부동산, 
금은방, 자동차대리점, 핫도그판매점(Kaffa Buns), 설비업소, 간판, 한식

당(백반집), 열쇠가게 등 ‘동네가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층에는 보

습학원, 3층에는 교회가 입지해있었다(그림 41). 이는 근린상권의 전형

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 112 -

그림 41. 용산구 회나무로 3 건물의 업종구성(2009년 6월) 
사진출처 : map.daum.net

2010년에는 간판정비사업과 동시에 보습학원이 영재교육원 및 영어학

원(YBM 리딩클럽)으로 변경, 간판가게가 ‘유명광고’로 상호를 변경, 남
산골 식당이 위치함(사철탕 및 삼계탕). ‘The Concorde‘라는 세 평 남짓

한 칵테일 바가 생겼다(그림 42).

그림 42. 용산구 회나무로 3 건물의 업종구성(2010년 10월)
사진출처 : map.daum.net

2011년에는 현재까지도 영업하고 있는 유일한 업소인 BAO라는 아시

안 퓨전 볶음요리전문점이 등장했다. 이 변화를 시작으로 매년 업종 및 

경관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그림 43).



- 113 -

그림 43. 용산구 회나무로 3 건물의 업종구성(2011년 4월)
사진출처 : map.daum.net

2012년에는 기존의 자동자판매점에 쭈쭈빠빠(ZZuZZubbabba)라는 바

(Bar)가, 설비업체 자리에 은행이, 열쇠가게 자리에는 현재는 프랜차이즈

가 된 뽀르게따(Porchetta)라는 샌드위치전문점이, 백반집 자리에는 Tu 
Can이라는 자메이카와 브라질 스타일 치킨집이 생기면서 동네가게 위주

의 구성이 크게 변했다. 근린상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점은 간판업체

(유명광고)만이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그림 44).

그림 44. 용산구 회나무로 3 건물의 업종구성(2012년 6월)
사진출처 : 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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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에는 쭈쭈빠빠라는 바(bar)가 위치했던 자리의 오른쪽 

반쪽에 수제맥주를 취급하는 레스토랑 피어39(PIER 39)가 생겼으며, 
2013년 후반기에는 나머지 자리에도 더스프링즈 탭하우스(THE 
SPRINGS TAP HOUSE)라는 수제맥주 전문점이 마저 들어섰다(그림 

45). 

그림 45. 용산구 회나무로 3 건물의 업종구성(2013년 4월)
사진출처 : map.daum.net

2014년에는 마침내 간판가게가 없어지고 그랜드파(Grandpa)라는 치킨

체인점(림스치킨)이 입지했으며, 은행이 없어지고 네일관리전문점이 들어

섰다. The Concorde라는 칵테일바 자리에는 파고(FARGO)라는 커피전

문점이 생겼다(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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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용산구 회나무로 3 건물의 업종구성(2014년 1월)

2014년 3월에는 외부 데크를 상점의 야외테라스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서 경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주킨(Zukin, 2010)은 이러한 노천카

페를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시적 표시”라고 표현했다. 더불어 봄이 옴과 

동시에 경리단길의 유동인구는 크게 증가했다(그림 47). 

그림 47. 용산구 회나무로 3 건물의 공개공지의 테라스화(2014년 3월)

2015년에는 마침내 2층의 보습학원이 없어지고 일식 퓨전 레스토랑이 

들어서기 위해 공사 중이다. 1층에 장기간 입주했던 부동산은 음식점으

로 교체되었고, 3, 4층에도 기존에 사용되던 업종이 철거중이다(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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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용산구 회나무로 3 건물의 업종구성(2015년 3월) 
경리단길 초입의 회나무로 3 건물의 업종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채욱

(2013)의 업종별 임대료가 낮은 순서대로 근린상점에서 유흥주점으로 

퓨전(경양식), 치킨, 카페 및 뷰티관련 업종이 순차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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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대상승 : 대자본 유입 및 소자본의 탈각

6.3.1 대자본의 유입과 프랜차이즈의 진입

가로수길에 자리잡은 전용 66㎡ 기준 점포의 월 임대료는 2008년 300
만원에서 350만원에 형성되어 있던 임대료가 2013년 1천만 원으로 세 

배가량 급등했으며 2013년 거래되는 권리금은 4억 원을 웃돈다. 반면 압

구정로데오거리는 권리금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으로 2008년에 

비해 반 이상 감소했다.66) 2013년 11월 대기업의 의류사업 계열사가 기

존 임차인보다 3배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왔다. 그 옆 5층짜리 건물 

역시 대기업이 2012년 1월 160억 원에 매입했다. 2013년 가로수길 메인 

입지 보증금이 3억~11억원이며, 월 임대료는 1400만~4700만원이다. 지
난 2009년 보증금이 8000만~2억5000만원, 임대료가 310만~590만 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간 무려 6배 넘게 뛰었다.67) 경리단길에서는 

1년 전에는 3.3㎡당 5000만원에 거래되던 곳이 지금은 7000만원까지 올

랐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세입자보다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안

정적으로 줄 수 있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며,68) 대기업 유입

과 동시에 소자본 창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69) 

소자본의 탈각은 동시에 마르쿠제가 주장하는 진입장벽(exclusive 
displacement)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업종의 다양한 구색으로 활성화

된 상권이 제이콥스가 주장하는 다양성의 자기파괴로 이어져 결국 소자

본이 형성한 지역 이미지를 상실하고 매력적인 상권으로서의 유인을 잃

66) 아주경제, 2013년 5월 6일자. “”‘옛거리’의 신음…권리금…임대료 따라 상권 이동“
67) 아시아경제, 2014년 2월 19일자. “삼성도 감당 안되는 가로수길 임대료 ”
68) MK뉴스, 2013년 8월 6일자. “신사동 가로수길, 내쫓기는 소규모 세입자 ‘돈없으면 나가

라’”
69) 전자신문, 2015년 7월 26일자. “문화거리 점령하는 화장품 매장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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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역진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순환적 고리를 레이(Ley, 
1987)는 기개발지와 신개발지 사이에 이중적 과정으로서 자본 전환의 

‘입지 시소(locational seesaw)’현상으로 설명했다. 도심과 교외를 크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도심과 교외의 지대격차를 기준으로 순환개

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불균등 개발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상업가로의 활성화에 따라 위험 회피적 경향의 업주와 건물주에 의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점차 진입하게 된다. 이는 업

주의 위험 회피적 성향과 맞닿아 있는데, 해당 상권에서 프랜차이즈의 개

업을 통해 업주가 실험적으로 상점을 운영하고 경험을 쌓은 후 자신만의 

상점을 개점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S 커피전문점 점포개발팀 부장과

의 인터뷰).
2011년을 기준으로 2014년에는 가로수길의 대로변 상점의 20% 이상

이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교체됐으며, 표준화된 점포들로 인해 공간이 획

일화 되었다(이민정, 김승인, 2014). 미디어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디자이너 쇼룸과 편집숍, 개성 넘치는 보세 가게로 한국의 소호거리

라 불렸던 신사동 가로수길이 대기업 브랜드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

로 채워지며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70) 그러나 홍보매장 

또는 체험판매장 개념의 상점이 많고, 매출도 2013년대비 2014년 초반

에 30% 가량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71) 압구정로데오거리

와 유사한 상권 정체의 위기72)가 도래할 우려를 사고 있다. 

70) MK뉴스, 2013년 8월 6일자, “신사동 가로수길, 내쫓기는 소규모 세입자 ‘돈없으면 나가

라’”
71) 아시아경제, 2014년 2월 19일. “삼성도 감당 안되는 가로수길 임대료 ”
72) “압구정로데오 상권의 핵심지역인 'ㄴ'자 거리의 패션 매장들은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대

부분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 매장들이 입점했던 건물들을 중심으로 전체 층이 

텅 빈 건물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면의 식당 및 카페들도 빠져나가 공실이 다

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더벨, 2014년 12월 3일자. “가로수길에 밀린 압구정로데오 살

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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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체인점은 패션업종 중 보세로 구분된 상점을 제외한 값과 화장

품 체인점, 뷰티 앤드 헬스(beauty & health)로 분류되는 업종 및 미용

실 체인점, 편의점으로 간주하여 살펴보았다. 식음관련 업종은 프랜차이

즈 여부에 대한 분류가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로수길의 프랜차이즈 업종의 개수는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30개에서 225개로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패션상권으

로 각광받는 가로수길의 프랜차이즈는 주로 패션 관련 업종과 식음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주 가로에는 건물전체를 임대하는 형식의 다국적 

브랜드의 체험판매장과 국내 대기업의 SPA브랜드 및 신규 브랜드의 체

험판매장이 입지해있고 이면도로에는 국내 대기업의 음식점 체인과 편집

샵 체인점들이 2010년 이후 꾸준히 진입했다. 2010년을 전후로 프랜차

이즈 업종이 대거 진출했으며, 이후에는 프랜차이즈 상점이 프랜차이즈 

상점을 대체하는 과정이 관찰되었다(그림 49, 그림 50).
프랜차이즈의 진입은 다른 동종 및 유사 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의 진

입지표로 작용하여 연쇄적 입점을 유도한다. S커피전문점의 입지는 C커
피전문점 및 O뷰티앤헬스 점포, D도너츠 점포 등의 점포개발 지표로 활

용되며, S커피전문점 역시 C커피전문점 등의 입지를 확인하고 신규 점포

를 출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 커피전문점 점포개발팀 

부장과의 인터뷰). 정보습득비용이 불필요한 프랜차이즈의 입지는 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경리단길은 소규모 체인점인 이태원에 1호점을 둔 피자전문점, 김밥전

문점(2013년 10월) 등) 등 소수의 체인점만을 유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3월 대기업 커피전문점의 경리단 입점을 필두로 안경전문 체인

점(2014년 7월), 제과 체인점의 체험판매장(flagship store, 2014년 11
월), 외국 핸드메이드 화장품 브랜드의 스파시설을 접목한 체험판매장

(2015년 1월), 대규모 커피전문점(2015년 6월)이 잇따라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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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가로수길의 프랜차이즈 상점 분포 변화(2007년~2010년)

그림 50. 가로수길의 프랜차이즈 상점 분포 변화(2011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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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중 일부는 수수료매장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위험회

피를 하는 경향이 있다. 매출상승이 기대되는 기활성화된 상권에서는 건

물주의 선호가 대자본 쪽으로 기우는 요인이 된다. S 커피전문점의 평균 

임대료가 3~4천만 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건
물주들은 정보공유를 통해 담합하여 임대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안정

적 상권에서 SPA 브랜드 등의 대형 의류매장은 객단가가 높고 홍보매장

의 개념이기 때문에 홍대 중심가로에서는 기꺼이 1억 원 상당의 임대료

를 지불한다. 이는 회전률이 최대화 된다 하더라도 식음관련한 소매업종

이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을 상회한다. 이러한 경향은 소자본 상점

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상점의 진입이 더 이상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 더불어 대기업의 체인점들은 유사업종의 매출액을 추정

하여 진입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종의 진입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 

진출의 지표로 작용한다(S 커피전문점 점포개발팀 부장과의 인터뷰).
대형상점이 진입하면서 건물의 상층부 용도가 변경되고, 지역의 자연스

러운 발전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고유한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부정적 시

각 교차. 지역이미지를 형성했던 창조인력들을 내몰아 가로수길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이양희, 2009; 김흥순, 
2010; 박진호, 2010; 김봉원 외, 2010; 이나영 안재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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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지대상승에 의한 업종 및 거주민 변화

1) 대자본의 부동산 매수 및 입점 관리

 경리단길 초입에 위치한 이태원동 671외 2개 필지와 650번지는 (주)
무궁화신탁이 2013년 6월 20일과 2013년 6월 28일에 각각 매입하여 소

유권이전을 마쳤으며, 이후 경리단길에서 유명세를 탄 멕시칸 레스토랑을 

5년 임대료 동결을 조건으로 2층 주택을 용도변경한 후 입점시켰다. 경
리단길 중심에 위치한 이태원 227-28번지의 경우는 외식프랜차이즈법인 

(주)FC천상73)이 2014년 중반에 매입하여 재건축(2014년 12월) 후 청

담동의 유명 레스토랑의 2호점 및 다양한 식음관련 업종을 입지시켜 유

명세를 타고 있다. 그밖에 유명연예인들이 2012년과 2014년에 경리단길 

중반의 건물들을 매입하여 세간에 화재가 되기도 했다. 2015년 7월 현재 

경리단길 상부의 한정식집은 자산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임대업 관련업체, 부동산신탁업체 등이 

경리단길의 건물들을 매입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경리단길의 주 가로인 회나무로와 대로에 면한 

녹사평대로의 110개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변화74)를 살펴본 결과, 6개 

집합건축물을 제외하고 2009년 이후 최종 거래된 건축물이 45개에 해당

하며 2012년 이후 거래가 그 중 36개에 해당한다. 2012년 이후 거래된 

건축물 소유주의 거주지가 동일 주소지인 경우 즉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 건물뿐이며, 건물주의 주소지가 강남지역인 경우가 

13개, 법인 소유 7개로 투자목적의 매입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축물 중 2개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도 7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

73) ㈜FC천상은 1999년 시작한 외식사업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한 

“이태원 천상”의 프랜차이즈사업본부 법인

74)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에는 대부분의 경우 현소유주만 공개되어 있어 과거기록

을 추척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최종 거래일자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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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됐으며, 2009년 이후 이태원 2동 거주자가 여러 개의 건물을 매입하기

도 했다. 2010년 이후 8개의 신축이 발생했으며, 모두 건물을 새로 매입

한 경우이다. 

그림 51. 경리단길의 건축물들의 최종 소유권 이전 시기

총 110개 건축물 중에서는 23개가 강남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건물이

며, 법인소유의 건물이 총 12개로 전체 필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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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경리단길의 강남지역 거주 및 법인 소유주의 건물이 속한 필지

이러한 여러 번의 소유권 이전은 자본 동원력이 있는 대자본의 유입을 

의미한다. 기업은 향후 부동산의 가치상승을 기대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브랜딩, 업종선택, 경영참여 등의 부동산 관리를 통해 토지효용을 극대화

한다. 
“저희는 2호점 매장 계약 당시 주거로 사용하던 2층 매장을 용도변

경해서 들어왔어요. 시설투자에 대한 권리금은 안 받기로 하고 5년 계

약기간은 보장해주기로 건물주랑 합의가 돼서 계약한 거에요.” 
[경리단길, 멕시칸 음식점 운영, 32세 여]

2012년부터 경리단길 중반에서 영업하던 중 대로변 건물의 2층에 2호
점을 낸 이 식당의 경우, 2013년 해당 건물을 매입한 법인명의의 건물주

와 합의하여 5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포기할 것과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일부를 리모델

링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해당 건물의 옆 건물도 같은 건물주로 그 건

물의 2층도 같은 조건으로 입주했다고 전했다.  
대자본의 유입은 블록버스팅(blockbusting)75)과 유사한 중개업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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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증대를 통해 가속화되어 권리금의 형태로 의제자본을 형성하기도 한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손바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기

업의 세불리기76)도 이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김남균, 2012). 대
기업이 제시하는 높은 임대료는 지대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고 이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업주만 살아남는다. 
한정된 자원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성

이 낮은 주체에서 생산성이 높은 주체로 이동한다. 
대자본의 유입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소유주가 소유지에 신

축 또는 리모델링 등 가치상향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은 임대료로 전가되며, 일부는 외부성의 형태로 경

상비(overhead, 간접비) 가격을 높인다. 삼청동의 초기 신진 작가와 신진

디자이너들의 갤러리, 디자이너샵들은 삼청동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게

끔 하는데 일조했지만, 이들의 문화적 가치향상의 노력은 급격한 지대상

승으로 이어졌다(한정훈, 2010). 이렇게 탈각된 소자본은 대안공간을 찾

아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가 되면 또 어김없이 대자본이 진입한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방불케 한다.
 

2) 동네 상점의 구축

5년 이상 영업해온 기존의 상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안전

망 밖에 존재하고 있어 생존권이나 상권형성에 대한 권익 등을 보호받을 

길이 없다. 지불용의가 큰 행위자가 진입하게 되므로 업종과 임대료의 상

75) 블록버스팅 (흑인·소수 민족 등을 전입시켜 백인 거주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부동산을 싸

게 팔게 하는 투기꾼의 수법) 
76)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업종별로 임대료가 상이한데,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한 SPA 브랜드 

매장의 경우 주요 상권에 경쟁적으로 입점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데, 이
는 건물주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공유되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S커피전문점 점포개발팀 부장,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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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에 의한 필연적 결과다. 높은 임차료와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금은 

‘자영업자 푸어’를 양산하는 기본 조건이다.77) 건물주 바뀌며 기존 손님 

줄고 비용만 늘어 진통을 겪는 업주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매출은 몇 년

째 동결된 반면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은 상승했기 때문이다.78)

신규로 진입하는 업종들로 인한 경쟁에 의해 임대료는 상승하고 이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동네 상점들을 몰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경
리단길에서 16년간 쌀집을 운영해온 업주(52세, 남)에 따르면, 동네상인

들은 대부분 장기임대차 업주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구축된 사례가 많

다. 해당 쌀집의 경우 15년간 30만원이던 월세가 2014년 150만원으로 

급격히 올라 권리금도 없이 이주해야 했고, 2012년부터 운영해온 멕시칸 

음식점의 경우 4평짜리 45만원 월세가 건물주가 바뀌면서 2014년 150만
원으로 올라 업주(32세, 여)는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까지 버티려는 계획

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존 상인들이 떠난 빈자리는 지불능력이 있는 

외지인 상대의 특정 업종이 채우게 되었고 따라서 몇몇 업종의 수가 지

배적으로 증가했다. 기존에 경리단길을 구성했던 음식점들은 동네 거주민

이나 대사관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음식점이 주

를 이루었으나,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음식점들은 대부분 외부 

방문객을 표적화한 주점이나 카페 등이다. 이러한 음식점들이 인기를 끌

면서 동종 업종인 음식점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철물점, 
설비업체 등을 몰아내고 있는데 이는 그림 5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설비업체였던 곳에는 대규모 커피 체인점이, 세탁소는 퓨전 

돼지고기전문점에서 다시 수제버거전문점이, 화장품 가게와 철물점은 트

렌디한 바(bar)가 입지해있다. 

77) 시사인, 2015년 5월 8일자. “다음 생에는 건물주로 태어나고 싶다”
78) 한강타임즈, 2015년 4월 11일자. “정보가 바꾼 상권…특화상권 지고, 이면상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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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경리단길(이태원2동)의 업종별 사업체수 변화

자료 : 서울통계정보시스템, 2015

가로수길의 경우 지역에서 유명세를 탔던 산부인과와 근처 약국들, 철
물점, 디자인사무소 등이 대부분 패션관련 소매상점으로 대체되었다. 주 

가로에 입지해있던 근린 상점은 이면도로로 밀려나갔으며, 현재는 더 찾

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림 54는 2007년과 2014년의 프랜차이즈 상점, 
2007년의 2014년의 근린상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프랜차이즈 상점

이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로수길의 주 가로에 면해 집중적으로 증가

한 반면, 주 가로에 입지해 있던 근린상점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이

면도로로 입지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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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가로수길의 프랜차이즈 업종(좌) 및 근린상점(우)의 분포 변화(2007년, 2014년)

경리단길의 음식점 수는 그림 55과 같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분포지역

이 경리단길의 초입에 집중되어 있고, 그림 56에서 파악할 수 있듯 기존

에 있던 근린상점을 대체하여 음식점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

다.

그림 55. 경리단길의 음식점 분포 변화(2009년 1월(좌)과 2015년 5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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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경리단길의 근린상점 분포 변화(2009년(좌)과 2014년(우))

3) 주거민의 구축

서울시 상업가로의 급격한 상업화는 동네상점의 구축뿐 아니라 소비공

간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거주민 구성도 변화시켰다. ‘골목길의 개

성상인’79)이라 불리는 업주들이 주거용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입점하면서 

기존 거주민이 구축되었고, 떠나간 동네가게의 업주가족도 인구감소에 한 

몫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업시설의 장악력은 해당 주거지역의 교통이나 

치안 등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켰고, 열악해진 주거환경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생겼다. 건물주의 경우 상업화로 인한 주거서비스업의 구축이 가

져오는 효용감소가 지대상승에 대한 긍정적 기대심리보다 큰 경우 탈각

할 수 있다. 진창종(2013)은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지역이 유명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기존 거주자들이 외부로 밀

려나가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는 세로수길이, 경리단길의 경우 ‘보석길’이 주택가

의 이면도로에 상점이 진입하여 주거지를 잠식한 사례이며, 경리단길의 

음식점수 변화와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본 결과 그림 57와 같이 주거지역

79) 경리단길, 서촌, 연남동 등에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상가들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골목상

권을 만들어 낸 상인들을 일컫는 말(SBS스페셜,  2014년 8월 3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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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업화가 거주민을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57 경리단길(이태원2동)의 주민등록인구와 음식점 수 변화

자료: 서울통계 및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6.4 업주 면접

6.4.1 업주 면접

여러 명의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형매장 및 체인점들은 업주 인터

뷰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현재 소규모로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신규 상업

가로인 경리단길과 성수동 수제화거리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

행했다. 각 지역의 단체들은 단체의 웹페이지 및 안내책자, 인터넷 뉴스,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자료수집 후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했다.   
기존 동네 상점의 업주들은 해당 명소길이 명소화되기 전부터 그 지역

의 터주대감으로 오랜 기간 업장을 운영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경
리단길의 경우 지역의 고립성 및 주택 임대차가 월세로 이루어지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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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20년 이상 상점과 주거를 동시에 임대하며 영업해온 업주들이 많

았다. 업장을 운영한지 5년 이상 된 상점이 대부분이어서 임대차보호법

의 안전망 밖에 있어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저희도 지난 15년간 월세 30만원에서 15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이사가야죠. 장기 영업자들은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죠. 저는 오히려 

그동안 싸게 월세 준 집주인한데 고마워요.(중략) 카페, 태국식당 등

이 생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지 새로운 

업종에 뛰어들지는 못해요. 임대료가 오르면 상인들은 업종을 변경하

는 게 아니고 이주해야죠.” 
[경리단길, 쌀집 운영, 48세 남]

“임대료 올리면 남는 게 없어요. 지금도 겨울엔 세도 못 내는데... 
우리(남편)는 세탁소 그만두고 강원도 가서 살 거에요. 요양보호사 자

격증 따려구요.”
[경리단길, 세탁소 운영, 68세 여]

“원래 동네 유지의 상가들 동네장사였는데 5년 전서부터 프랜차이

즈 같은 외국인 음식이 하나둘씩 들어왔지.(중략) 건축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내보낼 수가 있

거든. 기간이 안 되어도. 그럼 나가야돼. 법에 준하는 거니까. 기존 사

람들은 다 불안한 거야.” 
[경리단길, 노래연습장 운영, 59세 남, 건물주]

임대료가 급등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낙담이나 좌절의 감정을 보이기

보다는 매우 수용적이었고, 업종의 변경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태도를 보

였다.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업장을 내주는 상황에 대해서도 준법한 

행위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기존의 동네가게 주인들은 오

랜 기간 거주해온 지역을 이탈하여 보다 형편에 맞는 지역으로 이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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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점의 운영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
존 동네상인 중에는 70세 이상의 업주도 있어서 지난 34년간 운영해온 

상점을 내놓고 일을 그만두려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초기 진입한 업주들은 임대료 상승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인 경우

가 대부분이었으며, 향후 임대료 인상 요구가 계속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를 보였다.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죠. 부산이나 제주도 

가서 차릴 거에요.” 
[경리단길, 남미 음식점 운영, 26세 남]

현재 2호점을 대로변에 내고 영업 중인 음식점의 경우, 1호점 임대료

가 급등하자 이는 지인에게 전대차 계약중임을 밝혔으며, 장사가 잘 되어 

2호점을 확장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단골고

객이 지출하던 객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영업수익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

았다고 설명했다. 초기 진입자들의 경우 대기업 체인점의 진입에 대해서

는 동네 고유의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후발 창업자들은 이국적인 상점보다는 이전에 해당 상업가로를 입소문

나게 한 업종을 모방하여 업종을 선정했거나 현재 경리단길에서 우세한 

업종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가구점을 여기서 했는데 이 길이 너무 바뀌어

서 저랑 제 동생이 업종을 바꿔서 주점으로 재오픈을 했어요. 여기 그

런 데가 몇 집 있어요. 권리금이라도 받아야죠” 
[경리단길, 카페 및 주점 운영, 33세 남]

“경리단에 오픈하게 된 이유는 여기가 뜬다고 하길래. 근데 가게가 

없더라고요. 잘 나오지도 않고. 장사하는 친구들이 장사 잘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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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내 놓겠어요. 어떻게 이 위쪽에 두 자리가 났다길래 (디저트상점

이랑 식당을) 같이 하게 됐는데 요즘 후회해요. 이태원 1동에서 장사

하다가 잘 될 것 같아서 열었는데 잘 안돼.”
[경리단길, 터키식 디저트전문점 및 식당 운영, 남]

“가로수길에서 (장사)하다가 거기는 너무 비싸지고 여기가 괜찮다고 

해서 왔어요.” 
[경리단길, 맥주전문점 운영, 40세 남]

“놀고 싶고, 이 지역 라이프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시작했어요. 어
차피 내가 들이는 돈은 없으니까 1~2년 한번 연습해 보고, 저 앞쪽에 

제대로 된 거 차릴 거에요.” 
[경리단길, 카페 및 주점 운영, 33세 남]

해당 지역의 장기거주자인 업주는 아버지가 임대하던 업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트렌디한 식음업소로 운영 중이다. 업주들의 세대교체가 두드러

지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경리단길 초입의 건물주도 운영하던 쌀집의 영

업을 중단하고 아들이 관리를 맡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이

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입한 업주는 예상보다 매출이 적어 

난감한 기색을 보였으며, 현재는 운영을 접고 해당 상점은 다른 커피체인

점의 분점으로 교체되었다. 후발 진입자들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

리로 현재 경리단길에서 우세한 업종을 선택하여 창업했으며 잘 될 것이

라는 기대심리가 지배적이었다. 건물주인 한 업주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

본축적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경리단길 초입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건물주(51세, 남)의 경우에는 해

당 건물에서 아버지가 40년 넘게 운영해온 쌀집을 정리하고 임대사업자

로 전향예정이었다. 경리단길 중반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건물주

(59세, 남)는 더 비싼 가격에 대기업에 매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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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5년 6월 대형 커피전문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명소길의 진입유인 및 영업 목적은 각 단계별로 상이한데, 주거지 인근

에서 동네주민을 상대로 하는 상점에서 지역 고유의 구매력을 표적화한 

상점으로 변하면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입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다양한 업종을 통한 부티킹

을 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상충되며, 잘 되는 업종을 선택하여 진입

하는 후기 진입자의 특성은 지역특성과 무관하게 유사한 상업경관을 양

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되었다. 업주들의 인터뷰를 통해 가로수길

에서 경리단길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경리단길에서 성수동으로 업주들

의 이동경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임대료의 상승에 대해서는 기존 장기 영업자들은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반면, 초기 진입자들은 적극적인 반감 표출과 함께 추가 인상의 경우 이

주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기 진입자들은 임대료가 오르면 권리금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허자연 외(2015)가 주장

한 것과 같이 권리금의 형태로 의제자본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후기 진입자들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어도 상권은 좋아질 것

이라는 장소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보였으며, 해당 명소길에 대한 애착이 

초기 진입자보다 덜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시기별 진입 업주들의 성향과 

변화하는 상권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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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동네 상점 초기 창업자 후발 창업자

진입유인 거주지 근처
지역 수요층을 겨냥한 

창업
상권 활성화에 편승

업종변화에 

대한 태도
무기력함 적극적이고 실험적임 모방적임

임대료 

상승에 대한 

태도

수용함 
반감을 표하며 이주를 

계획함
권리금 상승을 기대함

향후 상권 

변화에 대한  

의견

비관적임

중립적이며, 분위기가 

바뀌면 이탈하려는  

의지를 보임

본인의 노력이 

아니어도 상권은 

좋아질  것이라 기대함

표 19. 경리단길의 시기별 창업자들의 상권 변화에 대한 태도

6.4.2 업주 조직의 변화

업주 조직은 지역의 변화에 대한 권한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가 

젠트리피케이션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민의 참여정도는 아른

스테인(Arnstein, 1969)의 시민참여사다리를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조작 : 비참여의 단계

기존 이태원2동의 상가번영회는 총 8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월 기준). T커피전문점을 제외한 82명의 상점은 지물포, 주차

장, 백반집, 전파사 등 기존 동네상권을 구성해온 업소들이다.80) 경리단

길의 변화에 대해 상가번영회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무대책으로 그

80) 이태원2동 상가번영회 회비 납입 현황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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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있는 거죠. 대안이 없어요.” 
[상가번영회 총무, 48세 남]

“이제 유흥 업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은 빨리 손을 털고 나가야돼. 권리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내가 

절충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만 살던 사람이 다른데 가서 생소하고 뭘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련을 못 버려.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나

는 거야” 
[상가번영회 회장, 59세 남, 건물주]

20여 년간 쌀집을 운영해온 업주는 새로운 세입자들은 젊은 층이고 외

국인이기 때문에 교류가 없다고 언급했으며 상업환경의 변화에 대해 무

기력한 태도를 보였다. 회원들이 많이 떠나가서 현재는 모임의 횟수가 줄

었고, 연합회에 대해서는 관조적인 입장이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이나 상업환경의 변화는 준법한 현상이므로 불가항력적이라

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한의 권리금을 받고 시장에서 퇴장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자생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

지고 있으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대책을 논의하는 수준의 활동으로 조

직활동이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2) 주민통제 : 시민권력의 단계

경리단길 이면도로 중 하나는 “보석길”에는 매스컴을 탄 업주인 J씨를 

위시한 상점들이 모여 있다. 이들 상점들은 기존 다가구 주택의 1층을 

개조해서 창업한 점포가 대부분이다. 
“업주들끼리 친해요. 몇 번 만났는데, 영업시간이 달라서 많이는 못 

만났어요. (중략) 아마 OO가 잘 알거에요. 다들 친구에요.” 



- 137 -

[디저트 전문점, 33세 여]
디저트 전문점의 업주는 J씨의 소개로 친구와 함께 창업했다. 이 길의 

상당수의 점포가 지인의 소개로 영업을 시작했다. 보석길의 상점들은 상

권번영을 위해 “보석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벼룩시장을 연 2회 정기적으

로 개최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보행환경 개선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81) 이러한 다양한 업종의 집적과 교류는 부티킹을 위한 촉매제

가 된다. 최근에는 보석길의 21개 상점들의 위치와 연락처 및 영업시간, 
특징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이는 자생적인 네트워

크로, 모든 사업이나 활동들을 회의를 통해 정하고 활동비는 스스로 충당

하는 형태의 시민통제형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민들

이 사용하는 골목을 점령한 행사나 유흥시설의 유입으로 인한 거주민과

의 마찰, 부동산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새로운 진입장벽 형성 등

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석길 외에도 경리단길에는 자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는 학연

을 바탕으로 집적한 디자이너 그룹이다. 2011년 320카페+디자인사무소

가 개업한 후, 이들의 지인인 두 명의 디자이너가 유입되어 현재 이 골목

에 세 개의 디자인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양희은·손용훈, 2014).

3) 정보제공 및 회유단계 : 명목적 참여 단계

가로수길도 초기 형성기에는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특정 인맥을 

기반으로 업주들이 모이는 양상을 보였다.82) 그러나 대자본을 등에 업은 

81) 2014년 5월 메종 “보석길의 이야기꾼, 장진우”
82) “입주 건물이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나오게 됐어요. 옆에서 꽃집을 하던 진숙씨와 같이 카

페를 차려볼까 하던 참에 이곳에 작업실이 있던 신경옥 선생이 가로수길로 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엄두를 못 냈죠. 당시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무척 썰렁했거든

요.” [블룸앤구떼, 조정희대표] 
  신경옥씨는 블룸 앤 구떼뿐 아니라 싸이의 엄마인 김영희씨가 이곳에 문을 연 식당 ‘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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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들이 S커피전문점을 필두로 차례로 입점하자 기존의 네

트워크는 와해되고 새로운 장소마케팅 업체가 가로수길의 지도를 제작하

고 홍보하면서 지역의 행사를 주도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이노버코리아는 2010년 설립 이후 ‘더단골’이라는 가로수길 지도 및 상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가로수길에 입지

한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책자를 발행하고 가로수길을 홍보하기 위해 면

세점, 지하철역 등에 책자를 비치하여 가로수길을 상품화했다. 가로수길

에서 매년 콘서트, 자전거 행사 등을 기획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소 마케팅 업체로 업역을 확장하고 

현재 중국지사를 설립하여 활동 중이다. 

4) 치료 및 협동관계 : 혼합형 

2000년대에는 상인연합회, 지역건물 소유주, 주민 연합체가 활동했으

나(김소연, 2009), 최근 침체된 상권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권리금이 감

소하여 우려하기 시작한 건물주들이 사단법인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응하기 시작했다. 압구정의 건물주들은 몇 십 년간 해당 지역에 부동산

을 소유한 사람들로 기존 압구정로데오거리가 지녔던 고급상권이라는 이

미지를 고수하고자 한다. 
“규제가 많아요.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끔 해요, 이 동네가. 

(중략) 여기를 꽉 잡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죠. 제가 지금 60
년생인데 제일 막내에요.” 

[(사)압구정로데오 이사장]

‘콰이 19’ ‘모던 밥상’ 등을 꾸미면서 가로수길의 색깔을 내는 데 큰 구실을 했다. (한겨레, 
2008년 6월 11일자. “가로수길이 뭔데, 아직도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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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압구정로데오는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나 국외 관광객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상업환경의 개선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지역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지
역 유지들 및 다양한 협력사로 구성된 이 단체는 강남구와 협력하여 다

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한류를 키워드로 

하여 홍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벼룩시장을 아트마켓, 패션마켓

(ARFM: 압구정로데오 패션마켓)으로 차별화하고자 했다. 압구정로데오

거리에 강남구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I Love You’라는 상징조형물을 제

작·설치했다.83) 

 “우리가 하는 축제의 목적 중 하나는 압구정로데오를 알리는 것입

니다. 압구정로데오에서는 그래도 뭔가 축제나 행사들을 한다고 하는 

공간으로 알려지기를 바랐고, 사실 이대로라면 압구정로데오가 사람들

의 머릿속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84)

(사)압구정로데오는 실험적 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력에 혼신을 기울이

고 있으나 회원사는 전체 상점 중 21개 업체에 불과하며, 주요 활동가가 

상점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닌 건물주 모임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권활성

화 관련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소결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기존의 가로수길과 경리단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 진행되면서 초기 상권을 견인한 업종들이 임대료 상승에 의해 밀려나

는 부작용을 학습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

83) 2013년 10월 2일 강남구 보도자료 “♥든 여자, 압구정로데오를 대표하다!”
84) 2014년 4월 25일, SBS CNBC 소상공인 시시각각. “왕년에 잘나갔던 압구정로데오 ‘제2

의 전성기’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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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리단길처럼 안 되려고 업주들끼리 이야기 중이에요. 마을잔치도 

하고” 
[성수동, 카페 운영, 32세 남]

이 지역의 몇몇 상점은 성수동에 입지한 비영리단체인 루트임팩트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업주 모임이 형성되

어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경각심으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성동구는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

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15년 6월 입법 예고하고,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 관리 및 입점거부권 등을 주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상업가로의 업주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개별 상점의 

진입이 상권화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성향을 보였다. 경리단길의 보석길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조직형

성을 통한 지도제작 및 홍보(이노버코리아, 가로수길), 건물주 및 업주 

기반의 사단법인 출현((사)압구정로데오, 압구정로데오) 등이 상권 활성

화를 위한 네트워크로서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단계

에 따라 네트워크도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오래 전에 상업화를 겪은 

압구정로데오거리의 경우에는 욕구치료 및 협의의 복합적 단계의 공동체, 
성숙기에 접어든 가로수길에서는 정보제공의 명목적 참여 단계의 네트워

크, 활성화가 진행 중인 경리단길에서는 시민통제형 네트워크와 비참여 

단계의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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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7. 결론

7.1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문화소비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서울시 상업가

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구조화하고 상업시설의 입지경쟁모형 등을 바

탕으로 상권의 각 단계를 구분하여 변천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상업공간을 고찰하고 유사점을 살펴본 결과 기존에 각 

상업가로가 지니고 있던 장소성은 상이하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당

대의 유행과 사회상을 반영하여 형성되었으며 초국가적 다양성이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상업가로 형성의 기본 조건은 젊은 개척자들이 전유하는 

공간으로 보행을 기반으로 하는 가로공간이다. 혁신적인 업종으로 구성되

어 부티킹이 가능한 곳으로 가로형태의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진 지역이

며, 기 상업화된 지역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특징지을 수 있다.
둘째,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외부효과가 얽혀

있으며, 이를 주요 주체로 구조화하면 상품과 상점의 수요·공급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는 소비자의 성향이나 소

비패턴, 업주의 운영전략이 상호작용하여 상업가로의 변천을 견인한다. 
상점의 수요와 공급에는 지대격차가 초기 상권형성의 전제조건으로 작용

하며, 상가수요의 경쟁적 증가로 인한 지대상승이 상업화 이후의 상업가

로의 경관을 결정한다. 
셋째, 소비자의 구별짓기는 차별화와 대화권력의 두 가지 형태로 발현

되며 이는 업종의 차별화와 구전효과의 원인이 되어 상권활성화를 견인

한다. 소비자의 공통소비군에 해당하는 업종의 밀집은 부티킹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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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서 소비자 설문을 통해 체험적 소비요소로 간주되는 이터테인먼트

(eatertainment) 업종이 소비자의 상업가로 방문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넷째, 업주 설문조사결과 지대격차가 신규 상업가로의 진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불어 상업화에 따른 지대변화에 의

해 업종이 선택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압구정로데오거리, 가로수길, 경리

단길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추이와 가로수길의 패션관련 업종 

및 경양식·카페 업종의 분포변화를 통해 확인했다. 
다섯째, 상업화의 진전에 의해 위험도가 감소하면 대자본이 유입되는데 

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진입과 대자본 혹은 투기자본의 부동산 매수 

및 입점관리로 나타난다. 가로수길의 프랜차이즈 업종분포 변화와 경리단

길의 건축물대장의 건물주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상업화 과정에서 지대상

승과 함께 대자본이 유입됨을 확인했다. 주목할 점은 경리단길의 업종별 

사업체수 변화추이와 음식점 및 근린상점의 분포변화, 가로수길의 프랜차

이즈 업종 및 근린상점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업가로의 고급상품

화와 대자본의 유입은 동네상점과 기존 거주민을 구축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 상업가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여섯째, 경리단길, 성수동수제화거리의 업주면담 결과 상업가로의 활성

화 시기별 진입자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상업화가 활성화될수록 

권리금 등의 의제자본을 기대하며 모방적인 업종으로 상권활성화에 편승

하는 태도를 보였다. 업주조직은 상업화 초기에는 자생적이고 적극적인 

시민권력 단계의 시민통제형 네트워크를 형성하나, 상업화가 진전될수록 

제3자 혹은 건물주에 의한 명목적 참여단계의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경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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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변천기제를 문화소비적 관

점과 더불어 지대 및 상권이론으로 해석한 논문이라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간 상업가로의 변천은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소비자주권이론을 바탕으로 문화소비, 상업경관의 변화 측면에서만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은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단면

에서 구별짓기와 키치적 소비를 반복하는 소비자 그룹의 특성과 지대를 

추구하는 건물주와 위험회피적인 업주의 특성이 투영되어 대규모 자본의 

유입으로 귀결된다. 대도시의 물질적 단초 제공은 민간 개발업자와 주정

부에게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와 개발의 표식이 되며, 지역사회의 

생활을 파괴하고 장기 거주자를 배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단

편적 수요·공급 측면의 고전적 논의에서 발전시켜 상업공간의 다양한 주

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상업공간의 수요·공급과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공
급의 측면에서 해석을 한 논문으로서, 상업가로의 변천단계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들을 다각적으로 통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서울의 명소길이 봉착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면

서도 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는 도시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규제 및 통제·
관리 수단의 부재에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대나 미디어, 업주

들의 자생적 네트워크 등을 현행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하여 서울시 상업가로 즉, 명소길의 변천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임대료, 위험도 관리 등으로 상업가

로 변천의 완급을 조절하면 충분히 서울시 상업가로의 명소화를 위한 진

화를 꾀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속화된 상업가로의 변천은 도시 장소의 고유성을 유지하기에 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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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이 된다. 획일화 되어가는 명소길들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의 소비자들은 도시의 에스닉한 식당이나 다문

화적 경험, 생동감 넘치는 도시풍경 등에 매료되므로, 다양성 자체가 도

시의 어메니티가 된다(Glaeser et al., 2001). 건축에도 유행이 있으므로 

단번에 다양성을 구축한다는 것은 순진한 소망에 불과하다(Jacobs, 
1961). 도시의 공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손때가 묻고 깁고 더하는 과정

이 쌓이고 쌓여야 고유한 특성이 발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자

체의 재생(자생)에너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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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상업화의 과정에 거시변수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

이므로 미시적 자료과 거시적 자료를 공고히 구축하여 보다 정교한 모형

으로 실증해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 더불어 진입하는 업주뿐만 아니

라 건물주 및 소비자특성에도 상업가로의 변천단계별 유의한 차이가 존

재할 것이므로 건물주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이고 통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생적 상업가로의 천이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고찰하고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시점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연구대상에 

편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과 서울시 상

업가로 변천의 단계구분이 작위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명소길의 변천과정을 구조화하고 그 변천기제를 고찰한 첫 논문이라는 

데 있어 참고할만한 연구의 지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시장의 변화에도 대응하고 준비할 시간

이 필요하다. 서구의 연구들이 그들만의 해법을 찾고 있다면, 서울만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초연구가 더욱 탄탄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으

로 하여금 상업가로의 변천단계별 적절한 개입을 통해 완급을 조절함으

로써 명소길 변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업가로가 자생력 있는 고유

한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

울의 명소길이 도시민의 후생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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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모형

1) VAR(VECM)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가로의 변천을 결정하는 요인

이다. 따라서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모형을 구축해야 하는데, 상업공간을 

활성화하는 요소와 상권의 활성화는 서로 내생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내
생변수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모형인 VAR(VECM)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 자기회귀모형)는 경제변수들 간

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변수를 내생변수로 하여 다른 시계열

과의 동태적 관계를 바탕으로 예측력을 높이는 다변량 시계열 분석이다. 
VAR는 차분 변수의 회귀식으로 구성되는데, 각 변수가 단위근이 있고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오차수정항을 탑재하여 수준변수의 변화를 

고려한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

용할 수 있다. 
내생변수가 2개인 가장 기본적인 VAR모형은 다음 (1)과 같이 표현된다. 

 


   


         (1)

(단, 시차 길이는 가 백색오차가 되는 길이로 설정)

공적분 관계란 내생변수들이 단위근이 있어 확률적 추세를 지니더라도 

선형 결합할 경우 추세를 서로 상쇄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경

우 내생변수들을 선형 결합한 오차항을 VAR모형에 탑재하여 장기적 균

형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내생변수가 2개인 가장 기본적인 VECM은 다

음 (2)와 같이 표현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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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차 길이는 가 백색오차가 되는 길이로 설정)

여기서 은 앞서 설명한 내생변수간 선형 결합시에 도출되는 오차항

으로 ‘오차수정항’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불균형오차를 나타낸다. 차분변

수끼리만 탑재된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수준변수에 내재된 정보를 

이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오차수정항은 속도조정계수로 해석되며 다음

(3)과 같이 표현된다.
               (3)

2) 이항로짓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형성된 상권에 진입하는 업주의 결정요인과 새

로운 상권에 방문하는 소비자의 방문요인을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이항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0과 1로 비연

속적인 경우 선택확률모형을 활용하여 다음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로 잠재변수에 해당하며 특정 수준을 

넘길 때만 1로 관찰 가능하다. 

 




   ,     i f  
         (4)

상기 식을 확률변수를 활용하여 유도하면 다음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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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로짓모형은 불연속적 종속변수를 확률개념을 활용하여 로짓분포를 연

계함수로 가정하면 연속확률분포함수로 선형변환이 가능하다. 이를 다음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  




 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승산비 형태로 변형한 후 해석한

다. 승산비로 유도하는 식은 (7)과 같다. 



  





  
   

 log  
   

 






       (7)

따라서 로짓모형을 통해 종속변수가 불연속적 변수인 이항의 경우에도 

비율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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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모형 추정을 위한 검정 결과

1) 단위근 검정 결과

각 변수의 단위근을 추정한 결과 두 개 모형의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수길 모형의 변수는 2차 차분한 경우, 경

리단길 모형의 변수는 1차 차분한 경우 모두 단위근이 사라지고 안정적

인 시계열로 변환되었다. 

구분

수준변수 1차 차분변수 2차 차분변수

ADF 
통계량(tau) P값 ADF  

통계량(tau) P값 ADF 
통계량(tau) P값

신사역  승하차인원 -1.11488 0.6724 -1.19432 0.6393 -2.79303 0.0969
가로수길  기사 수 0.827197 0.9986 -1.90524 0.5782 -7.23017 0.0012
녹사평역 승하차인원 0.057355 0.9548 -7.50885 0

　경리단  트위터 

게시글 수
-1.86234 0.344 -5.27899 0.0002

표 20. 구전효과모형 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2) 공적분 검정 결과

공적분 검정 결과 단위근이 있는 내생변수간 공적분 관계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오차수정항을 탑재한 VECM을 활용하여 미

디어를 통한 구전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했다. 

구분

Trace Maximum Eigenvalue
No. of 
CE(s)

Eigenv
alue

Statisti
c

Critical  
Value Prob.** No. of  

CE(s)
Eigenv
alue

Statisti
c

Critical  
Value Prob.**

가로수길 

모형

None * 0.95 41.98 15.49 0.00 None * 0.95 32.16 14.26 0.00 
At most 1 * 0.59 9.81 3.84 0.00 At most 1* 0.59 9.81 3.84 0.00 

경리단길 

모형

None * 0.61 23.78 15.49 0.00 None * 0.61 22.59 14.26 0.00 
At most 1 0.05 1.19 3.84 0.28 At most 1 0.05 1.19 3.84 0.28 

*denotesrejectionnofthehypothesisatthe0.1level
**MacKinnon-Haug-Michelis(1999)p-values

표 21. 구전효과모형의 공적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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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업종 분포 변화

그림 58. 가로수길의 근린생활시설의 분포 변화(2007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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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가로수길의 경양식 및 카페 업종의 분포 변화(2007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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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가로수길의 뷰티 및 패션관련 업종의 분포 변화(2007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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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경리단길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분포 변화(2009년~2015년 5월)



- 171 -

그림 62. 경리단길의 근린상점 분포 변화(2009년~2014년, 다음지도 로드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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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업주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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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소비자 설문지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1w0ZHqCr11t66hS5vu5E4zmzn9OFcPy1g1_dVlMGQw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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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Streets in Seoul change following a similar pattern. Once a 
specific area gains commercial supremacy, big franchise stores begin to 
dominate the streets making them look similar. Commercialization in Seoul 
takes only two years in general, whereas it takes twenty years in the western 
society. This rapid commercialization raises rents and worsens living 
conditions, ultimately makes residents and small businesses displaced. These 
are endemic and structural vulnerabilities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Research regarding the vitalization of Korean commercial streets has been 
mostly based on Bourdieu’s cultural capital in terms of Consumer 
Sovereignty. However, the dynamics of commercial streets are chaotic 
phenomenon involving various parties and interest groups.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changes in commercial landscapes is extremely 
important but understudied in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stages of commercialization and attempts to 
structuralize the dynamics of commercial streets in Seoul. In addition to 
establishing the transition mechanisms of commercial streets, this study offers 
insights to solve the endemic problems accompanied by commercialization 
and establishes the academic basis of political decisions for commercial 
streets as urban amenit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st, commercial streets in Seoul exhibited common paradigms of the time 
and super-diversity in common despite of the streets’ inherently different 
backgrounds. Many commercial streets emerge in the dense urban fabric of 
residental areas, which makes the streets suitable for ‘Boutiquing’. These 
similarities allow us to generalize and structure the dynamics of commercial 
streets beyond the gentrification process.

Second, the transition in commercial landscape can be explained by the 
supply and demand dynamics of commercial space and products, considering 
consumers, shop owners and landlords as principal agents in the process. In 
the early stages of the transition, consumers’ desire for ‘distinction’ and the 
assortation of different businesses play a critical role in vitalization. In the 
later stages of transition when the street is vitalized, rents become a more 
crucial factor deciding commercial landscapes.  

Third, consumers’ and business owners’ desires for ‘distinction’ encourages 
the formation and vitalization of markets with differentiating business types 
and through word of mouth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e consumer 
survey in this study suggests that appeal of ‘boutiquing’ experience with 
assorted groups of business types significantly influences consumers to visit 



the commercial streets. This finding expands the measure of the commercial 
area vitalization to including flexible accumulation of diverse business types, 
going beyond the previous work that focused on the number of businesses.

Fourth, the results of shop owner survey show that the rent gap, generated 
by the rent increase in neighboring commercial areas, significantly affects the 
shop owners’ decision to enter the newly-made commercial streets.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rent increase could selectively attracts or 
crowds out certain types of stores by drawing from the analysis of the 
changing numbers and distributions of eatertainment and fashion stores. This 
research expands the discussion of commercial landscape changes from 
research based on consumer sovereignty to dynamics entangled in various 
interest groups including rent-mediated supply-demand of spaces.

Fifth, when commercial streets are vitalized, risk-averse large capital enters 
the streets by opening franchise stores and buying out the properties. 
Discursive analysis of the numbers and distributions of shops, registered 
population and building ownerships in Gyeongridan-gil shows that large 
capital crowds out existing neighorhood retails and residents. This finding 
sheds light on structural problems and their causal relationships accompanied 
by commercialization. 

Lastly, the in-depth interviews with shop owners in Gyeongridan-gil and 
Seongsu-dong Handmade Shoes Street suggest that in-comers in the different 
transition stages exhibit different characteristics. Existing mom-and-pop store 
owners feel helpless about the environment changes and sharp rent increase. 
Pioneers are hostile toward the inflow of large capital and followers tends to 
get a free ride of premium as fictitious capital. The networks of shop 
owners differ in transition stages as well. In the early stages, the shop 



owners voluntarily gather and actively work together to host selp-sponsoring 
events. As the commercial street becomes vitalized, the shop owners 
gradually become passive and the local networks are substituted by the 
network of building owners’ or local space marketing enterprises.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so that local 
communities can be involved in and gain control over the changes of 
commercial streets.

This research is a pioneering study that attempts to structure the transition of 
commercial streets based on the supply-demand dynamics of space and 
product and goes beyond the previous work dominated by consumer 
sovereignty hypothese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autogenous growth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and effect of 
changing commercial landscapes and in-comer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of 
this work can be used to generate in-depth discussion for policy directions in 
order to establish and manage commercial streets as urban fruitful amenities.

Keywords : commercial streets, transition model, rent gap, displacement, 
urban regeneration, gen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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