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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미용산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미용기술과 비교적 적은 투자비를 들여 여성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

− 미용학원,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미용기술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고 단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

− 또한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으로 여성 특유의 서비스 마인드가 강조되고 

진입장벽이 낮아 주부 등 여성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음

○ 현재 미용실은 과열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되고 프랜차이즈로 대형화되면서 동

네 미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 2010년 서울의 미용실은 14,880개로 5년 전에 비해 1.5% 증가하였고 종사자도 

28,288명으로 3.6% 증가

− 미용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대형화․전문화된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서 지역별

로 가격의 양극화 발생

− 반면 대부분 동네(개인) 미용실은 자세한 상권분석 없이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판단

으로 상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업 후 운영난에 빠지며 폐업과 과도한 가격경

쟁에 내몰리게 됨

○ 따라서 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서울지역의 미용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치구별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함

− 2006년, 2010년 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조직형태 등 미용산업

의 5년 전․후를 비교분석

− 2010년 사업체조사를 기점으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분석하여 자치구별 

미용산업의 현황분석

− 업종은 9차 산업코드 중 세세분류인 두발미용업(코드번호 96112)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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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지역 미용산업 특징(2006vs2010)

○ 2010년 서울지역 미용산업은 5년전(2006년)에 비해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남자의 

성장이 두드러짐

− 2010년 남자가 대표로 있는 미용실은 2006년에 비해 16.6% 증가한 반면 여자대표 미

용실은 0.5% 감소

−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남자는 5년전에 17.7% 증가한 반면 여자는 

1.2% 증가

− 과거에는 미용업이 여성에게 유리한 업종이었으나 남자들도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남

자 디자이너나 남자가 대표로 있는 미용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0)

[그림 1] 미용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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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법인형태의 미용실은 2006년에 비해 5개 증가하였으나 종

사자 규모가 45.0% 증가한 것으로 보아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화․전문화 진행

− 2010년 개인미용실은 14,842개로 5년 전에 비해 1.4% 증가하였지만 법인은 38개로 

15.2% 증가

− 개인미용실의 종사자는 5년 전에 비해 2.9% 증가하였으나 법인형태의 미용실 종사자

는 45.0% 증가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봐도 50~9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규모의 미용실이 

가장 증가

주 : 2006년 사업체조사 중 비법인단체 미용실(사업체 1개, 종사자 2명) 제외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2010)

[그림 2] 조직형태별 미용실 사업체와 종사자

2006년 2010년 증가율(%)

1 ~ 4명 19,969 19,861 -0.5

5 ~ 9명 3,528 2,843 -19.4

10~19명 2,202 3,102 40.9

20~49명 51 66 24.5

50~99명 168 701 317.3

<표 1> 종사자 규모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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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무급가족과 상용근로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1인 체제의 생계형 자영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서울지역 미용실의 53.1%는 자영업자이고 2006년 전에 비해 2.6% 증가한 반

면 무급가족과 상용근로자는 2006년 대비 각각 15.7%, 15.4% 감소

− 가장 큰 변화는 기타 종사상 지위가 482.6% 증가하였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화․전문화가 되면서 디자이너에게 실습을 받는 스텝의 고용형태가 증가한 것으

로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0)

[그림 3] 미용실 종사상 지위

종  류 의  미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

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무급가족

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

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

은 경우 소정의 채용 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

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 등

임시근로자
임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

료(사업완료기간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자 등

일용근로자
임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

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표 2> 종사상 지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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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구별 미용산업 현황(2010년 기준으로)

○ 서울의 미용실은 14,880개이고 강남구에 서울 미용실 사업체의 6.6%로 가장 밀집

− 미용실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988개)로 서울 미용실 사업체의 6.6%를 차지하

고 이어 송파구(877개, 5.9%)순

− 종로구는 미용실이 가장 적게 분포된 자치구로 서울 미용실 사업체의 1.7%(247개)를 

차지

− 미용실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고 그 외 자

치구에는 고르게 분포

[그림 4] 2010 자치구별 미용실 현황

○ 서울의 미용업 종사자는 28,288명이고 강남구에 서울 미용 종사자의 16.3%로 가장 

많이 종사

− 미용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4,625명)로 서울 미용 종사자의 16.3%

를 차지하고 다른 자치구보다 휠씬 많음

− 그 다음으로 송파구(1,625명, 5.7%), 서초구(1,404명, 5.0%), 서대문구(1,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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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순

− 종로구는 미용업 종사자가 가장 낮은 자치구로 서울 미용 종사자의 1.5%(424명)를 

자치

[그림 5] 2010 자치구별 미용실 종사자 현황

○ 서울지역 미용업 매출액은 902,258백만원이고 강남구에서 서울 미용실 매출액의 

22.3% 차지

− 매출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도 강남구(201,310백만원)로 서울 미용실 매출액의 22.3%

를 차지

− 서초구(53,371백만원, 5.9%), 송파구(49,824백만원, 5.5%), 서대문구(45,065백만원, 

5.0%) 순으로 서울 미용실 매출액의 5% 대를 차지

− 매출액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12,837백만원, 1.4%), 종로구(13,758백만원, 

1.5%), 도봉구(14,107백만원, 1.6%), 성동구(16,260백만원, 1.8%) 순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 매출액 패턴은 종사자 패턴과 비슷한 순서대로 나타남. 이는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문화・대형화가 되어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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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0 자치구별 미용실 매출액 현황

○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평균 1.9명을 두고 있고 대부분 규모가 작은 영세한 미용실

형태를 띄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평균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강남구(4.7명), 중구(2.7명), 서초구

(2.5명), 서대문구(2.4명)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당 종사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많아서 가장 낮

은 금천구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음

− 강남구, 중구, 서초구, 서대문구(학교상권/ 이대, 연대, 홍대 등) 는 사업체보다 종

사자수가 많은 자치구로 압구정동, 청담동, 명동, 이화여대 등 패션・미용・뷰티의 

여성중심적인 상권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전문화된 프랜차이즈 형태의 미용실

이 많음

− 금천구와 도봉구는 사업체당 종사자 1.3명이고 은평구, 강북구, 구로구는 사업체당 

종사자 1.4명으로 자영업이거나 영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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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0 자치구별 미용실 사업체당 종사자 현황

○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평균 60.6백만원으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평균치를 하회

−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203.8백만원)로 최저 자치구 도

봉구보다 9배 정도 높음

− 강남구, 중구(125.6백만원), 서초구(96.9백만원), 서대문구(83.6백만원), 마포구

(66.4백만원) 등 5개의 자치구만 사업체당 연간매출액 평균 60.6백만원 상회

−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이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29.7백만원)이고 금천구(30.8백만

원), 강북구(33.7백만원) 순으로 낮음. 그 외 17개 자치구 모두 사업체당 연간매출

액 평균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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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0 자치구별 미용실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 미용산업은 사업체, 종사자 모두 증가 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을 정도로 과열 경쟁이 되고 있음

− 2010년 서울의 미용실은 14,880개로 5년(2006) 전에 비해 1.5% 증가하였고 종사자는 

28,288명으로 3.6% 증가

−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법인 미용실은 5년 전에 비해 5개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규

모가 45.0% 증가한 것으로 보아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화 진행

○ 대형화・전문화된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서 규모와 매출액 등 지역별로 양극화

− 강남구는 사업체와 종사자, 매출액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서울 미용 산

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서울 미용 사업체의 6.6%, 16.3%, 22.3%)

−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사업체당 매출액의 평균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강남구, 중구, 

서초구, 서대문구로 지역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세함. 위의 자치구는 압구정동, 

청담동, 명동, 이대 등 패션・미용・뷰티의 여성중심적인 상권을 띄고 있고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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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그 외 자치구는 사업체당 2명 이하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연간 매출액 평균 60백만원

을 하회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미용실-자영업 형태로 보임

○ 프랜차이즈로 대형화・전문화 되면서 개인 미용실의 설 자리는 줄어 들 것이고 가

격경쟁에서 밀리는 것으로 보임. 개인 미용실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지역에 따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 필요

− 개인 미용실은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

소한 상권분석을 통해 입지 선정 필요

−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별・지역별로 상권분석을 할 수 있고 

업종 밀집도, 지원정책 등의 정보 제공 

− 개인 미용실은 프랜차이즈보다 동네상권밀착형으로 단골에 대한 서비스 - 일대일 고

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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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 분
2006 2010 증가율

(06대비)비율 비율

총 사업체수(개) 　 14,666 　 14,880 　 1.5

대표자 성별(명)
남자 1662 11.3 1,938 13.0 16.6

여자 13,004 88.7 12,942 87.0 -0.5

총 종사자수

(명)

　 27,297 　 28,288 　 3.6

남자 4,025 14.7 4,736 16.7 17.7

여자 23,272 85.3 23,552 83.3 1.2

조직형태

(개, 명)

개인사업체 14,633 99.8 14,842 99.7 1.4

법인사업체 33 0.2 38 0.3 15.2

개인종사자 26,824 98.3 27,602 97.6 2.9

번인종사자 473 1.7 686 2.4 45

종사자규모

(명)

1~4 19,969 73.2 19,861 70.2 -0.5

5~9 3,528 12.9 2,843 10.1 -19.4

10~19 2,202 8.1 3,102 11.0 40.9

20~49 51 0.2 66 0.2 24.5

50~99 168 0.6 701 2.5 317.3

종사상지위

(명)

자영업자 14,652 53.7 15,032 53.1 2.6

무급가족 886 3.2 747 2.6 -15.7

상용 7,912 29.0 6,697 23.7 -15.4

임시 및 일용 3,634 13.3 4,571 16.2 25.8

기타 213 0.8 1,241 4.4 482.6

<표 1> 서울지역 미용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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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연간매출액

(백만원)

사업체당 

종사자

사업체당 

매출액

종로구 247 424 13,758 1.7 55.7

중구 298 790 37,421 2.7 125.6

용산구 331 629 18,435 1.9 55.7

성동구 401 620 16,260 1.5 40.5

광진구 586 1,058 31,254 1.8 53.3

동대문구 559 847 22,475 1.5 40.2

중랑구 680 961 23,768 1.4 35.0

성북구 674 1,070 30,984 1.6 46.0

강북구 563 796 18,998 1.4 33.7

도봉구 475 648 14,107 1.4 29.7

노원구 650 1,216 36,692 1.9 56.4

은평구 736 1,079 28,547 1.5 38.8

서대문구 539 1,270 45,065 2.4 83.6

마포구 597 1,159 39,660 1.9 66.4

양천구 723 1,183 34,508 1.6 47.7

강서구 741 1,116 28,606 1.5 38.6

구로구 608 910 22,413 1.5 36.9

금천구 417 576 12,837 1.4 30.8

영등포구 596 950 27,546 1.6 46.2

동작구 572 922 23,170 1.6 40.5

관악구 729 1,220 36,776 1.7 50.4

서초구 551 1,404 53,371 2.5 96.9

강남구 988 4,625 201,310 4.7 203.8

송파구 877 1,625 49,824 1.9 56.8

강동구 742 1,190 34,473 1.6 46.5

<표 2> 자치구별 미용실 현황(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