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입지 선정 및 준비
사업장의 입지를 정하고 사무실, 점포 또는 시설을 준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점포 입지
여러분은 사업주로서, 점포의 입지가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토지 용도 확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토지 용도 규정 상 해당 업종이 허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인구 통계: 해당 지역의 인구 분포가 여러분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인구의 연령, 소득,
가족 크기 등).

•

교통 분석: 해당 지역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인지, 출입이 용이한지 확인하십시오(대중교통,
주차 등).

•

경쟁: 근처에 있는 점포가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특정 종류의 점포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예시한 것입니다:
•

편의점(슈퍼마켓, 철물점, 제과점, 약국):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번화한 상가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는 한 곳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므로, 서로 보완이 되는 점포들과 같은 곳에 있으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전문점(찾기 어려운 독특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 전문점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제품이
독특해야 합니다. 흔히 소비자는 독특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먼 거리를 찾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

소매점(의류, 주요 가전제품 등): 소매점을 운영하려면 소비자가 여기저기 둘러보며 비교 쇼핑을
할 수 있는 상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치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높습니다.
쇼핑몰에 있는 소매점은 경쟁력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단독 소매점보다 장사가 더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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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청의 도시계획부에 문의하여 여러분이 선정한 입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제약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축 및
교통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임대
장기 임대계약을 맺기 전에,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결정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을 무한정 운영할 것인가, 한정된 년수 동안만 운영할 것인가?

•

이곳에서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

본인 의사에 따라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계약이 신축적인가?

•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나,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나?

•

보수, 건축, 장식, 개조, 유지관리 등에 관한 건물주의 약속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입지 선정에 관한 도움 받기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여러분이 선정한 입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점포 입지를
선정해야 하므로, 되도록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직 점포를 열지 말고 적당한 곳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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