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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꿇 

1. 間題提起 및 빠究目的 

塵業社會 以後에 나타난 주요한 社會 · 經濟的

變化中의 하나는 서비스 部門의 급속한 發展이다1)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大都市地域을 중 

심으로 서버스업에 관련된 經濟活動이 增大되고， 

多樣化 • 專門化되면서 都市經濟의 흩爛構造와 塵

金 JC 京"2)

려1) 

N. 製造業의 事業서비스 空間連緊

1. 서비스 種類別 連擊

2. 企業特性으로 본 事業서비스 連擊

3. 製造業의 事業서비스 外部化Cexterna

lization) 

v. 事業서비스의 空間連擊
1. 事業서비스 業種別 空間連擊

2. 事業서 비스 規模別 空間連驚

3. 事業서비스 業體의 立地認識

VI. 要約 및 結論

業構造에 큰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며2) 우리나라에 

서도 個人 빛 企業의 서비스 需要急、增3)으로 서비스 

部門의 成長趣勢는 뚜렷하다. 서비스업은 그 機能

에 따라 크게 生塵者 서비스업 (producer service) 

과 消費者 서비스업 (consumer service)으로 分類

되는데 4) 生塵者 서비스가 消費者 서비스보다 흩爛 

과 經濟成長에 더 많은 影響올 끼친다5) 그것은 生

塵者 서비스가 단순한 흩爛增加의 測面이외에도 

政策介入의 춧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6) 生塵者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整理한 것임. 指導敎授이선 許宇타선생님께 感謝드립니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課程 쭈業. 
1) Kellerman, A., 1985, “The evolution of service economies : geographical perspectives" , Professional Geog

raPheχ Vol. 37, p. 133. 
2) Gillespie, A. E. & Green, A., 1987, “The changing geography of producer service employment in Britain" , 

Regioηal Sludies, Vol. 21, p. 398. 
3) 민경휘 외， 1986，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산업연구원， pp. 65-67. 
4) Daniels, P. W., 1982, Service 1:ηdust깨es : Growth aηd Locatioη，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7. 
5) Gillespie, A. E. & Green, A., 1987, op, cit. : Wood, P. A., 1986, “ The anatomy of job loss and job creation" , 

Regioηal Studi강:， Vol. 20, pp. 36-37. 
6) Coffey, W. ]. & Polèse, M., 1989, “ Producer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 a policy oriented 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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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7l 중에서도 특히 地域經濟成長에 影響을 미 

친다고 檢證이 되고 있는 것은 事業서비스 CBusi

ness Service)이다8) 事業서버스에 대한 冊究는 企

業의 成長過程에 서 本社의 事務業務가 企業으로부 

터 分離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專門 서비스업체의 

立地에 관한 冊究9)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製

造業 部門의 生塵職 뚫爛이 점차 減少하게 되자 生

塵者 서비스에 대한 여러 測面의 冊究가 進行되어 

왔다. 그리고 이들 冊究는 事業서비스와 地域開發

의 冊究에 有用한 背景을 提供해 주고 있다10) 

事業서비스와 地域開發에 관한 冊究는 事業서비 

스가 어느 곳에 立地하는가 하는 점을 千.要 關心事

로 하는 ‘事業서비스와 立地’의 關係， 그리고 事業

서비스와 製造業의 連擊등에 重點을 두고 事業서 

비스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論議하고 있다까 이 

러한 事業서비스와 製造業의 連擊關係에 관한 冊

의 分布程度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둘째， 製造業의 

事業서비스 空間連擊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製造

業의 企業特性 (規模 業種 所有權) 7J1j로 事業서비 

스 連擊를 검토하여 企業의 어떤 特性이 서비스의 

地域內 連緊 彈化에 도움을 주는지 밝히고자 한다. 

세째， 事業서비스업체의 特性(規模， 業種)에 따른 

空間連擊의 差異를 살피고 事業서비스업체의 立地

的 測面에 대한 서비스업체의 認識에 대해 살펴보 

고자한다. 

2. 冊究方法 및 賣料

本 冊究에서는 出版된 資料와 面談 빛 設問調춤 

를 통해 ~又集된 資料의 分析을 結合하여 事業서비 

스와 製造業과의 連擊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出版資料는 經濟企劃院， 1981/1986, ‘總事

業體 調흉報告書’ 와 1975 / 1980 / 1985, ‘ 人口 빛 

究는 事業서비스의 가장 큰 需要者가 製造業이므 住드는센서스報告書’가 주로 이용되었다. 둘째， 製造

로， 어떤 特性을 가진 製造業이 事業서비스連擊에 業에 관한設問調춤는企業의 從業員數를基準으로 

있어서 地域內連擊를 彈化시킬 수 있는가에 춧점을 3段階로 分類하였고12) 大韓商I會議所， 1988, ‘全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製造業의 連擊特性을 國企業體總、賢’및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쏠山 빛 

把握하는데 物資連驚와 서비스連擊가 많이 分析되 馬山의 製造業體중 織維CSIC 32) , 化學CSIC 35) , 

어 왔으나， 供給者 測面인 事業서비스에 대한 事例 組立金屬CSIC 38) 세 업종만 선택 13) 하여 층화추출 

冊究는 드물다. 이에 本 冊究에서는 事業서비스엽 

이 흩흥爛構造 改善， 빼新港在力을 높이는 效果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事業서비스가地域經濟發展 

에 重要하다는 前提下에 쏠山과 馬山을 事例로 事

業서비스의 空間連擊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80년대 이후 韓國 事業서비스의 空間的

分布와 立地變化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각 地

域마다 製造業을 論引시킬 수 있는 事業서비스업 

한 標本으로 실시했다. 調흉期間은 1990년 7월， 8월， 

1991년 4월등 3개월간이었으며 1787H 製造業體의 

資料가 lfQ集되었다. 또한 馬山輸出담由地域 管理事

務所의 統計資料와 각종 面談結果가 資料分析에 

補完的으로 使用되었다. 세째 事業서비스업체에 

관한 資料는 業種別로 층화표집하여 面談調훌를 

實施하였으며 쏠山 1047H 馬山 84개의 事業서비스 

업체가 뻐集되었다. 事業서비스업은 經濟企劃院의 

韓國標準塵業分類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 

pectives" , Papers 01 the R，쩡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67, pp. 13-27. 
7) 일반적으로 생산자 서비스는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 그리고 사업서비스를 지칭한다. 

8) Marshall,1. N., 1982, “ Linkages between manufacturing industry and business services" , Eη띠ronmeηtaηd 
Planniη!g A, Vol. 14, pp. 1523-1540. 

9) Daniels, P. W., 1979, “ Perspectives on office location research" , in Daniels, P. W., ed., Spatial Patterns 01 
O댐ce Growth aηd Location, John Wiley & Sons, pp. 1-7. 

10) Daniels, P. W., 1985, “ Service industries : some new directions" , Progress in 1ηdustηial GeograPhy, Lon
don : Croom Helm, p. 111. 

11) Daniels, P. W., 1983, “ Business service offices in Britis provincial cities : location and control", Eηmroη
meηt aηd Plaηηiη'g A, Vol, 15, pp. 1101-1120. 

12) 기업의 규모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기업 종업원 10-99인， 중규모 기업 100-499인， 대규모 기업 
500인 이 상으로 구분함. 

13) 두 지역 모두 세 업종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 업종만 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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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IC) 를 準據하여 中分類인 事業서비스엽 

(Business Service;SIC 84)을 말하며， 事業서비스 

內의 業種은 SIC 小分類(3 digit) 를 準據로 하고자 

한다. 

II. 事業서비스와 製造業의 連짧 : 文없調훌 

1 . 事業서비스의 戰念 및 類型分類

서비스의 定義에 대해서는 通說이 定立되어 있지 

않으나 Daniels는 ‘非財貨인 無形의 經濟財를 生塵

하는 活動’ 14) ， Kotler는 서비스의 定義를 ‘需要者의 

要求에 適合한 價f直가 있는 것을 直接 흑은 間接的

으로 有{賞供給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需要者의 滿足을 獲得하는 것을 前提로 하여 企業

의 텀的達成에 필요한 ~又益을 確保하가 위한 活動’

이라고 말하고 있다씬 서비스산업은 매우 異質的인 

다양한 業種들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分類하기가 

곤란하며 冊究目的에 따라 分類方法도 다른데， 서 

비스가 수행하는 機能에 基魔한 分類16) 經濟發展에 

surner service)로 나누어 그 分類를 따르기로 한다. 

Marshall의 빠究에 의 하면 地域經濟成長에 影響을 

많이 미치는 서비스업은 生塵者 서비스이며 그 중 

에서도 특히 事業서비스라고 밝히고 있다20) 生塵者

서 버스는 事業體의 維持 安全등과 같은 非製造業

活動에 속하는 廣範圍한 活動을 指稱하며 21) 事業

서비스는 生塵性 向上 新製品 開發 및 製品의 質을 

위해 生塵過程段階에 投入되는 專門서비스를 供給

하는 용홍業으로 법률서비스， 건축 · 광고， 컴퓨터와 

자료서비스， 시장조사， R&D , 경영조언， 또는 기술 

조언과 일반적인 office 서비스 복사와 갇은 단순한 

엽무를 제외한 인쇄 및 번역업무 등이 이에 속한 

다. 

서비스 塵業의 範圍는 基準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本 冊究에서는 冊究의 便宜上 韓國

標準塵業分類22)를 따랐다. 韓國標準塵業分類 (SIC 

分類)에 의하면 事業서비스는 다음의 業種(표 1)을 

말한다. 

따른 分類17) 서비스 需要者에 따른 分類삐 등으로 2. 事業서비스의 立地特性에 관한 冊究

나눌 수 있다. 그외에도 여러 分類19)가 있지만， 本 서버스업의 立地를 說明하는 틀 중의 하나로 中

冊究에서는 서비스를 供給하는 市場의 特性을 分 心地 理論을 들 수 있다23) 이 理論에 의하면 都市의 

類基準으로 삼아 最終需要에 대한 消費者 서버스 成長은 都市의 서비스機能 專門化에 달려 있으며， 

塵業과 中間需要에 대한 生塵者 서비스 塵業으로 이 서비스地域(都市)에서의 서비스 需要水準은 中

分類하는 것이 가장 갖當하다고 생각하여 生塵者 心都市의 成長速度를 決定한다는 것이다갱 그러나 

서비스(producer service)와 消費者 서비스 (con- 中心地 理論은 最終需要(final dernand) 즉 消費者

14) Daniels, P. W., 1982, op. cit., p. 27. 
15) Kotler, P., 1982, Marketiη:g for Noηψofit Orgaηization， Prentice Hall lnc., p. 477. 
16) Daniels, P. W., 1985, Ser띠ce l:ηdustries : a geograPhical appraise Methuen, pp. 3-12. 
17) Ronald K. S., John C. S.rn Nancy, S. and Wascow, B., 1984, Service lndustries and Economic Development. 
18) Stanback, T. M., 1979, U.ηderstaηdiη:g the Service Ecoηomy EmPloymeηt， Productivity, Locatioκ，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 Urry, J. 1987, “Some social and spatial aspects of services" , Environmeηt aηd Planηing D, Society and 

Space, Vol. 5, pp. 5-26. 
(공공소비자서비스， 개인소비자서비스， 개인경영생산자서비스， 개인유통 생산자 서비스， 순환서비스， 개인 

소유복지서비스) 

李喜演， 1990， “생산자 서비스산엽의 차별적 성장과 공간적 분업에 관한 연구 地域冊究， 저16권 제2호， pp. 
123-147. ( 생 산자서 비 스， 소비 자서 비 스， 유통셔 비 스) 

20) Marshall, J. N., 1982, op. cit., p. 1525. 
21) Gershuny, J. 1. & Miles, 1. D., 1983, The New Service Ecoηomy the Traηsformatioη of EmPloyment in J，ηdust

rial Societies, Frances Printer, London, pp. 11-15. 
22) 그러나， 韓國標準塵業分類를 이용한 서비스 塵業範圍規定은 情態的이기 때문에 動態的인 經濟發展에 따라 

새로이 탄생하는 情報塵業， 技術用짜業등의 新種서비스엽은 包含시키지 못하는 短點이 있다. 

23) Daniels, P. W., 1985, op. cit., pp. 27-36. 
24) 崔 在善， 1983, 地域經濟論， 서 울， 法文단，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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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훌훌서비스 分훌 

84 I 事業서 비 스업 CBusiness Service) 

841 I 법무， 회계 및 기타사무관련서비스업 

8411 I 법무관련서비스업 

8412 I 회계관련서비스업 

달리 분류하지 않은 법무， 회계 및 
8419 I 

기타사무관련서버스업 

842 I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8421 I 건축관련서비스업 

8422 I공학관련서비스업 

달리 분류하지 않은 건축， 공학 빛 
8429 I 

이타검사서비스업 

843 I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업 

8431 I 자료조사， 처리， 제공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탈리 분류되지 않은 자료조사， 처리， 제공 
8439 I 

!빛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844 I 기계장비이외의 기타 事業서비스업 

8441 I 광고업 

8442 I 인력공급 및 대리업 

달리 분류하지 않은 기계장비이외의 기타 
8449 I 

事業서비스업 

845 I 기계 및 장비임대업 

서비스 立地의 說明에 더 適合하며25) 商業的 都市

機能에서 본 都市의 크기와 地理的 配置를 說明하 

는 情態的 理論이기 때문에 事業서비스의 立地 理

論으로는 不適合하다26) 外國에서의 事業서비스에 

대한 立地冊究는 20세기 초 新古典經濟理論에 기 

초한 工業立地論에서 部分的으로 取됐되었다. 企業

의 成長過程에 있어서 本社의 事務業務가 工場으 

25) Daniels, P. W., 1979, op. cit., pp. 1-7. 

로부터 分離되고 그 機能이 햄化되면서 企業의 本

社立地와 이와 관련된 專門서비스업체의 立地에 

관한 冊究가 都心地域을 中心으로 經驗的-歸納的

接近方法에 의해 활발히 행해졌다27) 또한 生塵者

서비스 및 事業서비스의 대부분이 office를 基盤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office 基盤의 事業서 

비스 活動이 London과 South East 地方에 어느 정 

도 集積되어 있나에 대해 冊究가 이루어지고 있고 

28) , office 立地의 모델화를 통해서도 立地問題를 명 

확히 하려고 애썼다센 이들 모델들과 傳統的언 용용 

業立地理論들과의 主要 差異點은， 傳統的인 塵業lL

地理論들은 集積經濟의 利益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했지만 이들 모델들은 office를 基盤으로 하는 서 

비스의 F붙業 立地를 部分的으로 說明해 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사실상 生塵者 서비스 

즉 事業서비스의 立地問題에 대한 規範的인 모델을 

실제 서버스立地에 適用시키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先行冊究들은 事業셔비스업체의 立地選擇에 가 

장 중요한 要素로 熟練 技術勞動의 集中， 事務機能，

金顧機關 등의 補完的인 經濟活動 등의 集中， 생산 

물을 시장으로 배달하는 費用의 低嚴 등의 集積利

益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업체뿐만 아 

니라 家計， 其他 企業， 政府가 어떤 地域 또는 立地

가 社會的， 經濟的 集積利益을 提供한다고 認識하 

기 때문에 나타나며 經濟發展에 따라 集積利益은 

계속된다30) 한편 都市에서의 集積利益은 계속 持

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分散하는 碩向 또한 

26) 金 炯國， 1983， 國土開發의 理論冊究， 博英#士， p. 208. 
27) Daniels, P. W., 1979, op. cit., pp. 117 -118. 
28) Daniels, P. W., 1985, op. cit. 
29) 0 ’hara, D. J. , 1977, “ Location of firms within a square centra business distric(’ , Joumal 01 Political Eco

nomy, Vol. 85, pp. 1189-1207. 
30) Gordon, F. M., 1979, “Agglomeration and central place theory, review of the literature" , 1:ηternatioηal Re

gioηal Science Review, Vol. 9, p. 35. : Bergsman, J., 1972, “ The agglomeration process in urban gro빠h" ， 
Urban Sudies, Vol. 9. pp. 263-275. : Wheeler, J. O. & Dillon, P.M., 1985, “ The wealth of the nation gro
wth" , Urban Studies, Vol. 9, pp. 263-275 : Leigh, R, & North, D., 1978, “ The spatial consequences of ta
keovers in some British industr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 in Hamilton, F. E. 1. 
CedJ , Spatial Perspectives 0η Iηdustn.al Orgaηization and Decision-making, John Wiley, New York. : Well
belove, D, and Wood, A.m Zafiris, N., 1982, “ Survival and success of the inner city economy : the perfor
mance of manufacturing and services in Islington" , Urbaη Studies, Vol. 18, pp. 3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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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는 冊究들도 나오고 있다31) 그러나 

事業서비스의 集積과 分散은 아직까지 어떤 碩向

이라고 정확하게 結論내릴 수 없으며32) 앞으로도 

많은 經騎的 冊究가 이루어져야 할 必要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事業서비스 塵業의 흩購과 立地

選擇에 있어 情報技術進步가 어떤 影響을 미치는 

지에 대한 關心 또한 고조되고 있어 情報技術發達

에 따른 生塵者 서비스의 分散과 集中에 대한 論議

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염 

3. 훌뿔서비스와 地域뚫濟發展 

일반적으로 한 地域에서의 工業은 그 地域의 基

서비스 機能을 外部化하게 되자 生塵者 서비스라고 

하는 間接生塵活動이 地域經濟開發에 있어 主要

要因으로 대두하게 되었다36) 英國의 경우 生塵者

서비스部門의 職業創出은 地域不均衝에 큰 影響을 

끼치기 때문에， 地域開發을 위해서는 生塵者 서비 

스 部門의 活性이 時急、하다고 보고 있다낀 우리나 

라에서도 生塵者 서비스 部門의 地域間 差別成長

問題와 均衝的 發展에 대해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38) 

地域開發에 대한 事業서비스의 彼劃은 두가지 

觀點에서 考察할 수 있는데 첫째는 地域連擊에 대 

한 觀點으로 事業서비스가 外部地域과의 連擊活動

盤部門으로 훌爛， 人口移入， 下部構造의 據充등을 을 통해 輸出基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통해 地域發展에 큰 波及效果를 가지기 때문에 地 地域의 內部發展에 대한 觀點으로 그 地域의 生塵

域開發에 있어서 先導的 手段으로 採擇되어 왔다34) 性 向上에 事業서비스가 寄與한다는 觀點이다. 

그것은 工業活動이 공업 입지 지역에 經濟的 • 環

境的 • 社會文化的 • 福社的 測面 (general welfare 

ímpact) 에서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꽉 그러나 製

造業 部門에서 直接生塵職훌爛이 점차 減少하고， 

(1) 地域運홉를 통한 地域聞寶

輸出基盤理論에 따르면 한 地域의 輸出은 地域

經濟의 推進力이 된다39) 製造業뿐만 아니라 서비 

31) Foley, D. L., 1956, “ Factors in the location of administrative office" , Re.양oηal Scieηce Associatioη， Vol. 2, 
pp. 318- 326. : 
Bearse, P. J., 1978, “ On the intra-regional diffusion of business services activity" , Regional Studi강" Vol. 
12, pp. 563- 578. : 
Code, W. R., 1983, “ The stren~깐h of the centre : downtown and metropolitan decentralization policy in To
ronto" ,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5. pp. 1361-1380. 

32) Goddard J. B. and Pye, R., 1977, “ Telecommunications and location" , Regioηal Studies, Vol. 11, pp. 19-30. 
33) 아래의 논문 참조. 

Hepworth, 1987, “ Information technology as spatial systems" , Progγ'ess iη Humaη Geogγ"{lPhy， Vol. 11, pp. 
157-180. : 
Buijs, A. M. & Pellenbarg, P. H., 1989, “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 a 
case study of the Northern Netherlands" , Nederlands e Geogγ"{lfische studies, pp. 93-103. : 
Archer, C. J. and White, E. R., 1985, “ A service classification of American metropolitan areas" , Urbaη Geo
graPhy, Vol. 6, pp. 121-15. : 
Kellerman, A., 1984, “ Telecommunicatíons and the geography of metroplitan areas" , Progγess in Hμmaη 
Geogγ"(lPhy， Vol. 8, pp. 222 - 246. : 
Marshall, J. N. and Bachther J. F., 1984, “ Spatial perspective on technical changes in the banking sector 
of the UK" , Eηvironmeηt Plaηηing A, Vol. 16, pp. 437 - 450. : 
Hepworth, M. et. al, 1987, “ The spatial division of information labor in Great Britain" , Enviroηment Plaη
niη:g A, Vol. 19, pp. 793-806. 

34) Longdale, R, E., 1979, op. cit., p. 10. 
35) Smith, D. M., 1971, l:ηdust까al Locatioη Aη Ecoηomic GeograPhica Aηalysis， 2nd ed., Wiley, pp. 359-385. 
36) Gillespie and Green, 1987, op. cít., p. 400. 
37) Damesick, P. j., 1986, “ Service índustries, employment anregional development in Britain: a revíew of re

cent trends and issues.’ , Traηsacttoηs ofthe l:ηstitute 01 Bη;tish GeograPhers New Se까es.， Vol11, pp. 212-226. 
38) 李 喜演， 1990， 앞의 논문， pp. 123-147. 
39) Kirn, j., 1987, “Growth and change in the service sector of the U.S : a spatial perspectíves" , Aηηals 01 

-69-



스도 地域의 輸出基盤에 있어 상당한 몫을 차지하 고 있는 事業서비스의 開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데40) 事業서비스에 대한 市場地域 分析에서 事

業서비스가 19% 이상의 輸出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4])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事業서비스업체， 특히 

廣告代行業體나 經營助言 컴퓨터 市場이 있는 地

域은 市場이 國家規模이기 때문에 輸出力이 강하 

다고 冊究42)된 바 있고 中小規模인 地方都市의 事

業서비스라 해도 地域外部로 輸出하는 比重은 10-

44% 정도라고 指橋한 冊究도 있다쩌 우리나라의 

경우 事業서비스의 空間連顆및 需要는 都市體系의 

階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μ 그러나 아직까지 

事業서비스업체는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地域外部로 輸出할 수 있는 곳 또한 대부분 大都市

라 할 수 있다. Canada의 경우에 製造業體들이 高

次階層의 서비스를 대부분 Toronto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連擊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 밝혀지고 있으며45) 周邊地域에 事業서비스 of

fice의 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아 地域이 沈뺨되고 

있는 것은 製造業의 本社機能이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어， 中小都市에서는 製造業과 밀접한 聯關을 맺 

다고 冊究46)된 논문도 있다. 또한 集積의 不利益으 

로 인해 大都市의 製造業體는 非都市地域 (nonme

tropolitan area) 으로 分散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어 都市體系로 볼 때 中心都市로의 工業의 階層

的 樓散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非都市地域으로의 

分散過程이 일어나47) 大都市地域의 經濟는 製造業

에 依存하지 않는다생 

(2) 地域內部發展에 대한 觀點

地域生塵性 向上을 위 한 政策은 民間資本投資의 

限界效用을 彈化하는 데 텀 없l을 두는 下部構造의 

據充을 包含한다얘 그러나 地域의 生塵性은 物理

的 下部構造에의 投資뿐만 아니라， 서비스部門에의 

投資에 의해서도 高揚될 수 있다50) 서비스部門의 

效果는 주로 經濟的 測面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經濟的 影響은 서비스 事業體의 支出로 인 

한 것， 즉 홉金이나 다른 서비스購入과 또 그 흩훌爛 

人들에 의한 消費의 結果로 다른 部門의 成長을 意

起시키는 것 등이다51) 

the Americal Association Geographers, Vol. 77, pp. 353-372. 
40) Beyers, W. B. & Alvine, M. J., 1985, “ Export services in post industrial society.’ , Papers 01 the Regioηal 

Scieηce Associatioη， Vol. 57, pp. 33-46. 
41) Dinteren,]. H. J., 1987, “ The role of business-service offices in the economy of medium-sized cities" , Eη-

vironmeηt Plaηηiηg A, Vol. 19, pp. 669-686. 
42) Marshall, ]. N., 1985, “ Service and regional policy in Great Britain" , Area, Vol. 17, pp. 303-308. 
43) Daniels, P. W., 1983, op. cit. 
44) Park, S. 0., 1991, “ High-technology industries in Korea : spatial linkages and policy implications" , GeQψ

rum, forthcoming. 
45) Britton,]. N., 1974, op. cit. 
46) Fernie, J., 1977, “ Office linkages and location : An evaluation of patterns in three cities" , Town Plaηηing 

Review, Vol. 48, pp. 78-89. 
47) Park, S. 0., 1981, Locati，。ηal Change in Maημifactμη:'ng : A Conceptual Model aηd Case Studies, Athens, 

Georgia, p. 8. 
48) 아래 논문을 참조. 

Wheeler, ]. 0., 1986, “ Corporate spatial link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 The role of the Metroploitan hit:

rarchy" , Anηals 01 the Ame꺼caη Association Geogγ"(Jphers. Vol. 76, pp. 262-274. : 
Peterson, ]. and Barras, R., 1987, “ Meas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services" , Service Industries 
Jourηal， Vol. 7, pp. 262-274. : 
Noyelle, T. J., 1983, “ The rise of advanced services" , Journal 01 the Ameη띠η Plaηηing Associatioη. Vol. 
49, pp. 280-290. 

49) Levin, C. L., 1985, “ Regional development analysis and policy, Jourηal 01 Regional Scieηce， Vol. 25, pp. 

569-592. 
50) Coffey, W. J. & Pol잉e， M., 1985, “ Local development : Conceptual bases and policy implícations" , Regioηal 

Stμdies， Vol. 25, pp. 569---592. 
51) Kirn, T. ]., 1987, op. cit., pp. 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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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經濟的인 效果를 다룬 주로 製造業의 空間連緊를 통해 事業서비스의 地

冊究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經濟的인 波及效果는 域內 連擊를 彈化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指標에 의해 冊究되었는데 크게 2가지로 나 冊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製造業 分野에서는 

누어 볼 수 있다. 흩爛의 測面과 貨金外 企業의 支 서비스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54) 예를 

出部分인 塵業의 連擊 Cindustrial linkage) 測面이 들면 財貨生塵에는 직접 관계없는 여러가지 기술 

그것이다. 먼저 훌用의 측면을 살펴보면 Kirn은 미 서비스와 製品企畵IJ 飯賣企劃등의 知識勞動이 점차 

국의 都市體:系와 地域變化에 미친 서비스업의 影 그 重要性을 높여가고 있다. 이와 같은 財貨塵業과 

響을 評價하기 위해 서비스塵業 훌爛의 空間構造와 서비스塵業 區分의 模鋼性 增大는 兩者間의 關係가 

時間에 따른 흩爛變化를 基廳로 하여 回歸分析을 더욱 深化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實施하였는데， 이 결과 事業서비스의 成長은 製造 製造業內에서는 知識集約化를 도모하고 製品의 高

業을 包含하여 새로운 塵業을 論引하거나 홈Ij出하고 級化 • 多樣化 • 附加價植化를 위해서 서비스의 投

地方企業의 龍爭力과 生塵性을 向上시키는데 도움 

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잉 事業서비스에 대한 關心

이 최근에 고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명확한 分析

技法에 의해 事業서비스의 經濟的 波及效果를 다 

루지는 못했지만 많은 冊究53) 에서 흩물購홈Ij出의 뼈”며j 

을 彈調하고 있다. 한편 용품業 連擊測面에 있어서는 

져l 유형， 제고， 운송 가능. 

제품특성 | 제품의 표준화 급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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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1 > 製造業과 서비스훌業의 相효依存빼係 

출처 : 민경휘， 1986,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산업연구원， p. 26. 

52) Kirn, T. J. , 1987, op. cit. 
53) Gillespie and Green, 1987, op. cit., pp. 397-412. : 

Damesick, p., 1986, op. cit., pp. 212- 226. : 
Marshall, J. N. , 1985, op. cit., pp. 303-308. 

54) Gillespie, A. E. & Green, A., 1987, op. cit., pp. 397-412. 
55) 민 경 휘 외， 1986, op. cit.,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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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製造業과 서비스 塵業은 相互依存關係를 따라서 이들 冊究를 基魔로 하여 事業서비스의 

深化시격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우리 經濟가 地域內 連擊를 彈化시키기 위해 工場의 業種， 規模，

持續的으로 發展해 나가기 위해서는 製造業과 서 所有形態에 따라 事業서비스의 連擊패턴이 어떻게 

비스산업의 均衝的인 發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실을 示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事業서비 

스는 製造業과 밀접한 聯關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關係를 밝혀 事業서비스 活性을 통해 地域經濟發

III. 우리나라 事業서비스의 成長과 分布

展을 도모하고자 하는 冊究가 많이 나왔다56) 1 . 훌業서비스의 柳造와 立地 特性

國內에서는 주로 製造業과 서비스업의 連擊를 都市經濟發展段階에 있어 塵業間에 相互關聯性

통한 地域經濟 活性化 冊究를 하고 있는데 企業體 이 매우 큰 製造業 部門의 成長은 다른 塵業의 成

特性과 關聯하여 企業組織의 形態에 따라 서비스 長을 課導하고 훌爛機會흠Ij出로 인해 서비스 塵業

連緊가 어떠한가를 分析한 冊究를 기초로 하여57) 의 成長 또한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 

外部支配와 空間連緊에 대한 冊究를 통해 서비스 비스업 중에서도 事業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部門에 

連擊패턴을 다룬 冊究잃 企業構造的인 測面에서 비해 급속도로 發展하고 있다. 事業서비스업은 經

자동차공업의 物資連緊를 파악하여 單一I場企業 濟成長에 따라 그 重要性이 더욱 새로이 認識되고 

과 分工場의 連緊特性을 살피고 서비스連擊의 차 있는데 컴퓨터의 發展 技術의 進步등에 의해 事業

이를 밝힌 冊究59)가 있다. 또한 周邊地域 經濟發展 領域이 계속 構大되고 있다. 

을 위해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失端技術塵業을 우리나라 事業서비스를 小分類別로 分類하여 成

유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周邊地域에 

技術， 情報， 下部構造 등의 據充을 先行해야 된다는 

冊究60)가 있다. 이들 冊究를 통해 所有形態나 規模

와 같은 工場의 特性과 地域의 經濟環境 등이 地域

內 連擊를 결정짓는 주요 要因들임이 확인되었다. 

長率(표 2, 표 3)을 살펴보면 1981년에서 1986년 

사이 事業서비스 전체적으로 볼때 年乎均 6.3% 의 

業體數 增加를 보이고 10.4%의 從業員數 增加를 보 

인다. 반면， 1986년에서 1988년의 業體數增加率은 

1981년에서 1986년 增加率의 2배에 가까운 12.3% , 

〈표 2> 훌業서비스 小分覆別 훌化(1981-1986) 

업 j。죠 
86년 事業서비스 81년 事業서비스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변화율 변화율 

84 (사업서비스) 17174 137227 13080 90302 6.3 10.4 

841 (법무， 회계) 6889 36644 5543 21108 4.9 14.7 

842 (건축， 공학) 3358 35331 2402 24565 8.0 8.8 

843 (자료조사) 288 6415 35 1936 144.6 46.3 

844 (광고 등) 4886 46888 4364 36424 2.3 5.7 

845 (장비임대) 1773 11949 736 6269 28.2 18.1 

資料 : 經濟企劃院， 1981, 1986, 總、事業體調흉報告書. 

56) MacPherson, A., 1988, “New product development among small Toronto manufacture :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technical service linkages" , Economic GeograPhy, Vol. 64, pp. 62-75. : 
Wheeler, J. 0., 1987, op. cit. : Marshall, J. N., 1979, “Ownership, organization and industrial linkage : A 
case study in Northern region of England" , Regional Studies, Vol. 13, pp. 531-557. : 
Britton, J. N. H., 1974, op. cit., pp. 336-341. : 
Burrows, M. & Town, S., 1971, Office Services in the East Midlands, East Midlands Economic Planning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 

57) 李 德安， 1986, 全南工業의 企業形態에 따른 特性과 連擊에 관한 冊究， 서울 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8) 金 鎭奭， 1989， I業의 空間連薰와 意、思決定權限에 관한 冊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9) 趙 成旭， 1987, 韓國自動車 部品工業의 連緊패턴에 관한 冊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0) 朴 양決， 1989, 失端技術塵業立志와 地域經濟發展， 地域冊究， 제 5권 제2호， p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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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훌훌서비스 小分類別 훌化(1986-1986) 

~ 도。ε 
88년 事業서비스 

업체수 종사자 

84 (사업서비스) 21339 167048 
841 (법무， 회계) 10397 47981 
842 (건축， 공학) 4058 43856 
843 (자료조사) 725 16345 
844 (광고 등) 4105 43657 
845 (장비임대) 2054 15209 
資料 : 經濟企劃院， 1986, 總事業體 調훌報告書. 

經濟企劃院， 1988, 서비스업 統計調훌報告書. 

從業員數는 15.9% 의 增加率을 보인다. 業種別로 

살펴보면 調흉 및 情報關聯서비스업이 가장 큰 成

長을 했는데 1981년에서 1986년 사이에 業體數 145 

%, 從業員數 46% 라는 엄청난 成長率을 보이고 있 

고， 다음 기계 및 장비임대엽의 성장율이 業體數 28 

%, 從業員數 18%로 높다.1986년에서 1988년에는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調좁 

및 情報關聯서비스업의 成長率은 여전히 높다. 특 

히 調훌및 ↑좁報關聯서비스업의 괄목할 만한 成長은 

앞으로의 검울業構造에 더욱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冊究에서 대부분의 生塵者 서비스 立地選

擇의 중요한 要素는 集積利益이며， 事業서비스 立

地에 影響을 미 치는 가장 중요한 要素는 都市의 集

積利益을 중시하는 都市化經濟라 結論62)지였다. 우 

리나라의 市 • 道別 事業서 비스점유율( 표 4)을 

보면 서울의 점유율이 월등한데， 業體數의 構成比

가 41.6% , 從業員數의 構成比가 54.8% 로 우리나라 

事業서버스의 절반이 서울에 集中되어 있다. 그리 

고 5大都市의 業體數 [닙有率은 우리나라 전체의 64 

%, 從業員數 74%로 대부분의 事業서비스는 大都

市에 集中되 어 있다63) 

이것은 大都市 人口規模와도 관계가 있기는 하 

지만 그것보다는 大企業의 本社가 더욱 大都市에 

86년 事業서비스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변화율 변화율 

17174 126762 12.3 15.9 
8615 40563 10.3 9.1 
3358 35331 10.4 12.1 
465 7862 28.0 54.0 

2963 31057 19.3 20.3 
1773 11949 7.9 13.6 

立地하는 碩向이 강하기 때문이다. 

〈표 4) 시 • 도별 훌業서비스 점유율 

업체수 구성비 종업원수 구성비 

전 국 21339 100 167047 100 
서 걷 。r 8868 41.6 91493 54.8 
-닙「 산 2145 10.1 17066 10.2 
대 구 1133 5.3 6967 4.2 
인 천 731 3.4 5108 3.1 
고。L c::ζ「 741 3.5 3497 2.1 
거。 기 2139 10.0 10117 6.1 
강 원 694 3.3 2604 1.6 
%- 1 님「 529 2.5 2834 1.7 
걷;ζ「 LnL 1090 5.1 5359 3.2 
전 τ HR「 772 3.6 3006 1.8 
전 LDL 668 3.1 4249 2.5 
겨。 τ HR「 762 3.6 6097 3.6 
거。 남 1067 5.0 7687 4.6 
져l -T- 171 0.8 994 0.6 
자료 : 經濟企畵IJ院， 1988, 서비스업 統計調좁報告書. 

2. 훌山 • 馬山의 훌業서비스와 힐造業의 J~況

및 問훌훌훌& 

쏠山 經濟力의 全國比重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점점 低下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왔다. 쏠山 經濟力

의 成長이 低下되어 가는 것은 면種I業의 零細性

61) 1986년의 사업서비스업종은 비교를 위해 1981년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재조정한 것임. 1986년의 SIC 
8419(탈리 분류하지 않은 법률， 회계 및 기타사무관련서비스업)， SIC 84312( 자료조사업)， SIC 84314(자 
료제공업)， SIC 8439(달리 분류하지 않은 가타조사 벚 정보관련서비스엽)은 1981년에는 SIC 844로 분류 
되어 있음. 

62) Bergsman, J‘, 1972, op‘ cit‘, pp. 263-275. 
63) 이 희연은 1990년 생산자 서비스의 특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산출하였 

는데， 사업서비스의 경우 수도권과 부산권만 LQ값이 1.25, 1.08로 나타나 이들 지역만 사업서비스업이 특 
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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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料陽化에 따른 工業構造의 脫弱性과 行政， 金顧， 쏠山과 馬山의 製造業과 事業서비스 現況에 대해서 

情報셔비스등 中樞管理機能의 未備에 그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쏠山은 많存工業構造의 脫꿇性의 問

찾을 수 있다. 事業서비스의 成長도 다른 大都市에 題로 인해 점차 製造業의 成長鏡化現狀을 보이고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쏠山의 事業서비스 러有率 있고， 馬山은 輸出멈由地域 業體들의 澈lt9.빛 흉退 

은 全國의 10.1 %로 서울의 54.8% 에 비하면 작은 로 地域經濟의 沈帶를 보인다. 그러므로 製造業의 

편이지만 다른 都市들에 비해서는 優勢한 편이다. 成長및 흉退와 密接한 聯關을 갖고 발전한다고 볼 

年乎均 增加率을 보면 1981년에서 1986년 사이에는 수 있는 事業서비스의 成長 또한 微微하다. 따라서 

8.6% 로 全國의 年平均 增加率을 上뼈하고 있으나 쏠山과 馬山의 事業서비스빛 製造業의 連擊關係를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는 7.4% 로 全國의 12.1 分析함으로서 地域經濟活性化에 示埈點을 찾고자 

%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최근 쏠山의 製造業 한다. 

成長이 低下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馬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언 中小都市라 

할 수 있기 때문에 1960년대 말 國際~又支 惡、化에 

따라 政府에서 外國企業의 直接投資政策을 내세워 

N. 製造業의 事業서비스 空間連짧 

일반적으로 連緊(linkage) 란 企業이 企業을 둘러 

1970년 輸出自由地域을 조성하게 되어 됐進的으로 싸고 있는 外部環境과 주고 받는 모든 것을 의미하 

發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世界經濟는 심각한 며， 交換되는 內容에 따라 物資連擊(原料購入連擊

불황 · 인플레와 保護質易主義 등으로 危機를 맞고 와 製品飯賣連擊) 情報連擊 서비스連擊등으로 나 

있고 國內經濟는 高成長 일변도에서 安定寫主로 누어진다. 이것은 企業이 活動하는 運營의 空間的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問題들이 흉、起되고 範圍를 밝히는 冊究에서부터 外部所有가 地域經濟

있다. 이렇게 入住當時와는 달라진 國內外的언 現 에 미치는 影響을 考察하는 冊究에 이르기까지 많 

實로 인하여 本地域에 入住한 企業體들 중에는 澈 은 冊究에서 조작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65) 連擊

뻐를 희망하는 業體들이 많아지고 있다여 이는 19 

73년에 馬山輸出自由地域의 總業體數가 1157>> 였 

고， 1975년에는 1057>> , 1988년 74개 業體가 가동하 

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製造業의 本

社가 大都市에 모이게 되면 이 本社들에게 直接혹 

은 間接으로 서비스를 提供하는 機能들도 周邊에 

立地하게 되어 規模의 經濟를 발생시키게 되며 가 

격 또한 저렴하게 된다. 예를 들면 情報， 法律서비 

스， 高性能 事務機器 등은 本社들이 密集한 大都市

에 集中되어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 本社가 大都

市에 立地해야 하는 備環的 關係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연히 中小都市의 서비스 시설은 침체현 

상을 맞게 되는데， 馬山의 경우 全國에 대한 사업 

서비스 점유율은 1.2% 밖에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패턴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는 業種， 規模， 組織

構造등의 工場의 特性66)과 地域의 經濟環境등이 있 

다67) 

따라서 이 장에서는 쏠山과 馬山을 事例로 製造

業의 事業서비스連驚를 製造業의 業種別， 規模別，

工場形態別로써 分析하고자 한다. 각 企業의 形態

는 本社와 工場의 立地場所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

類하였다. 

1) 同i立地工場 : 쏠山(혹은 馬山)의 같은 장소 

에 本社와 함께 立地한 工場.

2) 地域內分離工場 : 같은 地域內(쏠山 혹은 馬

山) 本社와 다른 場所에 立地한 工場.

3) 地域外分離工場 : 本社는 쏠山(馬山) 이외의 

地域에 立地하고 I場은 쏠山(馬山)에 立地한 경우. 

64) 沈 在民， 1980, “‘馬山輸出 自 由地域의 立地構造와 波及效果에 관한 冊究 地理學 冊究， 第 5 輯， pp. 410-

443. 
65) Taylor, M. ]., 1975, “ Organization growth, spatial interaction and location decision-making" , Re.양oηal Stu

dies, Vol. 9, pp. 313-323. 
66) Hoare, A. G., 1985, op. cit., pp. 64-69. 
67) McDermott, P. J., 1976, “ Ownership,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Scottish electronic in

dustry" , Regioηal Studies, Vol. 10, pp. 3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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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컴퓨터관련 서비스， 공정개발 • 제품개발기술 

1 . 서비스 홉類別 連짧 서비스CSIC 842. SIC 843)등은 서울 빛 해외에로의 

서비스 種類別로 空間連擊 (표 5)를 살펴보면 連擊가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제품개발기술정 

쏠山의 경우 법률서비스 회계감사서비스， 기타사 

무관련서비스(이상 SIC 841)는 地域內에서 서비스 

를 공급받는 비율이 92% 를 상회하고 있으며， 건축 

관련서비스와 인력공급서비스 기계및 장비임대엽 

( 이 상 SIC 842, SIC 844, SIC 845) 의 경 우에 있 어 

서도 76% 정도를 쏠山에서 {共給받고 있어 이들 種

類의 事業서비스는 地域內에서 事業서비스를 공급 

받는 比率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조사 벚 정보관련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공정개발기술 서비스 제품개발기술 서비스(이상 

SIC 843)등은 쏠山에서 공급받는 比率은 30% 內

外이며， 서울 및 해외에로의 連緊比率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경영자문， 광고기획 등의 

셔비스는 62% 정도를 쏠山에서 이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의 種類에 따라서 地域連

擊水準에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馬버에 

있어서 서비스의 地域內 連擊水準은 거의 모든 서 

버스에 있어서 쏠山보다 낮게 나타난다. 먼저 법률， 

회계 벚 기타 사무관련 서비스와 인력공급 서비스 

(이 상 SIC 841, SIC 844)등과 같은 低次階層의 서 

비스는 쏠山과 마찬가지로 地域內連擊比率이 높으 

며， 건축 및 공학관련 서버스， 조사및 정보관련 서 

보， 제품의 디자인 및 포장기술정보， 자료조사 및 

처리를 위한 컴퓨터 서비스， 공정개발기술을 위한 

서비스등과 같이 製品의 生塵과 관련된 技術情報는 

서울 몇 海外地域에서도 많은 서비스를 提{共받고 

있어 連擊範圍가 매우 넓으며 他地域에 많이 依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馬山 企業體의 事業

서비스連擊는쏠山에 비해서 他地域특히 海外와의 

連擊比率이 높다. 이것은 馬山의 企業體特性 즉 所

有權의 國籍이 海外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 

나 馬山 地域環境의 塵業港在力이냐 地域資源의 

有用性(서비스의 lifß꿇)에 의한 影響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形態를 떠나 거의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地域內連擊水準이 쏠山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딸 수 있다. 결국 이것은 馬山의 事業

서비스 基盤이 그만큼 취약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企業이 利用하는 서비스는 

高次서비스의 경우에는 地域連擊範圍가 넓고 低次

서비스의 경우에는 地域連緊範圍가 좁아 서비스의 

技術水準에 따라 連擊의 空間的언 差異와 他地域

에의 依存程度가 달라진다. 

1) 쏠山 〈표 5) 서비스 홉類別 空間連혔 단우1: 업체수， (%) 

셔버스종류 -님「 산 : 。딛「 기다국내 외 

법률관련 서비스 90 (95.7) 4 ( 4.3) 0 0 

회계(연말정산등) 서비스) 90 (92.8) 7 ( 7.2) 0 0 

기타 사무관련 서비스 88 (96.7) 3 ( 3.3) 0 0 

건축관련 서비스 65 (81.3) 15 (18.8) 0 0 

공학관련 서비스 42 (48.8) 39 (45.4) 0 5 (5.8) 

기술검사 서비스 37 (39.4) 50 (53.2) 2 (2.1) 5 (5.3) 

자료조사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25 (27.2) 65 (70.7) 0 2 (2.2) 

공정개발기술정보 서비스 15 (17.2) 59 (67.8) 0 13 (14.9) 

제품개발기술정보 서비스 21 (23.3) 53 (58.9 0 16 (17.8) 

경영자문 46 (63.9) 25 (34.7) 0 1 (1.4) 

광고 서비스 45 (62.5) 26 (36.1) 0 1 (1.4) 

제품 디자인 및 포장기술 46 (66.7) 22 (31.9) 0 1 (1.4) 

인력공급 서비스 70 (86.4) 7 ( 8.6) 0 4 (4.9) 

기계 및 장비임대 서비스 56 (76.3) 7 ( 9.6) 0 10 (13.7) 

資料: 設問調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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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企業特性으로 본 훌훌서비스 運훌 

지금까지 事業서비스 種類에 따른 地域連擊를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는 서비스連緊패턴에 影響을 

미치는 企業特性의 測面 (業種，規模，企業形態 등) 

에 따른 서비스連緊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連擊比率은 매우 낮고 오히려 해외와의 事業서비 

스連緊比率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馬山의 

화학업이 다른 業種보다 地域內連擊比率이 낮은 

것은， 쏠山의 경우 工業構造上 화학엽이 17% 를 쏠 

山內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馬山의 경우는 1.3% 밖 

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고 馬山의 화학업이 섬유업 

적으로 地域連緊水準은 企業의 業種에 따라 차이가 이나 조립금속에 비해 전국점유율이 낮기 때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地域에서 그 차이가 기도 하다. 한편 馬山은 쏠山企業의 경우보다 地域

일정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業種에 따른 차이는 地方 內連擊程度가 거의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낮지만 

塵業環境의 影響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68) 規模別 특히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와 기술검사 서비스 

連擊패턴의 特性은 業種의 경우에서보다 분명한 패 의 地域內連擊水準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地

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小規模 企業이 大規模 企業에 方의 옷端塵業을 事例로 하여 서비스連擊를 조사 

비해 地域連緊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했을 경우 地域內 서비스 連擊水準은 매우 낮은 冊

企業形態도 중요한 사항으로써 外部所有工場의 경 究結果와 一致한다깨 

우에는 意思決定權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連擊패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69) 

(1) 業種댐IJ 連꿇패턴 

쏠山의 경우 製造業 業種에 따라서는 事業서비 

스의 地域連緊水準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섬유엽 (61.8% )이나 화학엽 (69.8% )에 비해 조립금 

속엽 (59.3 %)이 비교적 連緊範圍가 넓고 多樣하여 

地域內連擊水準이 낮다. 한편 섬유업이나 화학업은 

事業서비스의 種類에 따른 차이만 나타날 뿐 製造

業의 業種에 따른 差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조립금속업이 他業種에 비해 高度의 情報와技術을 

요하는 옷端塵業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 업종 모두 調흉 빛 

情報關聯서비스와 技術檢흉 서비스의 地域內連擊

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 

은 것 같다. 이렇게 쏠山의 調흉 및 情報關聯서비 

스와 기술검사 서비스의 地域內連擊水準이 낮은 

것은 그만큼 이들 서비스가 쏠山內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한 最高次 機能의 서비 

스가 서울에만 集中해 있기 때문이다. 馬山은 쏠山 

과는 탈리 섬유업 (53.8% )이나 조립금속(40.2% )보 

다는 화학엽 (32.6% )의 他地域連緊比率이 더 높다. 

그리고 섬유업이나 조립금속의 경우 쏠山으로의 

連擊比率도 높은 편인데 화학의 경우 쏠山地域의 

68) McDermott, P. J., 1976, op. cit., pp. 319-335. 

(2) 規模別 連뚫패턴 

企業規模別로 事業서비스의 連擊패턴을 살펴보 

면， 業種別로 살펴본 事業서비스連擊의 차이보다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小規模 企業이나 中規模

企業보다는 大規模 企業의 地域內連擊가 약하게 

나타났다. 쏠山의 경우 馬山보다는 地域內連擊水準

이 높은 편이지만 規模別로 차이가 다소 나타난다. 

小規模 企業은 調훔및 情報關聯 서비스업을 제외 

하고는 地域內連擊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調훌 

및 情報關聯 서비스는 地域內連驚水準이 40% 에 

미치지 못하고， 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엽은 60% 

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서비스는 70% 이상을 地

域內에서 이용하고 있어 地域內連擊比率이 매우 

높다. 中規模 企業 역시 調흉 및 情報關聯서비스업 

은 쏠山內 이용정도가 25% 이하로 매우 낮으며， 

그외의 다른 서비스는 50% 이상으로 小規模 企業

보다는 地域內連擊程度가 낮은 편이지만 대체로 

쏠山內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大規模 企

業은 事業서비스連擊에 있어서 小規模 企業이나 

中規模 企業보다는 他地域 利用比率이 높다. 또한 

技術情報서비스 등은 地域內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다른 서비스의 이용도 다른 規模

의 企業보다 地域內 連擊程度가 약하다. 

馬山의 경우는 쏠山보다 企業規模에 따른 서비 

69) Watts, H. D., 1981, The Braηch Planl Ecoηomy : A 51μdy 01 Exler:ηal CoηIrol， Longman, N ew Y ork. 
70) Park, S. 0., 1991.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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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利用程度의 差異가 두드러지며， 쏠山보다 他地 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地域內分離工場의 地域內連

域 利用比率이 높고 大規模 企業일수록 서울， 쏠山 擊lt率이 I머一立地工場보다는 조금씩 낮은 것을 알 

및 海外에의 依存度가 크게 나타났다. 小規模 企業 수 있다. 세째 地域外分離工場의 경우는 다른 形熊

은 馬山內 地域連緊에 있어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 의 工場보다 事業서비스 엽종마다의 차이가 다소 

서비스업과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 

고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中規模 企業은 법무 

회계 및 기타사무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大規模 企業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을 제외하고는 아주 낮은 地域內連緊比率을 나타 

있기는 하지만 地域外部에서 서버스를 60% 이상 

供給받고 있다. 그러나 쏠山의 地域外分離I場의 

경우 地域內連擊比率이 낮지만 海外와의 連擊比率

은 오히려 單‘→I場보다 낮게 나타났고 서울과의 

連緊程度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것은 쏠山의 地域

내고 있고， 특히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엽의 경 外分離工場의 경우 本社가 대부분 서울에 立地한 

우에는海外와의 連擊比率이 50% 이상으로海外에 工場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대한 依存程度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馬山과 馬山의 경우에도 工場形態、딩Ij로 본 事業서비스의 

거리가 가까운 쏠山과의 連緊는 中規模 企業이 더 地域連擊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地域外分離企

크고， 서울 빛 海外에의 依存度는 大規模 企業이 더 業의 경우 해당 업체수가 작기는 하지만 법률， 회계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企業規模가 클수록 및 기타 사무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더욱 큰 大都市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다른 地域에서 공급받는 比率이 더 높은데 특히 서 

示埈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울 및 일본에 대한 의존이 높다. 이것은 地域外分

離工場의 本社가 셔울 및 일본에 입지해 있기 때문 

(3) 企業形態別 連뚫패턴 일 것이다. 따라서 馬山 企業體中 所有主의 國籍이 

企業形態別 (同-立地工場， 地域內分離工場， 地 海外인 경우 國內인 경우보다 서비스의 地域內 連

域外分離I場)로 事業서비스連緊패턴을 살펴보면， 擊程度가 약하기 때문에 企業所有權의 國籍을 國

부산은 첫째， 同-立地工場은 調훌 및 情報關聯서 內와 國外로 분리하여 連擊패턴을 살펴본 것이 표 

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60% 以上을 6이다. 所有權이 國內에 있는 경우 高次서비스인 

쏠山 地域內에서 供給받고 있었다. 둘째， 地域內 分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 

離工場의 경우에도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를 제 련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地域連緊比率이 높으며 

외하고는 쏠山에서 서버스를 공급받는 비율이 높 高次서비스라 해도 海外連擊보다는 쏠山 및 서울 

2) 馬버 단위 : 업체수， (%) 

서비스종류 마 산 l 부 산 | 서 울 | 기타국내 | 해 외 
법률관련 서비스 58(77.3) 6(8.0) 7( 9.3) 3( 4.0) 1( 1.3) 

회계(연말정산등) 서비스) 52(66.7) 9( 11.5) 15(19.2) 2( 2.6) 0 
기타 사무관련 서비스 64(86.5) 5( 6.8) 3( 4.1) 2( 2.7) 0 

건축관련 서비스 38(53.5) 14(19.7) 15(21.1) 3( 4.2) 1( 1.4) 

공학관련 서비스 13(18.8) 10(14.5) 19(27.5) 5( 7.2) 22(31.9) 

기술검사 서비스 10(13.2) 10(13.2) 17(22.4) 12(15.8) 27(35.5) 

자료조사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7( 9.1) 11(14.3) 27(35.1) 89( 11.7) 23(29.9 

공정개발기술정보 서비스 10(13.3) 7( 9.3) 21(28.0) 6( 8.0) 31C41.3) 

제품개발기술정보 서비스 1O( 13.5) 8(10.8) 17(23.0) 5( 6.8) 34(45.9) 

경영자문 25(40.3) 11(17.7) 11(17.7) 4( 6.5) 11(17.7) 

광고서비스 24(38.7) 8( 12.9) 21(33.9) 3( 4.8) 6( 9.7) 

제품 디자인 빛 포장기술 39(58.2) 5( 7.5) 1O( 14.9) 2( 3.0) 11(16.4) 

인력공급 서비스 51C78.5) 6( 9.2) 3( 4.6) 3( 4.6) 2( 3.1) 

기계 및 장비임대 서비스 43(66.2) 9(13.8) 5( 7.7) 4( 6.2) 4( 6.2) 

資料:設問調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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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馬山地域 所有훌 園獅別 훌業서비스 連짧 단위 : 업체수， (%) 

서비스종류 소유권 산 

법률관계 국내 40(78.4) 

서비스 국외 18(75.0) 

회계관계 국내 39(72.2) 

서비스 국외 18(78.3) 

건축관련 국내 30(60.0) 

서비스 국외 8(38.1) 

공학관련 국내 10(20.8) 

서비스 국외 304.3) 

기술검사 국내 7(13.2) 

서비스 국외 303.0) 

자료처리， 조사 국내 703.0) 

컴퓨터 셔비 국외 O( 0.0) 

공정개발관련 국내 907.3) 

서비스 국외 1c 4.3) 

제품개발관련 국내 907.6) 

서비스 국외 1c 4.3) 

경영자문 
국내 21C48.8) 

국외 4(21.1) 

광 고 국내 19(43.2) 

서비스 국외 5(27.8) 

제품디자인 빛 국내 28(63.6) 

포장기술 국외 11 (47.8) 

인력공급 국내 37(82.2) 

서비스 국외 14(70.0) 

기계 및 장비 국내 33(71.7) 

임대서비스 국외 10(52.6) 

資料:設問調좁 

과의 連擊가 더 높다. 그러나 企業의 所有權이 海

外인 경우는 所有權이 國內인 경우보다 地域的 連

緊比率도 대부분 낮고 그 連擊範圍도 다양하며 특 

히 海外와의 連擊比率이 매우 높다. 따라서 馬山의 

경우 工場形態別 連擊와 마찬가지로 所有權의 國

籍이 事業서비스의 空間連擊를 決定짓는 주요 要

因임을 알수 있다. 

3. 힐造業의 훌業서비스 外홈B化 ( externaliza

tion) 

事業서비스는 주로 企業의 經營活動에서 요구되 

• 님「 산 서 울 기타국내 외 

4( 7.8) 4( 7.8) 3( 5.9) O( 0.0) 

2( 8.3) 302.5) O( 0.0) 1 ( 4.2) 

7( 13.0) 6( 11.1) 2( 3.7) O( 0.0) 

2( 8.7) 303.0) o( 0.0) O( 0.0) 

10(20.0) 7(14.0) 3( 6.0) O( 0.0) 

4(19.0) 8(38.1) O( 0.0) O( 4.2) 

9(18.8) 13(27.1) 4( 8.3) 12(25.0) 

1( 4.8) 6(28.6) 1c 4.8) 10(47.6) 

8( 15.1) 13(24.5) 12(22.6) 13(56.5) 

2( 8.7) 4(17.4) O( 0.0) 14(60.9) 

9(16.7) 19(35.2) 9(16.7) 1O( 18.5) 

2( 8.7) 8(34.8) O( 0.0) 13(56.5) 

7(13.5) 18(34.6) 6( 11.5) 12(23.1) 

O( 0.0) 303.0) O( 0.0) 19(82.6) 

7(13.7) 15(29.4) 5( 9.8) 15(29.4) 

1( 0.0) 2(13.0) O( 0.0) 19(82.6) 

9(20.9) 7(16.3) 4( 9.3) 2( 4.7) 

200.5) 4(21.1) O( 0.0) 9(47.4) 

7(15.9) 14(31.8) 3( 6.8) 1 ( 2.3) 

1( 5.6) 7(38.9) O( 0.0) 5(27.8) 

5(11.4) 6(13.6) 2( 4.5) 3( 6.8) 

O( 0.0) 4(17.4) O( 0.0) 8(34.8) 

3( 6.7) 3( 6.7) 2( 4.4) O( 0.0) 

3(15.0) O( 0.0) 1( 5.0) 2(10.0) 

6(13.0) 4( 8.7) 3( 6.5) O( 0.0) 

3(15.8) 1( 5.3) 1( 5.3) 4(21.1) 

는 서버스로 과거에는 대부분 企業內에서 이루어 

졌였다. 그러나 企業의 合佛 등을 통해서， 또는 企

業의 大規模化， 多I場企業 多國籍 企業등의 등장 

으로 製品生塵 및 飯賣活動에 필요한 서비스의 機

能은 據大되고 新製品開發 및 多樣化를 위해 專門

化된 각종 서비스에 대한 需要도 增加하게 되였다. 

Martin Perry는 製造業에서 外部化된 서비스를 사 

용하는 주요 동71 71 )를 3가지 밝혔는데， 첫째 港在的

費用까지 節約할 수 있으므로 둘째 서비스의 質的

測面에서 볼 때 專門 서비스業體에 用投을 맏기는 

것이 필요하므로， 셋째 서비스 機能 자체의 技術的

71) Martin Perry, 1990, “ Business service speci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change" , Regioηal Studies, Vol. 
24(3)., pp. 195-209. 

78-



複合性과 專門化 등 세가지를 들고 있다. 만약 企

業이 生塵技術의 開發， 製品開發， 市場確保 등에 필 

요한 서비스 活動을 企業內에서 수행하는 것이 非

效率的이거나 또는 外部 서비스를 더 싼 가격으보 

供給받을 수 있다면 企業은 서버스를 外部化하려 

할 것이다. 또한 企業에서 金廳 및 事業서버스 등 

製品生塵과 관련된 專門서비스에 대한 需要는 더 

욱 增加하고 있으므로 製造業과 서비스업간의 相

互依存關係는 더욱 確닮1해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大規模 企業에서는 事業서비스 

規模 企業의 事業서비스 內在化 비율은 쏠山 53% 

馬山 45% 로 小規模 企業이나 中規模 企業보다 서 

비스를 內在化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馬山의 大規模 企業보다는 쏠山의 大規模 企業이 

事業서비스를 內在化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 

또한 事業서비스를 內在化하고 있는 比率을 等

級1J1j로 나누어 業體數를 조사해 보면 小規模 企業

의 경우 회사내의 事業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60% 이 상인 企業이 좋山 34% (21개) , 馬山 26% (10 

개)이며， 大規模 企業에서 會社內의 事業서비스 利

를 I셔在化(internalization)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用比率이 60% 이상인 企業은 쏠山 53% 馬山 44 

데， 그 이유는 첫째， 서비스의 質을 確l꾀하게 하는 %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事業서비스를 外部專

問題， 둘째 供給者의 活動을 직접 統制할 수 없는 門 서비스업체에서 利用하는 業體數의 比率을 企

問題， 셋째 企業에서 要求하는 效果를 확실하게 얻 業規模딩Ij로 살펴보았을 때， 小規模 企業의 경우는 

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이다낀 만약 物質的 財貨인 

경우라면 위의 危險 要素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 

지만 서비스는 效率性 費用 등을 제대로 測定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內在化하고 있는 경우도 많 

다. 

쏠山 61 %, 馬山 66% 가 서비스를 外部에서 60% 

이상 供給받고 있었고 大規模 企業에서 外部專門

서비스업체를 利用하는 比率이 60% 以上인 企業은 

쏠山 40% , 馬山 5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馬

山의 大規模 企業은 쏠山의 大規模 企業보다 서비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企業의 事業서버스 外部化 스를 外部化한 비율이 더 높다. 이상의 사실에서 

程度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事業서비스의 內在化， 企業規模가 서비스의 內在化와 外部化에 중요한 

外部化에 대한 論議는 企業의 規模의 經濟에 의해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며 大規模 企業이 中 · 小規

影響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企業의 事業셔 模 企業보다는 서버스를 內在化하고 있는 비율이 

비스 內在化/外部化의 비율을 企業規模에 의해 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事業서비스를 外部

펴보았다. 따라서 I場內에 법무， 회계， 자료처리 빛 化하고 있는 비율이 企業形態別로는 어떤 차이를 

조사정보， 기술개발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다면 會

Itrt에서 서비스를 供給받는 比率은 각각 얼마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結果는 표 7에 나타나 있는데， 쏠山 

의 경우 小規模 企業:에서 事業셔비스를 內在化하고 

있는 比率은 38% 이며 馬山은 37% 이다. 반면 大

보이는지 살펴보았는데 同一立地工場의 경우 서비 

스를 外部化한 비율이 쏠山 37% , 馬山 55% , 地域

內分離I場의 경우 쏠山 43% , 馬山 57% , 地域外

分離I場은 쏠山 52% 馬山 65% 이다. 즉 同一立

地I場이 地域內分離工場보다 地域內分離工場이 

〈표 7) 企業 規樓別 훌業서비스 內在化/外部化 比率 단위 : 업체수， (%) 

외부화 0% 1-19% 20-39% 40-59% 60% 이상 계 

-닙「 소규모 62% 0 9(14.8) 9C14.8) 6( 9.8) 37(60.7) 61 (100) 

중규모 53% 0 0 3(16.7) 7(38.9) 88(42.1) 18(100) 

산 대규모 47% 0 0 1( 6.7) 8(53.3) 6(40.0) 15(100) 

소규모 63% 0 3( 7.9) 4(10.5) 6( 15.8) 25(65.8) 38(100) 

중규모 56% 0 0 4(28.6) 2C14.3) 8(57.1) 14(100) 

산 대규모 55% 0 0 5(31.3) 2(12.5) 9(56.3) 16(100) 

資料: 設問調좁. 

7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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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外分離工場보다 서비스를 外部化한 비율이 낮 비스의 形態와 質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 

다. 다시 말해 外部所有化된 分工場일수록 서비스 서 本 章에서는 事業서비스의 業種에 따라서 顧客

를 外部化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국 立地와 顧客對象은 어떤 差異가 나타나는지 살펴 

t企業의 機能分離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고자 한다. 分析을 위한 資料는 面談調흉 빛 設

볼 수 있으며， 이로써 企業의 서비스 外部化에 影 問調흉를 통해 수집되었고 事業서비스 業種마다 

響을 미치는 몇썩은 企業規模와 形態라는 것이 확 顧、客立地 및 對象을 金觸으로 測定하였다. 設問調

인되었다. 흉는 쏠山과 馬山地域의 전화번호부를 利用하여 
오늘날 事業서비스 塵業의 흩U庸t曾加 빛 樓大現

象은 製造業內에 內在化되어 있던 서비스 機能이 

外部化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認識이 일반적 

이다. 또한 面談調좁를 통해 小規模 企業이건， 大規

模 企業이건간에 內在化되어 있는 서비스 機能을 

外部化시키는 比率은 점점 더 커가고 있었기 때문 

에 서비스의 外部化 比率의 變化는 조사하지 않았 

다. 이에 대한 자세하고도 보완적인 冊究는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서비스의 內部化 外部化에 대한 相對費用

은 企業의 規模의 經濟에 의해 影響을 받는 것이며 

事業서비스 業種別로 층화추출하여 실시한 것으로 

쏠山 1047H 업체， 馬山 84개 業體가 分析에 利用되 

었다. 

1. 훌業서비스 業種別 空間連뤘 

쏠山地域 事業서비스의 地域連擊(표 8)를 살펴 

보면 다섯 業種 모두 80% 이상을 쏠山， 慶南地域에 

供給하고 있다. 다른 業種에 비해 법률， 회계 및 기 

타 사무관련 서비스는 쏠山 慶南에서 利用하는 比

率이 높으며， 기계 빛 장비임대업의 경우는 쏠山， 

慶南地域에서 利用하는 比率이 낮고 대구권에서 

小規模 企業일수록 大規模 企業보다는 서비스 外 利用하는 비율이 다른 業種에 비해 높다. 그러나 

部化의 比重이 더 큼이 확인되었다. 이런 서비스 中小都市인 馬山의 경우 90% 이상을 모두 馬山，

外部化에 대한 壓力은 中小規模企業에 더욱 큰 影 慶南地域에서 利用하고 있어 쏠山에 비해 業種에 

響을 미친다. 그러나 오늘날 現代生塵體系에서 事 따른 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 

業서버스의 發達은 製造業의 成長과 서로 相互依 한편 事業서비스의 顧客이 되는 對象을 業種別

存하고 있기 때문에 事業서비스의 外部化 碩向은 (표 9)로 살펴보면， 製造業이 가장 중요한 顧客이 

더욱 構大될 展望이다. 다. 쏠山의 경우에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 

가 製造業 利用率이 89.7%로 가장 높아 製造業이 

V. 훌業서비스의 空間連짧 사업서비스의 가장큰顧客임을알수있다.그러냐 

법률， 회계 및 기타 사무관련 서비스업과 기계및 

製造業 測面에서 서비스를 提供받는 地域은 서 장비임대엽의 경우는 他業種에 비해 製造業이 利

〈표 8) 훌業서비스 業홈別 地域連짧(매출액) 단위 : 만원， (%) 

顧客立地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지역 계 

841(법무， 회계) 98.9% 0.1 % 0.1 % 0.9% 402.75(100) 
-님「 842( 건축， 공학) 90.6% 8.3% 0.5% 0.6% 174.99(100) 

843(자료조사) 94.3% 5.7% 0 0.0% 1707.47(00) 
산 844 (광고 등) 94.1 % 5.9% 0 0.0% 901.07 ( 100) 

845(장비임대) 85.9% 11.2% 1.5% 1.4~끽 4136.71(00) 
顧客1L地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지역 계 

841(법무， 회계) 99.6% 0.0% 0.0% 0.4% 343.62 ( 100) 
842( 건축， 공학) 94.5% 4.4% 0.3% 0.9% 595.23(00) 
843(자료조사) 90.7% 9.2% 0 0.2% 2881.93( 100) 

산 844(광고 등) 98.7% 1.3% 0 0.0% 1151.31(100) 
845(장비임대) 93.7% 5.7% 0.2% 0.4% 2552.51(00) 

資料:設問調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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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훌활서비스 業흠別 홉客對훌(매출액) 단위 : 만원， (%) 

製造業 3차산업체 개인 겨l 

841( 법무， 회계) 65.1 % 27.1 % 7.8% 402.75(100) 

-님「 842( 건축， 공학) 89.7% 3.7% 6.6% 174.99(100) 

843C자료조사) 76.3% 15.6% 8.1 % 1707.47( 100) 

산 844 (광고 등) 74.3% 22.6% 3.2% 901.07(100) 

845(장버임대) 73.0% 21.2% 5.8% 4136.71( 100) 

製造業 3차산업체 개인 겨l 

841(법무， 회계) 78.6% 13.5% 7.9% 343.62 ( 100) 

842( 건축， 공학) 89.8% 5.9% 4.3% 595.23( 100) 

843C자료조사) 75.2% 20.3% 4.5% 2881.93( 100) 

산 844 (광고 등) 62.0% 38.0% 0.0% 1151.31 (100) 

845(장비임대) 70.4% 27.9% 1.8% 2552.51 ( 100) 

資料:設問調좁 

〈표 10) 훌활서비스 規樓別 地域遺훌(매출액) 단위 : 만원， (%) 

부산·경남 대구·경북 수도권 기타지역 계 

-닙「 1-9 95.7% 1.8% 2.4% 0.2% 194.76( 100) 
10-49 91.5% 1.1% 7.1 % 0.2% 1858.77( 100) 

산 50이상 79.7% 7.2% 13.1 % 0.0% 23oo.ooC 100) 
부산·경남 대구· 경북 수도권 기타지역 계 

1-9 90.6% 3.4% 1.4% 4.7% 179.69( 100) 
10-49 93.1 % 6.7% 0.0% 0.2% 1676.81C 100) 

산 50이상 84.4% 14.1 % 1.5% 0.0% 2122.01C 100) 

자료:設問調훌 

用하는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법률，회계 빛 기타 

사무관련 서비스업은 3차 塵業體에서 利用하는 비 

율이 他業種에 비해 높고 자료조사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는 個人이 利用하는 比率이 他業種보다 높 

은데， 이것은 최근 企業이나 3차塵業體뿐 아니라 

個人들도 컴뮤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현 

상이라 볼 수 있다. 

馬山 역시 대부분의 事業서비스 顧客이 製造業

體인데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의 製造業

利用率이 가장 높다. 그러나 기계장비임대 이외의 

其他事業서비스는他業種에 비해 製造業利用率이 

62% 로 낮은 편이다. 그외의 다른 事業서비스들은 

製造業에서 利用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事業서비스 業種에 따른 顧客對象을 業體數

로 살펴보아도 그 結果는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事

實에서 事業서비스는 製造業과 密接한 聯關을 맺 

으며 發展하고 있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2. 훌훌서비스 規樓別 空뻐뀔톨홉 

서비스의 規模를 從業員數를 기준으로 1-9인， 

10-49언， 50인 이상으로 區分하여 地域連緊 빛 顧

客對象을 살펴보면(표 10) 業種別로 살펴본 것보 

다 差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쏠山의 경우 1-9 

인의 從業員 規模보다 50언 이상의 從業員 規模를 

가진 事業서비스業體의 地域內 連擊가 낮은데， 1-

9인의 規模에서 事業서비스를 쏠山， 慶南地域에서 

利用하는 비율은 95% 이고， 10-49인의 경우 94% , 

50인 이상의 경우 79%로 서비스업체의 규모가 클 

수록 地域內에서 利用하는 비율이 낮다. 즉 大規模

事業서비스업체일수록 他地域의 利用이 높게 나타 

나는데 이것은 그만람 他地域으로의 輸出力이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馬山은 쏠山과는 달리 事業서 

비스의 規模에 따라 地域別로 이용되는 比率에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50인 이상의 大規模 業體는 

馬山 • 慶南地域에서 利用하는 비율이 84%로 낮지 

만 10-49 언의 경우(93%)는 오히려 1-9인의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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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90% )보다 높아 規模別로 큰 差異가 나지 않는 

다. 

한편 規模別로 事業서비스業體의 利用對象을 살 

펴보면(표 11) , 쏠山과 馬山地域間의 差異는 나타 

나지 않는다. 小規模 事業서비스는 쏠山의 경우 製

造業에서 利用하는 比率이 54% , 馬山이 51 %로 製

造業의 地域內 事業서비스 利用比率이 낮지만， 

10-49인의 경우는 製造業에서 利用하는 比率이 地

〈표 12) 훌業짧境 꿇훌훌 

단위 : 업체수， (%) 

겨l 

103(100) 

81(100) 

고 應、答하였다. 한편 馬山地域의 事業서비스업체 

。우 應答業體의 53% 가 다른地域에 비해 不利하 域別로 74% , 79% 이며， 50인 이상의 경우 製造業

에서 利用하는 比率이 쏠山 88% 馬山 90%로 事 다고 應答하였으며 36% 가 경쟁할만 하다고 應答
業서비스업체가 大規模일수록 3차 塵業體나 個人 하여， 쏠山과 馬山地域의 事業서비스업체들은 각자 

보다 製造業에서 利用하는 比率이 훨씬 높다. 

〈표 11) 훌業서비스 規樓別 顧客對훌(매출액) 

단위 : 만원， (%) 

製造業 3차산업체 개인 겨l 

-H「 1-9 54.2% 19.9% 25.9% 194.76( 100) 

10-49 74.7% 19.8% 5.5% 1858.77( 100) 

산 50이상 88.8% 10.1 % 1.1% 2300.00( 100) 

製造業 3차산업체 겨l 

1-9 51.6% 26.3% 22.1 % 179.69C 100) 

10-49 79.0% 17.8% 3.3% 1676.81 C 100) 

산 50이상 90.4% 9.1 % 1.1% 2122.01( 100) 

資料: 設問調좁. 

3. 훌業서비스업체의 立地를훌훌얄 

本 節에서는 쏠山과 馬山地域에 立地한 事業서 

비스업체의 立地的 但IJ面에 대해 서비스업체들의 

認、識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 이들 

事業서비스 업체의 認、識에 대한 調흉는 쏠山과 馬

山地域의 事業서비스업체가다른地域에 비해 어떤 

條件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補完資料의 水準으로 

施行된 것이기 때문에 認識次元에 대한 本格的이고 

細密한 設問調훔-는 아니다. 

(1) 事業運營에 대한 認識

각 事業서비스업체를 對象으로 하여 쏠山과 馬

山地域에 立地함으로써 다른 地域의 歸爭業體들에 

비해 각 地域이 有利한지 또는 不利한지에 대한 設

問을 통해 얻은 結果는 다음(표 12) 과 같다. 

쏠山 事業서비스업체의 경우 약 63% 가 다른 地

域의 事業서비스업체에 비해 相對的으로 不利하다 

고 H흉答하였으며， 31 %가 나름대로 廳爭할만 하다 

가 立地한 地域에 대하여 否定的언 視覺을 갖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地域에 비해 事業을 

運營하기에 有利하거나 또는 不利하다고 폐斷한 

理由는 표 13과 같다. 먼저 쏠山과 馬山의 事業셔 

비스업체가 各 地域에서 事業을 運營하기에 有flJ한 

점， 또는 不利하다고 생각하는 理由 중 가장 대표 

적인 것은 오랫동안 기술을 익혔거나 사업을 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資金을 廳通하기에 편 

리한 점， 서비스업체 用地確保의 容易， 製品飯賣市

場에의 近接性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쏠山의 事業

서비스업체들은 施設 빛 機器不足， 人力 빛 情報

〈표 13) 훌業運홈에 대한 地域짧홉 

단위 : 업체수， (%) 

지역인식에 대한 근거 부산 마산 

7。r 동일업종의 서비스업체 집중 4( 3.9%) 2(2.5% 

리 자금 융통 편리 4( 3.9%) 10(12.4% ) 

:E. 오랫동안 기숨을 익혔거나 사엽하던 곳 1O( 9.7%) 15(18.5% ) 
-11-- 서비스 업체용지 확보 용이 7( 6.8%) 4( 4.9%) 

갱 노동력 구득 용이 3( 2.9%) 2( 2.5%) 

쟁 제품판매 시장에의 근접성 10( 9.7%) 3( 3.7%) 

」까、- 겨l 38(36.9% ) 36(44.4 %) 

시설 및 기기부족 10( 9.7%) 8( 9.9%) 

불 인력 및 정보부족 25(24.3% ) 17(21.0% ) 

사업서비스 업체의 규모협소 2( 1.9%) 2(2.5% ) 

리 가격경쟁불리 9( 8.7%) 3( 3.7%) 

제조엽의 타지역 이용 14(13.6% ) 12(14.8% ) 

함 지역에 대한 신뢰도 부족 2( 1.9%) 2( 2.5%) 

기타 3( 2.9%) 1( 1.2%) 

」까-、 65(63.1 %) 45(55.6% ) 

계 103(100.0) 81000.0) 

資料: 設問調훌. 

의 不足， 事業서비스업체의 規模俠小로 인한 問題，

” 
ι
 



價格廳爭， 大規模 企業體들의 他地域 flJ用등의 理

由를 들어 다른 地域에 비해 相對的으로 不利하게 

느낀다고指觸하였다. 

馬山地域의 事業서비스업체들은 施設未備， 市場

規模의 俠小， 技術 · 情報 • 人力의 不足， 輸出自由

地域企業들의 他地域 利用 中小都市事業서비스에 

대한 信賴度 不足등의 理由로 인해 不利하게 느낀 

다고 指補하였다. 각 사업서비스업체가 地域의 事

業環境에 대해 認、識하는 程度는 쏠山과 馬山 두 地

域 모두 비슷하다. 단지 쏠山 事業서비스업체가 그 

地域에서 事業을 運營하기에 有利하다고 생각하는 

理由는 비교적 다양하나 馬山은 오랫동안 事業을 

하던곳이라는 理由와 資金을 顧通하기에 便利하다 

는 理由가 대표적이다. 

(2) 製造業의 地域內 ￥Ij用에 대한 認識

쏠山과 馬山 두 地域 모두 그 地域에서 사업을 

運營하기에 不利하다고 페斷한 理由로 들고 있는 

것이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地域內

企業들이 다른 地域의 事業서비스를 利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쏠山地域의 製造業體는 쏠山의 事

業서비스를 어느정도 利用하고 있으며， 馬山地域의 

製造業體는 馬山의 事業서버스를 어느정도 利用하 

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設問을 통해 얻은 結

果(표 14)를 살펴보기로 한다. 

馬山地域의 경우 39.1 %의 事業서비스업체가 製

造業이 쏠山地域에서 事業서비스를 많이 利用하고 

있다고 認識하고 있었으며， 37% 가 보통， 34% 가 

적게 또는 아주 적게 利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馬山地域의 事業서비스업체는 제조엽의 26% 가 馬

山地域에서 70% 이상 利用하고 있다고 認識하고 

있었으며 34.6% 가 보통 52% 가 적게 利用하고 있 

다고 認、識했다. 이들 事業서비스업체의 경우고객 

의 대부분이 製造業體임에도불구하고쏠山의 경우 

34% 

馬山은 52% 정도가 각 地域의 製造業體가 그 地

域의 事業서비스를 利用하지 않고 다른 地域의 事

業서비스를 利用하고 있다고 認識하는 것이다. 馬

山의 경우는 쏠山地域보다 그 심각도가 더 큰 편이 

다. 

〈표 14) 製造業의 地域內 利用에 대 한 뚫홉 

단위 : 업체수， C %) 

이상 쏠山과 馬山地域에 立地하고 있는 事業서 

비스업체들 對象으로 事業서비스의 立地的 測面에 

대한 서비스업체의 認、識을 살펴보았는데， 이상의 

設問項目에 대한應答은 각서비스업체들이 정확한 

資料를 基健로 하여 應、答한 것이 아니며， 事業運營

t의 不滿足 등을 他地域에로 돌리는 수.觀的 限界

點이 있지만， 위의 設問을 통해 쏠山과 馬山 두 地

域 모두 事業서비스업체가 他地域에 비해 技術不

足， 資本의 大都市 集積， 規模의 不經濟로 인한 제 

문제， 企業의 他地域 選好 등의 要因때문에 不利하 

다고 認識하고 있음을 얄게 되었다. 그리고 事業서 

비스의 가장 큰 顧、客이 製造業體임에도 불구하고 

각 地域의 企業들이 他地域을 이용하고 있다는 否

定的 認識을 갖고 있었다. 특히 건축 및 기술검사 

서비스， 자료조사빛 컴퓨터관련 서비스 등과 같은 

技術과 專門性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事業

環境에 대해 他業種에 비해 더 否定的으로 認、識하 

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통해 쏠山과 馬山의 사엽 

서비스 部門은 製造業의 地域內利用을 위해 더욱 

活性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要約 및 結論

1960년대 이후 工業化가 進行됨에 따라 製造業은 

큰 成長을 하게 되었고 製造業 部門의 成長은 다른 

部門의 成長을 論導하게 되어 결국 서비스산업의 

成長이 r휩伴되었다. 事業서비스 또한 예외가 아닌 

데 과거에 企業內에서 이루어지던 각종 서비스업 

무가 企業規模가 방대해지면서 독립적으로 수행됨 

과 동시에 情報塵業 技術用짝등이 새로이 급성장 

하게 되어 事業서비스의 영역은 계속 購太되고 있 

다. 이에 本 冊究에서는 事業서비스連擊에 製造業

의 特性이 어 떤 값制을 하는지 把握하는데 주안점 

을 두어， 全國水準에서 우리나라 事業서버스의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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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ÉfJ 地位， 立地變化， 흩1庸의 變化 등을 살폈으며， 工場形態에 의해 크게 影響을 받는다. 따라서 本

面談과 設問調흉를 통하여 쏠山과 馬山의 事業서 事例班究에서는 大規模 企業보다는 小規模 企業이 

버스와 製造業體의 連擊關係를 구체적으로 分析， 서비스를 外部化하는 비율이 높으며， 企業形態에 

考察하였다. 따라서는 地域外分離工場이 다른 形態의 工場보다 

事業서비스의 立地的 特性을 살펴보면 서울의 外部化시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事業서 

古有率이 業體數 41.6% , 從業員數 54.8% 로 서울에 버스의 業種 및 規模에 따른 製造業과의 空間連驚

事業서비스가 集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쏠山 馬버 두 地域 모두 

또한 5大都市의 業體數 古有率은 우리나라 전체의 事業서비스업체 이용에 있어 地域內에서만 需給이 

64% , 從業員數 74% 로 대부분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다. 이것은 大都市 人口規模와 관계가 있기는 하 

지만 그것보다는 大企業의 本社가 大都市에 立地

하는 碩向을 띠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事業

서비스가 大都市에 集中하는 것은 都市의 集積利

益과 밀접한 聯關이 있다. 

製造業의 事業서비스連緊패턴을 살펴보면， 첫째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事業서비스의 利用顧客은 대 

부분 製造業體이며 大規模 事業서비스업체일수록 

製造業의 顧客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馬山보다는 쏠山의 事業서비스가 他地域에서 이용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大都市의 事業서비 

스가 中小都市보다는 輸出力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쏠山과 馬山의 事業서비스 業體들이 立地的 測

企業이 서비스를 提供받는 地域은 서비스의 種類에 面에 대해 어떤 認識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법률서비스， 회계감사서 施設 빛 人力， 情報의 不足， 大規模 企業體들의 他

비스， 기타 사무관련 서비스나 인력공급 셔버스같 

은 低次서비스에 있어서는 地域內에서 서비스를 

공급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반면 調흉 및 情

報關聯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工程技術開

地域 利用등의 理由때문에 각자가 立地한 地域에 

대하여 否定的인 視覺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冊究를 통해서 事業서비스와 製造業은 

여러모로 連緊關係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發서비스， 製品技術開發서비스등은 서울이나 해외 는 地域開發을 위해서는 製造業을 課引시킬 수 있 

로의 連藥가 높은 것으로 보아 서비스의 重要度 빛 는 事業서버스의 開發을뾰進시켜야 함을示俊하는 

技術水準에 따라 地域連藥水準에 差異가 나타난다 것이다. 本 論文은 製造業의 흩爛機會創出 빛 專門

는 것을 알 수 있다. 化된 서비스機能의 필요등으로事業서비스部門의 

둘째， 企業의 業種이나 規模， 組織構造등에 따른 成長이 f足進되었기 때문에 事業서비스와 製造業間

셔비스連擊패턴을 살펴보면 두 地域 모두 業種別 의 連薰關係에 춧점을 맞:추었지만 앞으로 地域經

셔비스連緊패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規 濟成長과 事業서비스 部門間의 關係에 대해 보다 

模別 서비스連驚패턴에 있어서는 쏠山의 경우 그 實證的인 分析이 수행되어야 하며， 事業서비스와 

連驚範圍가 馬山보다 작지만 大規模 企業이 다른 製造業과의 關聯性을 보다 具體化시키기 위해서는 

規模의 企業보다 地域內 連擊가 약하게 나타나고 企業의 서비스連驚 程度에 대한 精密한 分析에 대 

있다. 馬山은 쏠山보다 他地域에의 依存度가 훨씬 한 冊究가 要請되고 있다. 즉 많存의 地域開發을 

크게 나타는데 大規模 企業일수록 쏠山， 서울 및 위한 冊究의 成果에 事業서비스가 地域經濟에 기 

해외에의 依存度가 크다. 企業特性別로 살펴본 事 여하는 정도에 대한 冊究가 拉行됨으로서 效率的인 

業서비스連緊 패턴은 쏠山의 경우 同一立地工場의 政策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冊究들의 훌 

地域內連緊가 다른 工場보다 크지만 馬山은 企業 積은 事業서비스와 製造業과의 連擊가 地域經濟에 

特性別로 큰 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치는 影響을 정확하게 把握할 수 있고， 地域經濟

세째， 企業에서 外部化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를 事業서비스를 통해 活性化시킬 수 있는 政策的

요동기는 서비스 機能의 技術的 複合性과 專門化 示浚點을 提供하게 될 것이다. 

때문인데， 企業의 內在化 外部化는 規模의 經濟빛 

-84-



Linkages between Business Services and Manufacturing Industry 

- A Case Study of Pusan and Mas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recent locational change of 

business services in Korea and, second, to identify 

the spatiallinkages among business services and 

manufacturing firms to analyse what kind of chara

cteristics of firms help to reinforce the intraregional 

business service linkages, and third , this study 

goes on to clarify the difference of spatiallinkag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services and to consider the perception on the loca

tional aspects by business service establishments. 

The study regions of Pusan and Masan are sele

cted out for the analysis. The main data sets used 

for the analyses are the Establishment Census of 

Korea 1986 by Economic Planning Board, and Sta

tistical Census of Service Industry of Korea 1988 

by Economic Planning Board, and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s on Manufac

ture of Textiles(SIC 32) , Manufacture of Chemi

cals(SIC 35) ,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SIC 38) , and Business Services(SIC 84).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1ρcation business services can be chara

cterized by a strong concentration in Seoul and 

other large cities. This is due to the sheer size 

of the large cities and also with the tendency 

of major corporate headquarters to be located 

in the large cities. 

2. The pattern of Business service linkages by 

manufacturing firms varies with the types and 

technological levels of business services. A 

Won Kyong Kim 

cross-examination on the service linkages accor

ding to industries, size, and types of firms reveals 

that service linkage patterns by industries do not 

differ greatly, but large firms show a weaker intra

regional linkage than smaller firms and that the 

intraregional linkage by externally controlled pla

nts is far stronger than that by local single plants. 

The dependency on other regions by Masan is hi

gher than the case of Pusan. Furthermore, the te

chnological complexity and specialty of service fu

nctions gradually increase the externalization of 

corporate services. Both, externally controlled pla

nts and small firms turn out to have a high ratio 

of service externalization. 

3. The analysis on the spatial linkages of busi

ness services indicates that the customers of 

business services are mostly manufacturing fi

rms, and that the demand and supply of busi

ness services are limited within Pusan and 

Masan themselves regions, indicating that the 

business services in these regions have disad

vantageous locational conditions in facilities, 

informations, etc. 

From this analysis, business services and manu

facturing firms are found to have close linkages, 

which finding calls for a need to develop business 

services which can induce manufacturing firms in 

order to boost regional economy. 

Keywords : Business Services, Producer Ser

vice, Spatial Linkages, Externaliza

tion of Service, Export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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