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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characteristic changes in trading areas and the success factors of popular fashion

trading areas (Garosu-gil, Dongdaemun, and Itaewon). This research adopts a social network analysis me-

thod to semantically analyze trading areas. Articles on the three fashion trading areas were located through

KrKwic software to extract keywords and calculate word frequency. Keywords with high frequency were

placed through NodeXL software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keywords. Researchers created a network

of relationships among trading areas and between past and present of trading areas to analyze and visualize.

In the past (2008-2009), the trading areas of Dongdaemun, Garosu-gil and Itaewon were placed horizontally

with a limited number of shared keywords between them. However, the three trading areas retain diverse

rage of keywords and an organic realtionships five years later (2013-2014). Compared to the past, all three

areas see the emergence of relevant fashion keywords such as ‘designer’, ‘design’, ‘brand’. Additional cul-

tural keywords such as ‘culture/art/performance’, ‘exhibition’, and ‘event’ have commonly appeared and

imply that related industries are an important factor as well. Fashion companies that consider evaluating

areas for a new store opening need to understand the trading area characteristics and select the most suitable

a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quip the trading area with basic fashion elements as well as relavant

industry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develop fashion trading areas.

Key words: Network analysis, Fashion trading areas, Garosu-gil, Dongdaemun, Itaewon;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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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서울 지역의 상권이 유동인구의 변화, 기업 이전,

상권 확장 등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일례로 강남 신사역 앞 세로수길, 신촌 홍

대 앞, 종각 상권 등은 부각되고 있는 반면, 신촌 연세대

·이대 앞 등은 쇠퇴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K. M.

Kim, 2014). 그 결과 올 2분기 압구정, 홍대, 신사 등의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구매심리 자극요인을 갖추어

상권 임대료가 상승한 반면, 선릉역, 이대 앞 등의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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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Gee, 2014).

상권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권을

단순히 점포의 집적지가 아닌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있어서 소비 행위가 일어

나는 소비 공간은 인간 사회와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소비 과정을 통해 재

미, 감정, 감각적 자극, 환상, 유희요인을 즐기게 되고,

소비 공간에서의 공간적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같은 감

정적 몰입을 추구한다(Lee, 2003).

이러한 소비 공간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 행위를

통하여 형성되는 소비 문화를 반영하며, 사람 사이에 관

계가 형성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이 된

다. 소비자는 쇼핑하려는 장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소

비 공간으로서 점포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비 문

화가 형성되는 장소로서의 이미지도 함께 고려하게 되며

(Yoon & Park, 2002), 이러한 이미지를 반영한 상권의 특

성은 패션 점포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 패션 상권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패션 상권으로 인식되

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이해

하고, 패션 상권 경쟁력의 원천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패션 상권의 특성을 진화시켜야만 한다. 기존의 유동인

구 및 매출 통계를 통한 전통적인 양적 분석방법은 이러

한 상권 특성이나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미론

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나 환경의 변화를 이끄는 패러

다임의 이동과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언어’(D. H.

Lee, 2012)를 분석하고자 하며, 신문기사에 언급된 패션

상권의 특정한 개념이나 의미를 키워드를 통해 파악하

고자 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패션 상권들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상권 간에 형성된 공통 특성과 고유 특성을 이해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권의 키워드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상권의 변화 및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 상권들이 언어적 ·사회관계적 차원에

서 어떠한 어휘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각 패션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상권 트렌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패션 상권의 투자 및 전략 개발 등 패션 상권의

경제적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상권의 특성

1) 패션 상권의 개념

상권이란 일반적으로 생산자나 수요자 또는 소비자

사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권역을 의미한다(Jeong

& Yoo, 2000). 즉, 소비자의 생활권과 기업의 활동권이

직 ·간접적으로 중층화되어 형성된 지역 공간이다. 이러

한 상권의 개념을 미국마케팅협회(AMA)에서는 ‘특정

마케팅 단위 또는 집단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인

도함에 있어 비용과 취급 규모 면에서 경제적이며, 그

규모가 어떤 경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지역 범위’로 정

의하였다.

패션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은 ‘패션 상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Jeong and Yoo(2000)는 패션 상권

을 ‘패션 제품 생산자나 패션 유통업자가 패션 제품을

판매할 목적에 적합한 장소와 그 장소에서 패션 소비자

가 제공해주는 효용가치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효용가

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였으며, Lim

(2013)은 “소비자가 패션 상품 구매를 위하여 선택하는

가소매시설의 집적지이자 구매장소”(p. 3)로 정의하였

다. 또한 Jang(2015)은 패션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다루

어지는 상권의 정의는 ‘소매업자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며, 특정의 매장, 상점가, 쇼핑센터

등에서 쇼핑하는 소비자의 지리적인 범위를 말하는 것’

으로 지역이나 지리적인 범위의 개념과 소비자 수요 및

선호범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패

션 상권은 패션 제품 생산자나 패션 유통업자들이 소비

자들에게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이며, 소비자들에

게는 패션 상품 구매를 위하여 선택하는 특정 지역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권은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말해주기 때

문에 상권 분석은 마케팅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권 내의 입지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권의 정확한 분석은 기업의 판매거점 확보라는 점에

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

으로 배분하거나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Peterson, 1974). 이러한 관점에서, 상

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권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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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상권 이미지

(1) 상권 선택과 이미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상권이란 구매하러 가는 지역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상권 선택에 대한 연구

는 Huff(1964)의 도시 내 상권들 간 소비자 선택에 대한

중력 모델이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상권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상권까지의 거리와 상권의 크기를 제시

하였다. Stanley and Swell(1976)은 Huff(1964)의 연구에

서 제시한 상권의 규모와 거리 이외에도 상권의 이미지

가 상권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 연구들이 패션 상권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밝히고 있다. Jeong and Yoo(2000)는 패션 상권은 이동

거리, 취급 패션 품목, 지리적 환경의 세 가지 요인에 의

해 결정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상권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Son(2001)은 소

비자들이 의류 제품을 구매하고자 상권을 선정할 때 어

떤 요소를 고려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상권 선택

기준으로 상권의 점포 및 상품 다양성, 상권의 서비스

정책, 상권의 환경 및 분위기, 상권 내 가격 수준, 상권의

오락성, 상권의 입지 및 접근 편의, 쇼핑 시간 편의, 이

렇게 7가지를 그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Yoon and Park

(2002)은 상권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상권의 환경

및 편의성, 점포 다양성, 제품 특성, 분위기의 네 가지를

추출하여 쇼핑몰 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패션 상권을 결정하는 다양한 상권 특성들은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권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권 선택을 통해 점포 선택과 구매로 연

결된다고 할 때, 적절한 상권 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권의 이미지를 포함한 상권 특성은 소

비자의 쇼핑 장소 선택과 소비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신상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기존의 상권이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패션 점포

선정에 있어서 각 상권 이미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상권 이미지의 중요성

상권 이미지는 소비자의 방문과 다양한 행동을 유발

하고, 상권 내 매출에도 기여하며, 타 상권과 차별화하

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유통업체에 있어서도 지역 내 특

정 상권이나 입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Yoon & Park,

2002).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패션 분야에서도 상권 이

미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Yoon and Park(2002)의 연구에서 상권의 중요성에 대

해 언급하고 있었는데, 패션 쇼핑몰 이미지보다 상권 이

미지가 소비자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Lim et al.(2010)의 연구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패

션 상권의 이미지를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소비자들은

상권의 이미지를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각 상권

에 대해 다양한 상권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예를 들어 동대문 상권은 ‘젊음/저가’ 이미지로,

압구정/신사동 상권은 ‘럭셔리 ·세련된/고가’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상권의 주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ell(1999)

은 상권 이미지를 점포 및 상품의 품질과 다양성, 시각

적 쾌적성, 가격 공정성, 편의성, 소비자 서비스의 5가

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요인들 중 가격 공정성, 편

의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감정과 구매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상

권의 특성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하며, 그 이미지 또한 소비자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패션 상권에 대한 연구는 의복 구매행동 및

상권 인지(Choi & Choo, 2005; Jeong & Yoo, 2000; Kim

& Yoo, 1999; Lim & Kim, 2013; Yoon & Park, 2002)와

같은 소비자 측면에서 일반적인 상권 특성이 주로 연구

되었으며, 연구방법 또한 설문조사(Jeong & Yoo, 2000;

Lim & Kim, 2013; Yu & Im, 2014)에 한정되어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권 특징의 변화나 인기 변화의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여, 패션 상권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떠오르는 패션 상권으로 선정된 신사

동 가로수길, 동대문, 이태원 상권의 키워드 분석을 통

해 각 패션 상권의 공통 특성과 고유 특성을 살펴보고,

시간 흐름에 따른 각 상권의 특성 변화 양상을 알아보

고자 한다.

2. 각 상권별 특성

1) 신사동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길’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제이타

워(J-Tower)에서 신사동 주민센터까지 680m 구간으로

보도 3.5m, 차도 6m로 총 가로 폭은 14m이며, 왕복 2차

선 가로이다(Lee & Ahn, 2012). 가로수길은 1995년을

전후하여 유학파 패션 디자이너들이 압구정동과 청담

동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이동해 오면서 새로운 소비 공

간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Shim & Han, 2006).

신사동 가로수길은 개개의 매장에서 독특한 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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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볼 수 있다. 현재 다양화된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

하여 개성 있는 신생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대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찾는 대중들 또한 늘어나

고 있다. 또한 에스모드 등 의류 전문학교가 있어 디자

이너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기 좋으며, 의류 산업이 발

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로수길 상권은 그 인기로 상권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특색 있었던 가로수

길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들이

들어서며 초대형 상권으로 변모했다. 현재 가로수길 중

심거리는 대기업 패션 매장 및 자라, H&M, 포에버21

등 글로벌 SPA 매장이 차지하고 있으며(Ko, 2014), 국

내외 명품 및 화장품 브랜드들의 소비자 트렌드를 테스

트할 수 있는 거리(‘안테나 스트리트’)로 탈바꿈하고 있

다. 또한 가로수길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문화,

쇼핑,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대형 상권으로

발돋움하였으며, 가로수길 뒤쪽에는 ‘세로수길’이 형성

되어 독특한 인테리어와 문화적 컨셉을 가진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특징 있는 골목 상권으로 부상하기도 하였

다(Ko, 2014).

가로수길은 새로운 유행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

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국내 미도입 해외 브랜드들을 판

매하는 편집숍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패션 상권으로서

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가로수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을 지닌 마니아들이 색다

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개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2) 동대문

동대문 패션 상권은 종로 5가 광장시장에서 청계 8가

신설종합시장까지 약 2km 내의 지역을 지칭한다(Lee,

2010). 동대문 상권은 1905년 광장시장 설립을 시작으로

직물 및 포목 중심의 도 ·소매 시장으로 구축하여 지속

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1961년 평화시장이 개장되어

동대문 의류 시장이 전국적인 도매 산지로 정착되었으

며, 우리나라 의류 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밀리오레와 두타가 등장하여 도매뿐 아니라 소매 시장

으로도 자리매김하였다. 2007년에는 서울의 핵심프로

젝트의 하나인 ‘동대문 세계 패션 중심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동

대문 디자인 프라자(DDP) 공간이 조성되었다. 이를 통

해 동대문 패션 시장은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 중심지

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동대문

은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상가 밀집 지역이라 일컬어지

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동

대문을 찾는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동대문 패션 상권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매상

을 위한 도매의 기능과 함께 서부 상권의 현대화된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소매의 기능까지 도맡고 있다. 또한

동대문 패션 상권은 동대문 1km 반경 내에서 원부자재

와 봉제공장, 패션 상가 등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패션 상품의 기획과 생산, 판매 및 유통이 완결되는 매

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기 완결적 구조는

동대문 패션 상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속한 생산 및

유통단계의 축소를 가능하게 했고 중간마진을 줄여줌으

로써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했다(Lim

et al., 2010). 또한 패션의 유행이 브랜드 상품보다 빨리

소개되는 시스템은 동대문 패션 상권에 세계적인 관심

이 집중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동대문 일대에서 서

울패션위크를 비롯한 각종 패션 행사가 진행되고,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대폭적인 지지가 이어지면서, 국내 신

진 디자이너들의 쇼룸이 점차 동대문으로 옮겨지고 있

는 추세이다(Lim, 2014). 또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면서 연관 상품 선호도가 높아져 동북아시

아 지역 패션 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 이태원

이태원 상권은 전통 상권과 이면 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 상권은 이태원역 인근을 말하며, 이면 상권

은 해밀톤호텔 뒷편 경리단길과 한강진역 방향의 꼼데

가르송길을 말한다(S. M. Kim, 2014).

이태원은 한국전쟁 이후 용산에 미군기지가 생기면

서 미군의 유흥 지역이자 문화소비 지역으로서 상권이

형성되었다(Kim et al., 2010). 1990년대 후반 일본, 중

국, 동남아와 중동 등지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상권이 되었으며, 이슬람 사

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슬림들의 주거 지역이 생겨나

면서 이태원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Kim et al.,

2010; Oh & Choi, 2013).

과거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에 지나지 않았던 이태원

에는 패션 편집샵은 물론 유명 건축가, 미술가들의 숍들

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문화와 위트가 섞인 새로운 신흥

상권으로 부상하였으며, 맛집, 클럽, 패션, 예술, 문화가

혼합된 특유의 이국적인 풍경으로 성장해오고 있다(H.

J. Lee, 2012). 최근 이태원 상권 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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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는데, 이태원역 인근을 지칭하는 이태원의 전

통 상권은 인기가 감소하는 반면, 이면 상권으로 불리는

해밀톤호텔 뒤편 경리단길과 한강진역 방향의 꼼데가르

송길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상권은 다

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소자본 창업 점포들이 입점하고

있어 기존 상권보다 독특한 컨셉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외국인과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S. M. Kim, 2014).

이태원 상권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20~30대 국내외 여

성들이 많이 찾는 글로벌 패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태

원 상권은 해외 문화를 경험한 유행에 민감한 세대들에

게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잡으며 이국적이고 트렌디하면

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태원 상

권은 최근 개성있는 편집샵과 신진 디자이너들의 쇼룸

이 들어서면서 이태원은 더 젊고 유니크한 이미지를 확

보해가고 있다.

3.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1)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개념

패션 상권의 특성 및 트렌드의 변화를 의미론적 관점

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분석(so-

cial network analysis)을 시행하고자 한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으로 불리

기도 한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대해 Mitchell(1969)은

‘사람들 사이의 특정 네트워크 특성으로 네트워크에 포

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시도’라고 주장

하였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내용 분석방법 중 하나로,

특정의 의미나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관계를 중심으로

잠재된 의미를 분석하는 기법이다(D. H. Lee, 2012). 여

기서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의미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의 대

상은 일반적으로 문자로 작성된 메시지를 대상으로 한

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핵심 단어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 결합될 때 특별한 의미를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는 핵심 단어 간 의미론적 연관이라고 할 수 있다(Cho et

al., 2011).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에서는 핵심 어휘 및 단

어 간의 의미론적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

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 도구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통계적 분석 기법들은 구성인

자들의 개별적 속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주

를 이루어 온 반면, 네트워크 분석은 개별 구성인자들 사

이에 형성되고 있는 관계적 속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

고 있다고 할 수 있다(Kim, 2003).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목적은 구조와 네트워크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

성으로 체계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

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Kim, 2009).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집단 또는 개인들이 하나의 결점(node)을 이

룬다고 가정하고 각 결점들 사이의 거리 및 관계의 강

도 등을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수길, 동대문, 이태원 상권과 관련

된 기사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변화를 과

거,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네

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상권 관련 키워드를 도출

하고, 각 상권 관련 키워드를 과거/현재로 연결하여 상권

진화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자동화된 도구인 소

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행되는데, 가장 먼저 분석의 대

상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데이터 수

집의 원천으로부터 획득된 개별 객체들은 메시지 내의 주

요 어휘/단어의 빈도분석을 통해서 주요 키워드를 도출

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다이어

그램(network diagram)의 설계를 통한 의미론적 분석이

진행된다(D. H. Lee, 2012).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연결 구조의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은 여러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석은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단위들을 노드(node)로, 단위들의 관

계를 링크(link)로 정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링크의 연결

정도(degree), 밀도(density) 등을 통해 네트워크가 어떻

게, 얼마나 결속되어 있는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Park & Lee, 2014).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활용되는

여러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많이 쓰이는

측정방법 중 하나는 중심성(centrality)이다(Kim, 2015).

중심성은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를 의미하는데, 이는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

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Freeman, 1978).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의 개수로 다른 연결점과의

연결 정도를 중시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된 결점의

수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개 중심성은 한 연결점이

네트워크 내의 다른 연결점 사이에 위치한 정도를 측정

하는 지표로서,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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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다 경로 위에 위치할수록 높은 지수를 보인다

(Park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각 패션 상권과 관련

된 키워드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연결

중심성을 파악하면 어떠한 키워드가 각 상권과 연결되

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 각 상권의 특성과 상권 간 관

련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상권 관련 기사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시행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rKwi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산출하고, 노드엑셀(NodeX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권 간 관계와 상권 내 과거/현재 간 관계에

대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해석 및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권의 이미지 및 트렌드 변화를 의

미론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패션 상권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시내 주요 패션 상권과 연관된 키워드를

도출하여 상권 간 공통 특성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션 상권의 주요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

펴본다.

둘째, 각 상권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키워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패션 상권별 고유 특성에 대해 살

펴본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수집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패션 상권과 연관된 언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 접근성, 지속적

인 정보제공 가능성, 정보의 객관성, 분석의 용이성, 영

향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언론매체(mass media)를 분

석의 원천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 종합 일간지 구

독률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중에서 과거 기사까지 검색이 가능한 매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종합 일간지의 경우 동일한 날

짜에 일간지별로 거의 유사한 기사가 검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중 과거 자료검색이 가능한『동아일보』1개

매체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패션 관련 매체 중에서도 과

거 기사 검색이 가능한『패션비즈』와『패션저널』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종합 일간지 1개(『동

아일보』)와 패션 전문지 2개(『패션비즈』,『패션저널』)를

분석매체로 선정하였으며, 검색 포털 1위인 네이버를

통해 기사 검색을 진행하였다.

패션 상권의 시기별 변화 살펴보기 위하여 선정된 매

체를 기준으로 과거 자료는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현재 자료는 5년 후인 2013년 10월 21일

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발행된 신문기사를 검색하

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과거 기사의 경우 검색 가능한 기간의 제약 때문에 상

권 변화의 과거/현재 차이를 5년으로 선정하였다. 검색

을 위해 각각의 ‘상권 명’(가로수길, 동대문, 이태원)과

‘패션’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하여 추출된 기사를 바탕

으로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상권 선정

주요 패션 상권 선정을 위해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우선 Lim and Kim(2013)의 연구에서 분류한 서울시 패

션 상권 19개와 패션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3인의 조언을 토대로 총 17개의 상권을

선정하였다. 이후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각 응답

자로 하여금 선정된 17개 패션 상권 중 최근 떠오르는 패

션 상권 3곳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는 여성 174명,

남성 31명으로 총 205명이었으며, 1명당 3개 상권 선택

으로 중복 응답하여 총 605개의 응답 결과를 얻었다. 최

종 응답으로 선정된 상권 순위는 <Table 1>과 같다.

예비조사 결과 최근 떠오르는 패션 상권에 대한 응답

수는 신사동 가로수길 144개(23.4%), 동대문 88개(14.3%),

이태원 72개(11.7%)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

세 곳의 상권이 전체 응답의 49.4%를 차지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최근 인기 있는 상권

인 신사동 가로수길, 동대문, 이태원을 대상으로 상권의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패션 상권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각 상권의 패션 관련 기

사로부터 키워드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위해 KrKwic을

사용하여 단어의 출현빈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권 간

의 연계성 및 텍스트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드

엑셀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시각화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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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온

라인 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기사 검색 시 ‘상권 명(예:

이태원)’, ‘패션’ 키워드를 동시 입력하여 추출된 기사

를 바탕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추출된 기사

는 해당 상권 관련 키워드라고 전제하였다. KrKwic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개별 기사의 텍스트를 입력하

면 하나의 기사에서 사용된 키워드의 빈도가 산출된다.

이렇게 각각의 기사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하나의 상

권 관련 기사들의 키워드를 과거/현재로 나누어 통합한

후 빈도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이태원 상권의 현재

관련 기사에서 추출된 ‘디자인(design)’이라는 키워드는

18번의 빈도로 추출되었는데, 이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이태원 패션 관련 기사를 통틀어 총

18회 출현했다는 의미이다. KrKwic 소프트웨어는 텍스

트 메시지에서 각 단어의 사용빈도를 계산해주어 핵심

어휘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지만, 동의어나 파생어를 자

동으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단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언어 및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단어들에 대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디자인의’, ‘디자인에서’ 등의 단어들은 ‘디자인’

이라는 단어로 정제하여 하나의 어휘로 계산되도록 하

였으며, ‘등’, ‘또한’과 같은 접속사 등 무의미한 단어들

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추출된 기사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각 상권 관련 키워드를 50위

까지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 간의 관계를 통해 패션 상권의 특

성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므로,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

로 노드엑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권 간 관계를 살

펴보았다. 이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위

들을 노드로, 단위들의 관계를 링크로 정의하여 연결 관

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

권과 관련하여 도출된 키워드를 노드로, 출현빈도 수를

링크로 하여 상권 간 관계와 상권 내 과거/현재 간 관계

에 대해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이 관계를 통해 이미지

가 생성되며, 생성된 이미지는 추출된 단어들 간의 관계

를 시각화해주기 때문에 상권 간, 상권 내 연결 키워드

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패션 상권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분석결과

상권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사를 바탕으로 Kr-

Kwic을 사용하여 상권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고, 노드엑

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키워드 간 연관성을 시각화

하여 상권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권 관련 키워드 도출

KrKwic을 사용하여 최종 도출된 패션 상권 관련 기

사 및 키워드 수는 <Table 2>와 같다. 과거 기사에서 도

출된 키워드는 가로수길 296개, 동대문 606개, 이태원

15개였으며, 최신 기사에서 도출된 키워드는 가로수길

11,754개, 동대문 33,818개, 이태원 3,007개였다. 최종적

Table 1. Pretest for selecting fashion trading areas

Ranking Trading area
Number of

response
%

1 Garosu-gil 144 23.4

2 Dongdaemun 88 14.3

3 Itaewon 72 11.7

4 Myeong-dong 62 10.1

5 Hongik University 61 9.9

6 Yeongdeungpo Time Square 42 6.8

7 Gangnam Station 31 5.0

8 Gangnam express bus terminal 22 3.6

9 Cheongdam-dong 21 3.4

10 Samcheong-dong 17 2.8

11 Apgujeong 16 2.6

12 Jamsil 15 2.4

13 Samjseong Station COEX 13 2.1

14 Konkuk University 6 1.0

15 Namdaemun 3 0.5

16 Munjeong-dong Rodeo 2 0.3

17 Daehak-ro 0 0.0

Total 615 100.0

Table 2. Number of news articles and keywords by

trading areas

Trading

area

Number of articles Number of keywords

Past Present Past Present

Garosu-gil 16 95 296 11,754

Dongdaemun 47 126 606 33,818

Itaewon 4 28 15 3,007

Mass media: Dong-A Ilbo, Fashionbiz, Fashion Journal,

Past: 2008/10/21-2009/10/20,

Present: 2013/10/21-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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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사동 가로수길, 동대문, 이태원 상권과 관련된 키

워드를 상위 50위까지 정리한 표는 <Table 3>과 같다.

세 개의 상권에 대한 기사를 KrKwi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도출한 결과, 키워드 수는 동대문,

가로수길, 이태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상권은 과거 패션 관련 기사가 매우 적었으나, 최근 패

Table 3. Top 50 keywords by past (2008-2009) and present (2013-2014) trading areas

Ranking

No. of

key-

words

Past

Garosu-gil

No. of

key-

words

Present

Garosu-gil

No. of

key-

words

Past

Dongdaemun

No. of

key-

words

Present

Dongdaemun

No. of

key-

words

Past

Itaewon

No. of

key-

words

Present

Itaewon

1 80 Brand 354 Brand 126 Textile/Fabric 510 Brand 16 Celebrity 71 Brand

2 53 Shoes 320 Shop 104 Business 178 Designer 11 Broadcast 68

Culture/

Art/Per-

formance

3 53

Culture/

Art/Per-

formance

142

Culture/

Art/Per-

formance

102 China 165 Global 4 Boutique 61
Eco

friendly

4 51 Design 107 Open 101 Exhibition 160
Culture/Art/

Performance
4

Mobile 

phone
57 Shop

5 46 Gangnam 99 Various 96 Brand 145 DDP 6
Entertain-

ment
49

Islamic 

culture

6 44 Designer 91 Latest 95 Various 144 Shop 1 Progressive 41 Designer

7 39 Event 89 Bag 93 Designer 120 Consumer 　 　 35 Restaurant

8 38

LG

Fashion_

TNGT

83 Consumer 117

Fashion 

related 

association

120 Exhibition 　 　 33 Open

9 37
Apgu-

jeong
81 Design 75 Buyer 119 Design 　 　 31 Exhibition

10 34
Popup 

store
81 Designer 73 Support 117 China 　 　 31 Hosting

11 30
Fashion 

Festival
71 Lifestyle 64 Design 114 Hosting 　 　 29 Consumer

12 28 Bag 68 Global 57 Eco friendly 114 Business 　 　 25 Showing

13 24 New 67 Gangnam 56
Emerging

designer
111 Textile/Fabric 　 　 23 Entertaining

14 24 Metrocity 64 Clothes 53 Global 98
Production/

manufacturing
　 　 22 Start

15 23 Esmod 62 Men's 51 Trading area 96
Seoul Fashion 

Week
　 　 22

Sidewalk 

improve-

ment

16 22 Famous 62 Space 51 Event 95 Diversity 　 　 21 Design

17 22 Various 61
Develop-

ing
48

Production/

manufacturing
94 New 　 　 18 Café

18 22 Global 60 Artist 48 Seoul 92
Channel 

Exhibition
　 　 18 Central

19 19 Open 57
Tommy 

Hilfiger
45

Industrial

complex
87 Event 　 　 18 Developing

20 19 Change 51
Concept 

shop
43 Trend 79 Retail 　 　 18 Directly

Bold: shared keyword

: distinctiv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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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I

Ranking

No. of

key-

words

Past

Garosu-gil

No. of

key-

words

Present

Garosu-gil

No. of

key-

words

Past

Dongdaemun

No. of

key-

words

Present

Dongdaemun

No. of

key-

words

Past

Itaewon

No. of

key-

words

Present

Itaewon

21 19 Price 49 Exhibition 42 Fashion show 79 Overseas 　 　 17 Rising

22 18
PR/

Marketing
49 Launching 58

National 

agency
78 Start 　 　 17 Garosu-gil

23 18
Fashion 

show
47 Event 35 Overseas 76 Open 　 　 16 Event

24 18 Directly 46
Collabo-

ration
32

Culture/Art/

Performance
74

Product 

planning
　 　 16 Clothes

25 17 Trend 46 Collection 31 Export 71 Enterprise 　 　 16 New

26 16
Concept 

shop
46 Style 30 Reinforcement 71 Women's wear 　 　 16

Trading 

area

27 16 Customer 42 Accessory 30 Functionality 70 Stylenanda 　 　 16 Accessory

28 15 Workshop 41 China 30 Promotion 68 Organizing 　 　 15 Launching

29 15 Luxury 41 Women's 30 Concept shop 68 Launching 　 　 15 Attention

30 14
Manufac-

turing
40

Flagship 

store
30 Enlargement 68 Online mall 　 　 15 Gangnam

31 14 Art works 40 Trend 29 Specialty 66 Fashion show 　 　 15 Bag

32 13 Program 40
Trading 

area
28 Consultancy 63 Change 　 　 14 Print

33 13
Fashion 

market
38 Item 27

Department 

store
63 Self 　 　 14

Professio-

nalism

34 13
Cheong

dam-dong
37 First 27 Start 61 Japan 　 　 14

Entertain-

ment

35 13 Start 37
Entertain-

ing
26

Dongdaemun 

fashion 

festival

59 Tourism 　 　 14 Change

36 12 Project 34
Popup 

store
26 Cutting edge 59 Collection 　 　 14 Unique

37 12
Fashion 

item
34 Shoes 26

Fashion 

industry
58 Enlargement 　 　 14 Global

38 12 Young 34 Textile 24
Domestic 

demand
56 Lifestyle 　 　 13 First

39 12 Clothes 34
Myeong-

dong
24

Transform-

ation
56 Trading area 　 　 13 Food

40 12 Business 33 Concept 24
Seoul Fashion 

Week
55 SPA 　 　 13 Trend

41 11 Theme 31
Youkshim

won
23 Plan 55

Gwangjang 

market
　 　 13

Shopping 

mall

42 11
Professio-

nalism
31 Price 23 Education 55 Trend 　 　 13 Various

43 11
Depart-

ment store
30 Art works 23 Enterprise 54 Price 　 　 13 Tourism

44 11
Men's 

wear
30 Start 23 Marketing 54 Support 　 　 13 Price

Bold: shared keyword

: distinctiv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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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 관련된 기사가 증가하면서 패션 상권으로 성장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가로수길이나 동대

문에 비해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키워드 역시 다른 상권에 비해 적은 수를 나

타내고 있다. 이렇게 도출된 키워드에는 세 상권 모두

에서 나타나는 공통 키워드와 각 상권만의 고유 키워드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2. 상권 특성

앞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노드엑셀 소프트

웨어로 세 개 상권 간의 공통된, 고유의 키워드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각 상권별로 변화 양상을 이미지 형성

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상권 간의 전반적인 관계 변화

세 상권 사이의 관계를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상권 간 연결 키워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동대문, 가로수길, 이태원 상권은 수평적으로 배

치되어 세 상권 모두가 공유하는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

았던 반면<Fig. 1>, 5년 뒤인 현재는 세 상권이 다양한

키워드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2). 즉, 현재 떠오르는 패션 상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 상권 간에는 과거와 달리 공통적인

속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 특성들은 패션 관련 특성

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세 상권 모두가 ‘디자이너(designer)’, ‘디자인(des-

ign)’, ‘브랜드(brand)’와 같은 대표적인 패션 관련 키워

드가 ‘매장(store)‘, ‘오픈(open)’, ‘시작(start)’, ‘런칭(laun-

ching)’, ‘트렌드(trend)’과 같은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여,

패션 점포들이 입점하면서 세 상권이 트렌드를 보여주

는 패션 상권으로 더욱 부상하게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

었다. 또한 ‘전시(exhibition)’, ‘문화/예술/공연(culture/art/

performance)’, ‘행사(event)’와 같은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 상권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문화

적 속성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최근

떠오르는 대표적인 패션 상권들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global)’한 특성을 갖게 되었으며, ‘소비자(consumer)’들

Table 3. Continued II

Ranking

No. of

key-

words

Past

Garosu-gil

No. of

key-

words

Present

Garosu-gil

No. of

key-

words

Past

Dongdaemun

No. of

key-

words

Present

Dongdaemun

No. of

key-

words

Past

Itaewon

No. of

key-

words

Present

Itaewon

45 10
Women's 

wear
30 Equipped 23 Moving in 53 K fashion 　 　 12 Event

46 10 Special 29 Project 21 New 53 Buyer 　 　 12
Collabo-

ration

47 9
Total 

brand
29 Famous 21 Japan 53 Growth 　 　 12 Concept

48 9 Concept 29 Unique 21

Small & 

medium-sized 

fashion 

enterprises

49 Central 　 　 12
Itaewon 

market

49 9
Afford-

able
28 Attention 21 Project 47 Development 　 　 12 Famous

50 9 Celebrity 28
Senti-

mental
21 Invigoration 47 Doota 　 　 12

Samcheong-

dong

　 9 Accessory 　 　 　 　  　 　 12 Business

　 9
Myeong-

dong
　 　 　 　 　 　 　 12 Model

　 9 Interest 　 　 　 　 　 　 　 12
Myeong-

dong

　 　 　 　 　 　 　 　 　 　 　 12
Kyungli-

dan-Gil

Bold: shared keyword

: distinctiv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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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찾는 패션 ‘상권(trading area)’으로서의 특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상권은 이태원 상권으로, 과거

에는 다른 두 상권과 공통적인 키워드가 없었던 것에 비

해 현재 이태원 상권은 많은 키워드를 공유하며 유기적

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이태원은 과거 동대문과 가

로수길 상권만이 공유하던 키워드를 현재 함께 공유하

게 되었으며, 세 상권 중에 가장 활발하게 다른 상권과 특

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은 현재 ‘디

자인(design)’, ‘디자이너(designer)’, ‘브랜드(brand)’ 같은

패션 관련 공통 키워드들을 획득하여 패션 상권으로써

주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2) 상권별 과거/현재 특성 변화

(1)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 과거/현재 변화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디자인

(design)’, ‘디자이너(designer)‘, ‘브랜드(brand)’, ‘글로벌

(global)’, ‘팝업스토어(popup store)’, ‘편집매장(concept

shop)’, ‘액세서리(accessory)’, ‘프로젝트(project)’, ‘의류

(clothes)’, ‘가방(bag)’, ‘신발(shoes)’, ‘가격(price)’, ‘트렌

드(trend)’, ‘컨셉(concept)’, ‘문화/예술/공연(culture/art/per-

formance)’, ‘행사(event)’, ‘작품(art works)’, ‘오픈(open)’,

‘시작(start)’, ‘다양한(various)’, ‘명동(Myung-dong)’, ‘강

남(Gangnam)’, ‘유명한(famous)’ 등이 과거와 현재 공통

키워드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Fig. 3). 즉, 과거나 현

재에 있어서 가로수길은 ‘글로벌(global)’하며 ‘다양한

(various)’ 특성을 가지는 상권이며, 다른 상권에 비해 ‘팝

업스토어(popup store)’나 ‘편집매장(concept shop)’이 존

재하는 특정 상권임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브랜드들이

고객들의 반응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인 팝업스토어를 가로수길에 오픈하고 있어, 가로

수길의 특성이 ‘오픈(open)’, ‘시작(start)’의 키워드를 통

해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통 키워드

로 나타난 ‘디자인(design)’, ‘디자이너(designer)’ 키워드

Fig. 1. Relationship between three trading areas in the past (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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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상권에 비해 상권 특성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

어 디자인적 요소를 강하게 나타내주는 패션 상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로수길에 대한 특성을 과거/현재의 변화를 통해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가로수길이 독립적인 상권이 아닌 ‘청담동

(Cheongdam-dong)’, ‘압구정(Apgujeong)’ 상권으로 대표

되는 ‘럭셔리(luxury)’ 상권의 연장으로 인식되었던 역사

가 키워드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으며, ‘젊음(young)’, ‘새

로운(new)’ 이미지와 관련된 상권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

기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 가로수길에는 Theory, The Basic House, Sw-

atch 등 많은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

re)’가 들어섰다. 또한 신사역 주변으로 성형외과병원과

관광호텔이 들어서면서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유입됨에

따라 가로수길이 ‘중국(China)’ 관광객들에게 문화, 쇼핑,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대형 상권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Ko, 2014). 가로수길은 가장 ‘최신(latest)’

의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 상권이며, 이제는 더

나아가 ‘소비자(consumer)’들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을 반영한 상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즐거움(enter-

taining)’을 주는 공간, ‘감성(sentimental)’적인 공간으로

가로수길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대문 상권 과거/현재 변화

동대문 상권에서는 과거/현재의 공통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디자이너(designer)’, ‘디자인(design)’,

‘브랜드(brand)’, ‘새로운(new)’, ‘상권(trading area)’, ‘트

렌드(trend)’, ‘시작(start)’과 같은 대표적인 패션 상권 관

련 키워드 외에도 ‘글로벌(global)’, ‘해외(overseas)’, ‘중

국(China)’, ‘일본(Japan)’과 같은 키워드가 나타나 외국

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 명소이자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

중심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패션쇼(fash-

ion show)’, ‘서울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전시

(exhibition)’, ‘이벤트(event)’, ‘문화/예술/공연(culture/art/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ree trading areas in the present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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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등 패션 행사 관련 키워드와 ‘섬유/소재

(textile/fabric)’, ‘지원(support)’, ‘비즈니스(business)’, ‘기

업(enterprise)’, ‘바이어(buyer)’, ‘확대(enlargement)’와 같

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기업이나 바이어 활동이 다른 상

권에 비해 특징적인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Fig. 4). 이

러한 키워드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동대문

상권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동대문 패션 상권의

경우 정부 지원 및 해외 관련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제조(production/manufacturing)’를 중

심으로 ‘중소 패션 기업(small & medium-sized fashion en-

terprises)’이 많이 존재하였던 동대문 상권은 2007년 ‘동

대문 세계 패션 중심지 조성’ 계획으로 정부 차원의 지

원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Seoul)’, ‘국가 기

관(national agency)’, ‘산업 단지(industrial complex)’, ‘패

션 산업(fashion industry)’, ‘프로젝트(project)’ 등의 키워

드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신진 디자이너(emerging de-

signer)’ 육성 및 관련 ‘교육(education)’이 동대문에 위치

한 ‘패션 관련 기관(fashion related association)’에서 실

시되었으며, 다양한 ‘패션 산업(fashion industry)’ 활성화

방안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어 동대문

상권에 있어서 과거, 현재 공통으로 ‘지원(support)’, ‘기

업(enterprise)’, ‘바이어(buyer)’ 등의 키워드가 보여지고

있다.

동대문 상권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패션 중심지 조성

을 위한 프로젝트인 ‘DDP’가 2014년 3월 오픈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동대문은 관광객들에게도 더욱 주목받는

상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DDP를 중심으로 패션 ‘행

사(event)’ 또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패션위크가

DDP에서 개최되면서 다양한 ‘컬렉션(collection)’이 열려

많은 패션 피플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

어 서울시는 2014년 11월 26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Fig. 3. Relationship between past and present of Garosu-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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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일대를 ‘패션 문화 관광 지구’로 본격 개발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대문 상권은 세계적인 패션

상권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태원 상권 과거/현재 변화

이태원 상권은 다른 상권들에 비해 과거와 현재에 있

어 많은 변화를 보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원 상

권에 있어서 과거 관련 키워드 수는 다른 상권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며, 이는 과거에 이태원의 패션 관련

기사가 적었고 패션과 관련된 상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최근에는 이태원에 대한 패

션 관련 기사가 증가하였고, 이태원 상권이 패션에 있어

서도 중요한 상권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Fig.

5). 과거에는 ‘연예인(celebrity)’, ‘부티크(boutique)’, ‘방

송(broadcast)’ 등의 몇몇 키워드만을 보여주고 있어 패션

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거에 비해 현재의 이태원 상권은 ‘브랜드(br-

and)’, ‘디자이너(designer)’, ‘디자인(design)’ 등 가로수길,

동대문 상권과의 공통 키워드가 존재하는 패션 관련 상

권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픈(open)’, ‘새로운

(new)’ 등의 키워드를 통해 이태원 상권이 최근 떠오르

는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시(ex-

hibition)’, ‘문화/예술/공연(culture/art/performance)’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복합 문화 공간의 특성을 지니는 패션

상권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동아일

보』의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

저 따라오는 건 음식점이며, 먹을 곳이 자리를 잡으면 패

션 업종이 늘어난다고 하였다(Han, 2013). 이태원 상권은

패션 관련 키워드와 더불어 ‘음식점(restaurant)’, ‘카페

(cafe)’, ‘음식(food)’ 같은 외식 관련 키워드도 동시에 나

타나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기사에서는 이태원의 이면 상권이 성장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는데(S. M. Kim, 2014), ‘경리단길

Fig. 4. Relationship between past and present of Dongdaemun.

– 216 –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한 패션 상권의 특성 분석 15

(Kyunglidan-gil)’, ‘뜬다(rising)’와 같은 키워드는 이태원

주변의 경리단길이 핫한 장소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말

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키워드 외에도 ‘글로벌(global)’,

‘이슬람 문화(Islamic culture)’ 같은 키워드는 이태원 상

권이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글로벌(global)’한 지역인 동

시에 이슬람 사원 등 ‘이슬람 문화(Islamic culture)’가 존

재하는 ‘독특한(unique)’ 상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주요 패션 상권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권 간 관계의

변화 및 상권별 변화 양상을 키워드 변화를 통해 알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신사동 가

로수길, 동대문, 이태원 세 상권을 선정하고 이들 상권

관련 키워드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접근방법

인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패션 상권의 특성

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패션 상권이 갖추고 있는 중요 속성을 규명하

였다. 본 연구는 세 상권의 과거와 현재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패션과 상권 간에 연관된 키워드를 기사를 통

해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에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현재에는 ‘디자이너(designer)’,

‘디자인(design)’, ‘브랜드(brand)’와 같은 키워드가 ‘매

장(store)’, ‘오픈(open)’, ‘시작(start)’, ‘런칭(launching)’,

‘트렌드(trend)’ 키워드와 함께 나타났다. 이태원 사례에

서처럼, 상권이 ‘디자이너(designer)’, ‘디자인(design)’, ‘브

랜드(brand)’ 등의 패션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패션 상권으로 점차 발달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현재 떠오르는 패션 상권

으로 인지되는 상권들은 위와 같은 패션 관련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공연(culture/

art/performance)’, ‘전시(exhibition)’, ‘행사(event)’와 같은

문화적 속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패션 상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패션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 산업뿐 아니라 유관 산업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상권별 고유 속성

을 파악하였다. 가로수길은 ‘글로벌(global)’하며 ‘다양한

Fig. 5. Relationship between past and present of It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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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특성을 가지는 상권이며, 다른 상권에 비해 ‘팝

업스토어(popup store)’나 ‘편집매장(concept shop)’이 존

재하는 특정 상권임을 알 수 있었다. 동대문 상권은 ‘글

로벌(global)’, ‘해외(overseas)’, ‘중국(China)’, ‘일본(Ja-

pan)’과 같은 키워드가 나타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쇼

핑 명소이자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 중심지의 특성을 나

타내주고 있으며, ‘패션쇼(fashion show)’, ‘서울패션위

크(Seoul fashion week)’, ‘전시(exhibition)’ 등 패션행사

관련 키워드와 ‘섬유/소재(textile/fabric)’, ‘지원(support)’,

‘바이어(buyer)’ 등과 같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기업이나

바이어 활동이 다른 상권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었다. 가

로수길이나 동대문 상권에 비해, 이태원 상권의 경우 과

거/현재의 공통적인 패션 상권 관련 키워드가 ‘유흥(en-

tertainment)’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태원 상권의

경우 과거에 패션 상권으로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가로수길이나 동대문 상권의 경우 과거부

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당 상권의 특성이 키워드를 통

해 나타나, 각 패션 상권의 변하지 않는 중요한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태원 상권의 경우처럼 패션 상권으로서 성장

하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태원 상권은 과

거에 비해 현재 시점에는 패션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인

지하는 떠오르는 상권으로 성장하였다. 즉, 과거에는 패

션 관련 키워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상권이었음에

반해, 현재 이태원 상권은 패션 관련 주요 키워드와 더불

어 ‘음식점(restaurant)’, ‘카페(cafe)’ 등의 외식 관련 특

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권이며, ‘이슬람 문화(Islamic

culture)’와 같은 ‘독특한(unique)’ 문화도 함께 공존하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상권이 패션 관

련 상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키워드 변화를 통해 살펴

봄으로써, 패션 상권의 진화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부상하고

있는 패션 상권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여 상권이 시간

의 흐름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지 살펴보았

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상권에 관한 특성을 주관

적인 판단이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파

악한 것이 아니라, 관련 기사를 통해 각 상권의 과거와

현재 시점에서 키워드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에 객

관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떠오르는 상권으로 인식

되고 있는 세 상권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트렌디

한 패션 상권의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시간의 흐름에

도 불변하는 보편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

다. 패션 기업에서는 새로운 점포를 입점시키고자 상권

을 고려할 때, 상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성을 이해하

고 점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상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소비

자들을 겨냥한 패션 점포를 오픈하고자 한다면 이들과

연관성이 높은 동대문 상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팝업스토어, 편집매장 등을 오픈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키워드로 존재하는 가로수길 상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

리할 수 있다. 혹은 제3의 상권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매장을 해당 상권에 선보이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권

특성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데 있어 5년을 그 기간

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 온라인 언론매체

를 활용하였는데, 온라인 기사의 특성상 일정기간 이상

의 과거 자료검색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시간 간

격을 좀 더 길게 설정하여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는 다른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한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권

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

구는 상권과 패션 관련 기사 제공자의 관점에서 분석되

었으며,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권 관련 측면은 직접적으

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소비자의 언

어로 구성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면, 소비자

가 상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상권을 찾는 원

인을 밝혀 상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떠오르는 상권의 특

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가로수길, 동대문, 이

태원 상권만을 다루었다. 향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상

권을 함께 다룬다면 통합적인 상권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떠오르는 상권뿐 아니라 인

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권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상권의 상승/하락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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