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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問題提起 및 iJf究멈的 

최근 先進塵業經濟에서 서비스 산업은 생산과 

고용에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 주요 

성장은 경제성장과 밀접히 관련된 專門 · 知識서비 

스를 포함하는 生塵者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1) 이러한 최근변화는 경제성장에서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2) 다양한 지역 

규모에서 생산자서비스 산업이 초래하는 공간 • 경 

제 •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다.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생산자서비스 산업 

의 組織構造와 國際化， 오피스공간의 입지와 발달， 

都市體系上에서의 성장과 입지， 지역간 흐름과 지 

역 및 대도시지역에 미치는 영향 동의 다양한 주 

제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다 3) 특히 대도시지역경 

제에서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입지， 기업본 

사와의 連覆， 타지역과의 交易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대도시지역과 관련된 생산자서비스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大都市地

域間 (inter-metropolitan leveI) 에 서 기 업 의 외 부 

소유와 관련한 서비스 연계의 특성에 관심을 두 

*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要約한 것임. 指導敎授이선 朴f~~天敎授님께 感謝드립니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課程 후業. 
1) Daniels, P. W. , 1985, “Service Industries : Some New Directions", Pacione, M. ed. , Progress in lndustrial 

Geography, 1ρndon， Croom Helm, pp. 112 -113. 
2) Allen, J. , 1988, “Towards a Post-industrial Economy?", in Restrucluriπ!g Britain: T he Economy in Question, 

Allen, J. & Massey, D. , pp. 92-93. 
3) 않niels ， P.W. , 1985, “The Geography of Services ", Progress in Human Geogra，뼈y， Vo1.9(3) , p.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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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특성이 개별 대도시지역의 발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주로 기업조직의 工場單

位를 대상으로 한다. 또 하나는 大都市地域內(int

ra -metropolitan level) 의 연구로 管理 · 統制機能

의 집적에 따른 기업본사와 聯關 생산자서비스 산 

업의 입지적 연관성， 기능적인 상호의존성과 差別

的인 空間連짧에 초점을 둔다. 후자는 대도시지역 

의 中心-周邊지역간에 기업운영단위의 분산가능성 

이나 생산자서비스의 분포와 질 · 양에 따른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 

기업운영단위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中間서비 

스(intermediate service) 를 구득할 때 기 업 은 獨

立된 外部 서버스 업체로부터 購買하는 外部化구 

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화구득의 상당부 

분은 本社單位에 의해 이루어져 기업조직내의 다 

른 運營單位로 공급된다. 따라서 企業統制機能의 

대도시지역집중은 생산자서비스 수요가 대도시지 

역에 집중해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주며， 이는 본사 

입지와 기업통제를 고려하는 것이 생산자서비스의 

공간분포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4) 

즉，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간에는 강한 地

理的 · 空間的 連緊가 존재하며 많은 주요기업본사 

가 위치한 대도시지역은 다양한 생산자서비스 수 

요를 발생시키고， 다시 보다 多樣하고 專門化된 

생산자서비스가 밀집한 대도시지역에 집중해 이들 

기능은 대도시지역 경제활동의 主輔으로 작용하며 

필히 空間的인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대도시지역 

에서 역할이 점증하고 있는 企業本社와 生塵者서 

비스 산업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활동 

에 의한 空間的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 

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수도권지역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成長과 

立地를 살펴보고， 주요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입지패턴을 분석하여 그 立地的 聯關性을 

밝힌다. 둘째， 수도권지역 기업본사의 입지이전특 

성을 파악하고， 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業種別 外

部化 및 외부 서비스 공급업체선정의 意思決定權

限을 밝혀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간의 相

互依存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째， 수도권지 

역내 각 單位地域에 입지한 기업본사의 생산자서 

비스 空間連緊가 서비스 業種， 本社立地， 企業特性

별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 連緊패턴을 분석 

하고자 한다. 

2) 冊究方法 및 賣料

본 연구에서 생산자서비스 산업은 표준산업분류 

에 준거해 SIC 8에 해당하는 금융 · 보험 · 부동산 

표 1. 생산자서비스산업의 類型分類

中分類 l 細分類
8101 통화금융기관 

8102 비통화금융기관 

8103 금융서비스업 

8202 손해보험업 

8203 보증보험업 

8301 부동산 임대업 

8302 부동산 개발업 

8411 법률서비스 

8412 회계서비스 

8419 속기， 복사， 번·통역 

8421 건축서비스 

8422 공학서비스 

8429 기술검사， 지질검사 

8431 자료조사， 처리， 

제공， 컴퓨터서비스 

8439 뉴스공급， 신용조사 

8441 광고서비스 

8442 인력공급 및 대리 

8449 경영상담 및 자문 

8450 기계 및 장비임대 

주 : 밑줍친 부분은 本文의 각 서비스 유형을 대표 
하는 略語로 사용됨. 

-η[ 。

o l:f 

(81) 

보험 

(82) 

부동산 

(83) 

사업서비스 

(84) 

4) Coffey, W.J. & Polese, M. , 1989, “ Producer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A Policy-oriented Per

spective," Papeπ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67, p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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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본 연구의 생산자서비스에 포함되는 업종은 

(표1)과 같다. 연구지역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細部지역은 기업본사의 입지지역에 따라 중 

• 종로구의 도심지역， 중 • 종로를 제외한 이외서 

울시， 인천시와 경기市部， 경기那部의 4개의 單位

地域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요기업본사의 수도권지역내 입지， 생산 

자서비스의 外部化와 意思決定權限， 생산자서비스 

업체와의 連緊特性을 파악키 위해 수도권에 입지 

한 제조기업본사를 대상으로 1991년 8/9월 2차의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조사대상 기업본사는 韓

國能率協會 발행의 ‘韓國의 3000 大企業’에서 제조 

업종에 속하는 2035개의 기업중 수도권에 본사를 

입지시킨 1364개의 본사이며， 설문에 응답한 본사 

는 149개로 회수율은 10.9%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외서울(1개) , 인천 • 경기시부 

(1개) , 경기군부(2개)의 4개 본사를 선정하여 심 

층적인 面談調흉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 

한 기업본사의 현황은 (표2)와 같다. 

2. 文廠隔究

1) 生훌者서비스 훌業의 定훌훌 및 分續

(1) 生훌者서비스 산업의 定義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에 대한 자료는 1981년에 

統計資料로 발간이 시작되었다. 또한 각 부문별로 

도 標準塵業分類에 따른 범위와 깊이가 다르고，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업종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 

가 난다 5)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서도 생산자서비스는 재화 

나 다른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中間서비스 

나 中間需要(intermediate demand)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6) 이는 개인보다 모든 산업부문의 사업 

· 정부조직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으로 생산과 

정의 諸단계에서 타부문의 산출물가치를 높이는 

專門서비스를 공급하고， 企業內에서는 물론 市場

에서 間接的으로 交易 (trade)된다 7) Coffey와 

Polèse는 생산자서비스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投入要素(input)로 제공되며， 주변지역의 경제성장 

표 2. 設問紙회수현황 에 가장 큰 濟在力을 지닌 활동으로 정의한다 8) 

單位 : 業體數，% 또한 Coffey와 Bailly는 생산자서비스는 情報， 技

본사입지지역 총기업수 응답기업수 

중·종로구 247 18.1 23 16.1 

이외서울 543 39.8 67 45.0 

언천·경기시부 453 33.2 46 30.9 

경기군부 121 8.9 12 8.1 

수도권 계 1364 100.0 149 100.0 

術變化， 知識의 흐름을 生塵으로 이어주는 變化媒

介體라고 정의하고 있다 9) 

이외에도 생산자서비스의 정의는 연구목적에 따 

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정의에 대해 대개의 연구자 

들이 일치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5) 김원경 (1991)은 “사업서비스와 제조업의 연계 : 부산과 마산의 사례연구" r지리학논총J， 제 18호， pp. 65-85. 
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를 생산자서비스에 포함시켰고， 이희연(1990) 은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차별적 성장과 공간적 분업화에 관한 연구" r지역연구J， 제6권 (2) ， pp. 123-147. 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생산자서비스에 포함시켰다. 

6) Marshall, J.N. , Wood, P. , & Daniels, P.W. , 1987, “Producer Services and Uneven Development", Are

a, Vol. 19(1), pp. 35-36. 
7) Daniels, P.W. , 1987, “Producer Services Research : A Lengthening Agenda", En:vironment 장 Planning A, 

Vol. 19, pp. 569-570. 
8) Coffey, W.J. & Polèse, M. , 1989, oþ. cit. , P.14. 
9) Coffey, W.J. & Bailly, A.S. , 1990, “Service Industries and the Evolution of Production Systems : An 

lnternational Comparison", Environment 장 Planning A, Vol. 22. 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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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산자서비스 산업은 語義대로 생산부문 

에의 서비스로 정의되지 않고 생산과 서비스부문 

에 동시에 공급되고 둘째 재화나 다른 서비스의 

생산에 投入要素 즉， 생산과정의 間接요소로 제공 

되며， 세째， 기업에게 支援 • 補完的인 활동을 공급 

해 이들의 鏡爭力과 比較優位를 강화시켜주고， 네 

째， 商業的으로 開放市場에서나 組織의 內部間에 

交易이 가능하다. 

(2) 生훌者서비스산업의 分類

생산자서비스산업은 消費者서비스(consurner 

services)산업과 커다란 구분을 이루며， 분류기준 

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需要市場類型에 따른다 10) 

생산자서비스와는 달리 소바자서비스는 주로 가구 

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最終서비스이며， 그 입지가 

인구규모나 분포에 의한 購買力에 비례한다. 하지 

만 需要市場特性에 따른 구분은 最終/中間수요시 

장에 混合된 塵出物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 

업의 분류와 직종구분의 문제를 야기한다11)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분 

류방식은 需要市場特性을 기준으로 중간수요자인 

기업에게 많은 비율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生塵者

서비스 산업과 주로 최종수요자인 개인에게 서비 

스를 공급하는 消費者서비스 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市場特

性을 기준으로 소비자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로 분 

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의 

거해 생산자서비스 업종을 선정한다. 

생산자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한 細部業種을 명기 

한 연구에서 각 연구자가 포함시킨 업종과 韓國標

準塵業分類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포 

함시킨 업종들이 표준산업분류의 SIC 8에 해당하 

는 金願 · 保險 • 不動塵 · 事業서비스業과 대체적으 

로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 보험， 부동 

산 및 사업서비스업을 원칙적으로 생산자서비스 

산업에 포함시킨다. 금융업과 사업서비스업은 細

分類 수준에서 모든 서비스 유형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보험업과 부동산업은 소비자서비스로 분류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존재하므로 보험업은 揚害保

險業과 保證保險業만을12) 부동산업은 不動塵貨賞

業과 不動塵開發業만을13) 각각 생산자서비스 산업 

에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한다. 

2) 企훨本社와 生훌者서비스의 相互依存

(1) 企業組織柳造의 變化와 生塵者서비스 外部化

기업활동에서 거래는 불안전하고 경제활동단위 

간에는 情報에 대한 接近性이 불확실하므로 거래 

는 비용을 수반한다. 이때 企業內部의 經營的 統

合(administrative integration) 이 이 비 용을 감소 

시키면 거래는 經營階層에 의해 內部的으로 수행 

되고， 경영계층의 內部수행비용이 市場이용비용보 

다 클때 거래는 시장에 의해 外部的으로 수행된 

다14) 즉， 生塵組織은 거래비용의 내부화가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올때 重直的 統合(vertical inte

gration)을 이루며， 內部去來費用이 外部去來費用

을 초과할 때는 棄直的 分離(vertical disinte

gration) 가 발생 한다 15) 

10) Allen, J. , 1988, “Service Industries : Uneven Development and Uneven Knowledge", Area, Vo1. 20, p.16. 
11) Producer Services Working Party, IBG, 1986, Allen, J. , 1988, p.17에서 재 인용. 
12) 보험업은 세분류 수준에서 生命보험업/揚害보험업/保證보험업/再보험업/社會保障보험업/其他보험업으로 

분류되는데， 재보험업은 보험회사와 관련되고 사회보장보험업은 일괄적으로 정해지므로 제외하였고， 생명보 

험업과 기타보험업은 賣出願을 기준으로 對기업서비스가 1/2이 안되므로 제외하였다. 

13) 부동산업은 세분류수준에서 부동산貨賞業/부동산開發業/기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데， 기타 부동산업은 
주로 最終需要者인 개인을 시장으로 하는 小規模의 뼈介所에 해당하므로 제외하였다. 

14) Antonelli, C. , 1989, “New Information Tchnolog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in lriformation Technology 

and Nerψ Growth Oþþortunities, OECD, pp.82 - 83 . 
15) Scott, A.J. , 1986,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 Labor, the Firm and Spatial Process", Econ

omic Geograþhy, Vo1. 62(3) , pp.220-2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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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에서 기업은 요구서비스를 자체 고용 

력에 의해 내부적으로 충당하거나 外部組織으로부 

터 購買하는 외부화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6) 

하지만 기업의 생산자서비스 수요는 외부화와 내 

부화의 단면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점증하는 외부화는 企業組織構造내의 統밟IJ機能의 

分化와 관련한 기업운영단위의 空間的 分業과 밀 

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高次의 管理 · 統制

기능은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대도시 중심에 입지 

하고， 대규모의 자본집약적인 분공장은 주변지역 

에 입지하여 대도시지역내에서 새로운 공간적 분 

업을 이루게 된다 17) 생산자서비스 흐름은 이러한 

기업조직내의 본사와 타운영단위들간의 복잡한 관 

계에 의해 더욱 다양한 패턴을 띠게 된다. 

Polèse는 業體(establishments) 수준에 서 서 비 스 

구득방식을 企業內移轉을 통한 企業內部求得(in

house procurement) 과 시 장에 서 他企業으로부터 

購買하는 企業外部購買 (on-the-market purchase) 

로 구분하고， 기업내부구득은 組織指向的이며 기 

업외부구매는 市場指向的이라고 하고 있다 18) 이 

는 내부화/외부화로 구분하는 것에 비해 기업조 

직내의 흐름을 고려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수요구 

조를 반영해준다. 이 구분에 기초해 생산자서비스 

업체와 기업조직구조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생산자 

서비스의 求得方式은 (그림1)과 같이 나눌 수 있 

다. 실제 많은 서비스 수요는 시장은 물론 企業內

部去來에 의해 만족되는데 점증하고 있는 지역간 

의 서비스 흐름은 @에 해당하는 기업내부거래에 

의해서이다. 이는 대도시지역에서 빼介投劃을 담 

당하는 本社를 통한 間接購買가 증가하고 있기 때 

@ 

【기업본사l [공장】 

그림 1. 생산자서비스의 求得方式

문이다. 

(2) 企業本社와 生훌者서비스業體間의 相효依存性 

제조기업본사는 기업내의 생산자서비스 업체라 

고 말할 수 있으며 본사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類似 生塵者서비스(producer service -like )활동의 

중요성 이 증가함은 大規模 業務組織의 수요가 여 

러 생산자서비스 활동의 主源임을 반영해주고19) 

제조기업내 서비스 거래의 중요성은 생산자서비스 

부문과 기업본사간에 空間的인 聯關性이 높음을 

시사해준다 20) 

대도시지역에서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간의 

相互聯關性의 설명 에는 특히 Noyelle과 Stanback 

이 논의한 企業集積體(corporate complexes) 의 개 

념이 유용하다 21) 즉， 주요기업의 本社와 生塵者서 

비스간에는 강한 地理的， 空間的 連緊가 존재하고， 

많은 기업본사가 있는 대도시지역은 다양한 생산 

자서비스 수요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강한 地理的，

機能的 相互作用을 갖는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업체가 企業集積體를 형성한다. 결국 생산자서비 

스의 공간적 불균형은 本社와 分工場의 입지와 관 

16) Coffey, W.J. & Bailly, A.S. , 1990, op. cit., pp.1608-1609. 
17) 朴t決， 1990, 首都團開發 合理化를 위한 塵業立地 政策方案， 商工會議所， pp.14-17. 
18) Polèse, M. , 1982, “Regional Dernand for Business Services and Inter-regional Services Flows in a 

Small Canadian Region", Papeη 이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1. 50, pp. 151 -163. 
19) Noyelle, T .J., 1983, “The Rise of Advanced Services", ] ournal q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1. 49, 

pp.281-282. 
20) Coffey, W.J. & Polèse, M. , 1987, “Trade and Location of Producer Services : A Canadian Perspec

tive", Erwionment 장 Planning A, Vo1. 19, p.603. 
21) Wheeler, J .0. , 1984, “Corporate Spatial Link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 The Role of Metropolitan 

Hierarchy", Annals if the A. A. G., Vol. 76(2) , p. 264와 Noyelle, T .J., 1983, op. cit. , p.282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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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수요차이에 기인하며 22) 생산자서비스는 주 

요기업본사가 입지한 대도시지역에서 급성장을 보 

인다. 관련연구들이 점차 대도시기반의 企業集積

體를 경제 · 사회적 성장과 변화의 主因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집적체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기업본사의 입지는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집중에 영향을 주고， 대도시지역내에서 企業本社

와 生塵者서비스 業體간의 상호의존은 점차 분명 

하며 엽 B彈化的으로 되어가고 있다. 더우기 기업 

조직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본사를 통한 企業內

部去來의 증대는 서비스 수요의 地域間 흐름을 유 

발해 기업본사와 補完的 생산자서비스가 있는 企

業集積體의 우위를 강화해갈 것이 확연하다. 

3. 生훌者서비스의 成長 및 立地와 企業本社

의 集中

1) 生훌者서비스훌활의 成長 및 立地

1981-86년간 생산자서비스 산업은 사업체수는 

64.8%, 종사자수는 49.9%의 매 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全國대비 수도권지 

역 집중정도를 (표3) 에서 보면， 생산자서비스 업 

체의 48.4%가 수도권지역에 집중해 있다. 業種별 

로는 不動塵業이 약 74%로 타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이며 事業서비스업이 약 54%로 다 

음을 차지 한다. 金關業과 保險業은 다소 낮은 집 

중율을 보이는데， 이는 소수의 大規模 · 多組織 서 

비스 企業에 의한 小規模 支店의 전국적 확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수에 따른 비중 

은 전체 종사자의 60.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 

며， 특히 금융업과 보험엽은 58.4%와 60.9%로 부 

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보다 사업체수 비중에 비해 

종사자수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수도권외지역 

의 업체들 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반 

영해준다.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생산자서비스 산업은 수 

도권내에서도 地域間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표4) 에서 보면 事業體數를 기준으로 전체의 3/4 

에 해당하는 업체가 서울시에 집중해 있고， 부동 

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은 각각 84.0%와 75.0%의 업 

체가 서울시에 집중해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비해 

집중율이 매우 높다. 서울시에서도 보험업과 부동 

산업은 細部地域別 자료는 구할 수 없지만23) 금융 

업과 사업서비스업은 상당비중이 도심지역에 밀집 

해 보험업과 부동산업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 

로 가정할 때， 생산자서비스는 大都市의 集積利益

표 3.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首홉BB톨빼域 古有훔(1986) 
單位:業體數， A， % 

구 딘 님r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계 

사 수도권 4179 (37.1) 1071 (45.5) 1128 (73.8) 9255 (53.9) 15633 (48.4) 
업 

수도권외 7083 (62.9) 1290 (54.6) 401 (26.2) 7919 (46. 1) 16693 (51.6) 
체 
-까r 계 11262 (100.0) 2361 (100.0) 1529 (100.0) 17174 (100.0) 32326 (100.0) 
쿄。i 수도권 127433 (58.4) 15693 (60.9) 10178 (78.8) 78763 ( 62.1 ) 232067 ( 60. 5) 
사 

수도권외 90646 (41.6) 10096 ( 39. 1) 2740 (21.2) 47996 (37.9) 151478 (39.5) 
자 
「까‘- 계 218079 (100.0) 25789 (100.0) 12918 (100.0) 126759 (100.0) 383545 (100.0) 

주 : 보험업과 부동산업은 세분류 수준에서의 업종만을 계산한 수치임. 이하 통일. 

자료 : 경제기획원， 1986,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22) Damesick, P .1., 1986, “Service Industries, Employ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Britain : A Re
view of Recent Trends and Issues", Trans. Ins!. Br. Geogr .. Vol. 11, pp. 224-225. 

23) 보험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세분류 수준에서의 자료는 시 · 도별 수준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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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다. 從事者數에서도 금 

융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 전업종에 걸쳐 84%이 

상이 서울시에 집중해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천 • 경기간에 규모차이가 존재함을 말해 

주며， 특히 금융업은 중 · 종로에 1/2이상의 總對

的인 비율이 밀집해 대부분의 중요기능은 도심을 

중심으로 制限된 地理的 範圍안에서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입지변화를 자료구득이 가 

능한 금융업과 사업서비스업을 통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양업종 모두 서울시에서 인천 · 경기지 

역으로 분산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 • 종로이 

외의 서울시는 다소 증가를 보이며， 사업서비스업 

은 중 · 종로에서 이외서울시로 分散의 경향이 분 

명히 나타난다. 이는 종사자수의 지역별 분포변화 

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금융업과 사업서비스 

업은 서울시와 인천 • 경기간의 변화는 미미한 반 

면 서울시내에서의 변화는 도심지역에서 이외서울 

자료 : 경제기획원， 1986,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뚜렷하다. 보험업과 부동산 

표 4. 생산자서비스의 훨種別 分布(86)

單位:%

구 -님‘r一一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중·종로 20.9 28.3 

이외서울 48.0 46.8 
사 소 계 68.9 69.9 84.0 75.0 
업 인천·경기시부 20.6 19.1 
체 경기군부 10.5 5.9 
기까一-

소 계 31.1 30.1 16.0 25.0 

수도권 계 100.0 100.0 100.0 100. 。

중·종로 50.8 31.2 

이외서울 34.4 52.8 
드。E 

소 계 85.3 86.1 87.4 84.0 
사 인천·경기시부 9.3 10.9 
자 경기군부 5.4 5.9 
가까一‘ 

소 계 14.7 13.9 12.6 16.0 

수도권 계 100.0 100.0 100.0 100. 。

표 5. 금융업/사업서비스업의 立地훌化(1981-86) 
單位:業體數， A， % 

二[그] % 업 사업서비스업 
구 -님iC 

1981 1986 1981 1986 

중·종로 572 (20.6%) 872 (20.9%) 2520 (37.9%) 2615 (28. 3%) 

이외서울 1322 (47.6%) 2008 (48.0%) 2510 (37.8%) 4329 ( 46. 8%) 
사 

소 계 1894 (68.2%) 2880 ( 68. 9%) 5030 ( 75. 7%) 6944 (75.0%) 
업 

인천·경기시부 511 (18.4%) 859 (20.6%) 1088 06.4%) 1764 09.1%) 
체 

경기군부 374 03.5%) 440 (10.5%) 525 (7.9%) 547 (5.9%) 
기까-‘ 

소 계 885 (31.8%) 1299 (31.1%) 1613 (24.3%) 2311 (25.0%) 

수도권 계 2779 (100.0%) 4179 000.0%) 6643 (100.0%) 9255 000.0%) 

중·종로 49409 (58.6%) 64798 (50.8%) 21329 (35.5%) 24579 (31.2%) 

이외서울 23587 (30.0%) 43895 (34.4%) 27274 (45.4%) 41556 (52.8%) 
도。죠 

소 계 72996 (86.6%) 108693 (85.3%) 48603 (81.0%) 66135 (84.0%) 
사 

인천·경기시부 6414 (7.6%) 11821 (85.3%) 48603 0 1. 3%) 8006 (10.2%) 
자 

경기군부 4928 (5.8%) 6919 (9.3%) 6793 (7.7%) 4622 (5.9%) 
끼까‘-

소 계 11342 03.4%) 18740 (5.4%) 4633 09.0%) 12628 06.0%) 

수도권 계 84338 (100.0%) 127433 000.0%) 60029 (100.0%) 78763 (100.0%) 

자료 : 경제기획원， 1981, 1986, 총사엽체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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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변화패턴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금융업과 사 

업서비스업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분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주요변화는 서울시내에서 서서 

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에서 생산자서비스는 總對的 比重이 

서울시에 집중해 수도권내에서 중심대도시와 주변 

지역간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며， 서울시에서도 

특히 都心地域으로의 密集程度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자서비스 산업이 대도시의 規

模經濟나 상위계층지역의 集積利益에 매우 민감함 

을 반영하며， 그 비중을 고려할 때 중·종로를 중 

심으로 한 서울시의 優位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2) 企훨本社의 集中

본사업무활동에 생산자서비스가 어느정도로 요 

구되는 기능인지를 大都市地域내 본사입지가 생산 

자서비스 업체와 얼마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에 의해 間接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수도권에 본 

사를 둔 기업의 비율은 2035개의 제조기업중 67% 

에 해당하는 13647H로 매우 높은 集中率을 보인 

다. 본사의 입지지역별 분포를 보면(표6) 서울시 

에 입지한 본사가 7907H로 약 58%를 차지해 높은 

집중율을 보인다. 

이를 細部地域別로 보면 서울시에서도 도심지역 

에 입지한 본사비율이 전체의 18.1%로 도심지역 

집중율이 높다. 본사의 이러한 입지분포는 중·종 

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높은 집중율을 보이는 

생산자서비스의 立地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 

인다. 이는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업체간에는 

매우 유사하고 밀접한 立地的 聯關性이 존재함을 

암시해준다. 또한 賣出賴順位에 따라 본사의 順位

等級別 分布를 보면， 순위등급이 높아질 수록 서 

울시에서 집중율이 높아진다. 특히 500위이상의 

등급에 속하는 2207H 본사의 81. 4%가 중 •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시에 密集해있어， 주요기업본사일수 

록 중 · 종로 중심의 서울시 집중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천 · 경기는 순위등급이 낮아질 

수록 본사의 집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본사의 순위등급별 입지특성이 규모 · 조직형태 

의 企業特性별 입지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때， 그 상관성을 보기 위해 기업특성별로 본사 

의 입지분포를 살펴보았다 (표7). 規模別로는 대 

규모기업이 72.4%로 소규모기업의 53.8%에 비해 

서울시 집중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組織形態別

로는 다공장기업이 단일공장기업에 비해 서울시에 

입지한 본사비율이 높다. 특히 중 · 종로에 대규모 

기업의 20.7%, 다공장기업의 17.3%의 본사가 입 

지해 규모는 大規模이고 조직형태는 多工場인 기 

업의 본사일수록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로의 

입지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 수도권 기업본사의 l屬位等級別 分布(톨出觀기준) 

單位:業體數(%)

E 까‘r 1-500 501-1000 1001-2000 2001-3000 겨l 

중·종로 82 (37.3) 42 08.6) 67 05.5) 56 0 1.5) 247 08. 1) 

이외서울 97 (44. 1) 91 (40.3) 170 (39.4) 185 (38. 1) 543 (39.8) 

소 계 179 (81.4) 133 (58.8) 237 (54.9) 241 (49.6) 790 (57.9) 

인천·경기시부 37 (16.8) 77 (34. 1) 152 (35.2) 187 (38.5) 453 (33.2) 

경기군부 4 (1. 8) 16 (7. 1) 43 00.0) 58 0 1.9) 121 (8.9) 

소 계 41 08.6) 93 (41.2) 195 (45. 1) 245 (50.4) 574 (42. 1) 

수도권 계 220 000.0) 226 (100.0) 432 000.0) 486 (100.0) 1364 000.0) 

자료 : 한국능률협회， 1990, 한국의 3000 대기업. 
% 



표 7. 수도권 기업본사의 企훨特性別 分布

單位:業體數(%)

기업규모 기업조직형태 
구 τ Hr 

대규모 소규모 단일공장 다공장 

중·종로 12 (20. 7) 12 03.2) 10 04.7) 14 07.3) 

이외서울 30 (51.7) 37 (40.7) 26 (38.2) 41 (50.6) 

소 계 42 (72.4) 49 (53.8) 36 (52.9) 55 (67.9) 

인천·경기시부 14 (24. 1) 32 (35.2) 24 (35.3) 22 (27.2) 

경기군부 2 (3.4) 10 0 1.0) 8 (11.8) 4 (4.9) 

소 계 16 (27.6) 42 (46.2) 32 (47. 1) 26 (32. 1) 

수도권 계 58 (100.0) 91000.0) 68 (100.0) 81000.0) 

주 : 대규모는 종업원 500인 이상， 소규모는 500인 미만임. 

자료 : 설문조사 분석정리. 

4. 企훨本社의 立地와 生훌者서비스 外部化

1) 企뿔本社의 立地移훌훌 

수도권지역의 기업본사중 移轉한 경험이 있는 

본사는 1497R 의 조사기업중 64개로 기대이상의 본 

사가 이전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전경험이 있는 

이들 647R 의 본사는 기업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規模별 차이를 (표8) 에서 보면， 소규 

모기업은 본사이전경험이 있는 기업이 47.3%에 

표 8. 移훌훌經驗 기업본사의 비율 

單位 : 業體數(%)

기업특성 이전본사 비이전본사 계 

대규모 21 (36.2) 37(63.2) 58(00) 

소규모 43( 47.3) 48(52.7) 91 (00) 

소 계 64(43.0) 85(57.0) 149(00) 

단일공장 35(51.5) 33(48.5) 68(00) 

다공장 29(35.8) 52 (64.2) 81(100) 

소 계 64(43.0) 85(57.0) 149(00) 

자료 : 설문조사 분석정리. 

해당해 대규모기업의 36.2%보다 높게 나타난다. 

組織形態별로는 단일공장기업의 본사이전 기업비 

율이 51. 5%로 다공장기업의 35.8%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로부터 본사이전은 小規

模 單-工場企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규모는 작고 조직형태는 복잡하지 않 

은 기업이 移動性이 높고， 또한 生塵品據大나 經

營戰略變化에 민감해 본사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수도권지역의 본사입지변화는 서울시에서 이전 

한 본사가 50개， 인천 • 경기에서 이전한 본사가 

127R로 본사이전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발생했 

다. 本社移轉의 특성을 單位地域別로 살펴보면 경 

기군부로 갈수록 멈體地域내에서의 이전비율이 높 

아진다. 또한 도심지역으로 갈수록 본사이전은 憐

接地域을 중심 으로 下位地域을 지 향하고， 경 기 군 

부로 갈수록 이전은 憐接地域을 중심으로 上位地

域을 지향하고 있다. 

기업특성에 따른 移轉特性을 (표9) 에서 보면 規

模별로는 모든 단위지역에서 본사의 단위지역보다 

下位지역으로는 小規模企業 본사의 이전이 우세하 

다. 특히 중 · 종로와 이외서울로부터 이전한 본사 

는 더욱 下位地域으로의 이전일수록 小規模企業

본사의 이전비율이 높아진다. 본사의 단위지역보 

다 上位地域으로는 大規模企業 본사의 이전이 두 

드러진다. 組織形態별로는 본사의 단위지역보다 

下位地域으로는 單-工場企業 본사의 이전이 현저 

하고， 上位地域으로의 이 전은 多工場企業 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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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企훨特性別 이전경험 기업본사의 입지지역 

1) 기업규모별 單位 : 業體數(%)

중·종로 이외서울 인천·경기시부 경기군부 
구 τ 님r 

대 -λ4、- 대 -까l、一 대 -까L、- 대 -까l、-

중·종로 5(71.4) 4(66.7) 2(28.6) 1 (16. 7) 1(16.7) 

이외서울 4(40.0) 6(22.2) 3(30.0) 9(33.3) 3(30.0) 10(37.1) 2(7.4) 

인천·경기시부 1(33.3) 7(87.5) 2(66.7) 1(12.5) 

경기군부 1(100) 

수도권외 1(50.0) 1 (50.0) 

계 5(23.8) 6(14.0) 9(42.9) 14(32.6) 5(23.8) 19(44.2) 2(9.5) 4(9.3) 

주 : 대 (500인 이상)와 소(500인 미만)의 지역별 합은 각기 100%임. 

2) 기업조직형태별 單位:業體數(%)

중·종로 이외서울 인천·경기시부 경기군부 
구 τ Br 

단일 다공장 단일 다공장 단일 다공장 단일 다공장 

중·종로 2(50.0) 7(77.8) 1(25.0) 2(22.2) 1(25.0) 

이외서울 6(25.0) 4(30.8) 6(25.0) 6(46.2) 10(41. 7) 3(23. 1) 2(8.3) 

인천·경기시부 1(16.7) 2(40.0) 5(83.3) 3(60.0) 

경기군부 1(100) 

수도권외 1 (50.0) 1 (50.0) 

계 6(17. 1) 5(17.2) 9(25. 7) 14(48.3) 14(42.9) 10(34.5) 6(17. 1) 

주 : 단일공장과 다공장기업의 지역별 합은 각기 100%임. 

자료 : 설문조사 분석정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大規模 多工場企業이 小規模 單一工場企業

에 비해 생산자서비스 수요가 크고 보다 전문화되 

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聯關情報획득에 민감하므 

로， 대규모 다공장기업의 경우 본사기능을 上位地

域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훨씬 큼을 반영해준다. 

2) 生훌者서비스 外部化

생산자서비스 수요를 기업의 系列 서비스업체나 

組織內部에서 공급받는 경우와， 기업과 獨立된 外

部 서비스 업체에서 공급받는 경우를 각기 內部化

(internalization) 와 外部化(externalization)로 규 

정할 수 있다. 이때 수도권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 

의 생산자서비스 外部化比率은 (표10)과 같다. 표 

는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한 기업의 외부화비율이 

80%이상인 本社數의 比率을 나타낸다. 

業種別로는 보험，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의 

순으로 外部化比率이 다르며， 보험과 금융의 외부 

화비중이 부동산이나 사업서비스보다 상당히 높 

다. 보험과 금융관련업무는 기업내부에 聯關部暑

나 A力을 內部化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반면에 

부동산과 사업서비스는 상당비율이 內部化되어 있 

는 것을 볼 때 이들 활동은 더욱 基本的， 必需的

으로 기업업무활동에 개입된 기능임을 알 수 있 

다. 본사의 입지별로는 차이가 미미하며， 특히 사 

업서비스는 細部유형에 따라 외부화비율이 다양한 

데 法律/建葉/뉴스供給 및 信用調흉/廣告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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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金빼， 保險， 不動훌 

표 10. 기업의 생산자서비스 #種別 外部化 比率

單位:%

통화 비통화 금 융 二D二L 。δ 보험 부동산 
본사입지지역 

王「rLf。r 금 융 서비스 소계 
손해 보증 

소계 
임대 개발 

소 계 

중·종로 87.0 81.8 57.9 76.6 85.0 91.3 88.4 68.4 64.7 66.7 

이외서울 82.0 84.2 75.9 80.8 90.6 90.4 90.5 45.7 61.9 53.4 

인천·경기시부 80.0 83.3 82.1 81.7 90.2 95.0 92.6 70.0 75.0 72.4 

경기군부 72.7 77.8 75.0 75.0 85.7 88.9 87.5 50.0 50.0 50.0 

수도권 계 81.4 83.1 75.0 80.0 89.3 91.9 90.6 57.3 65.3 61.1 

2) 훌활서비스 單位:%

본사입지지역 볍률 회계 속기 건축 공학 기술 자료 ￡n; -까、 광고 인력 경영 기계 계 

종·중로 71.4 63.6 31.8 52.6 37.5 47.1 18.2 55.6 60.9 36.8 38.9 64.7 48.3 

이외서울 61.4 53.3 29.6 77.4 52.1 68.0 30.9 54.5 58.2 26.9 35.3 54.0 50.2 

인천·경기시부 72.7 53.3 40.5 75.0 59.5 47.4 34.1 67.5 68.3 40.0 47.5 64.1 55.8 

경기군부 80.0 81.8 33.3 50.0 60.0 60.0 30.0 66.7 50.0 18.2 33.3 50.0 51.3 

수도권 계 68.2 57.2 33.9 70.5 53.4 57.4 29.8 59.8 61.2 32.0 39.8 58.8 51.8 

주 :%는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한 외부화 비율이 80% 이상인 입지지역별 기업본사수의 응답본사수에 

대한 비율임. 

자료 : 설문조사 분석정리. 

의 외부화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企業規模별로는 금융과 사업서비스의 몇 유형은 

예외지만 다른 모든 업종에서 小規模企業의 외부 

화비율이 높다. 특히 부동산과 사업서비스에서 小

規模企業의 외부화비율이 높으며 이는 수도권외지 

역의 공장단위를 대상으로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외부화비율이 높음을 제시한 연구결과24)와도 일치 

한다. 金顧과 保險에서 소규모기업의 외부화비율 

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이들에 대한 수요가 대부 

분 외부화되어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 

업무활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不動塵

과 事業서비스는 대규모기업이 業務量이나 內部需

要가 소규모기업보다 많고 빈번해 근본적인 기능 

24) 金元京， 1991, 前揚書， pp.78-80. 

들은 내부화하고 있으므로 소규모기업의 외부화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 

企業組織形態별로도 외부화비율이 높은 금융과 

보험은 단일공장과 다공장기업간에 차이가 뚜렷치 

않다. 하지만 企業規模別 차이와 마찬가지로 부동 

산과 사업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몇몇 세부유형을 

제외하면 다공장기업보다 단일공장기업의 외부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기업이 서비스 수요를 獨立된 外部 서비스업체 

에서 공급받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외부화에 있어 본사가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利點을 평가해본 결과 ‘서비스 기 

능의 기술적 複雜性 및 專門化증대’와 ‘기업내부공 

대
 꼬 



급보다 良質의 多樣한 서비스 구득용이’를 중요하 

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본사비율이 각각 

82.1%와 77.6%를 차지해 서비스의 多樣化와 專門

化를 주요이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5) 

3) 서비스 供輪業體 選定의 意思決定

생산자서비스의 外部供給은 기업조직구조내의 

여러 운영단위와의 去來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부 

분의 서비스구득은 大都市地域에 입지한 本社를 

통해 企業組織內의 타운영단위(工場)로 이전된다. 

실제 외부 서비스 구득이 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도를 外部 서비스 供給業體選定에 대한 意思決

定權限을 알아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표11)에서 나타나듯이 생산자서비스 全業種에 

대하여 70%이상이 본사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구득하며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의 순으 

로 차이가 나타난다. 금융과 보험은 본사가 업체 

를 선정하여 구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부동산 

과 사업서비스는 工場과 合意를 통한 본사의 업체 

선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사업서비스는 

I場에 의한 決定權이 13.8%에 이른다. 앞의 외부 

화비율에서도 드러났듯이 금융과 보험은 기업의 

수요발생빈도가 낮고 조직내에 내부화가 어려우므 

로 본사의 업체선정이 대부분이다. 한편 부동산과 

특히 사업서비스는 기업의 生塵活動에 더욱 密接

하고 直接的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장이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기업의 외부 생산자서비스 供給業體選定에 대한 

意思決定權 정도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外部化 比

率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세부유형별로 보면 타업종과는 달리 사업 

서비스는 意思決定에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 본사 

의 업체선정비율에 따라 細部유형간에 階層性을 

구분할 수 있다. 즉 法律/會計/速記 · 複寫 · 織譯

·通譯/資料調흉·處理·提供 및 컴퓨터관련서비 

스/뉴스供給 및 信用調호/廣告/經營相談 및 諾

표 11. 생산자서비스 供給훌體選定의 1훌思決定 

서비스 
본사가 공장이 합의통 합의통 

선정해 선정해 해본사 해공장 
%~ 

구득 구득 구득 구득 

통화금융 89.7 2.8 6.9 0.7 

비통화금융 88.3 3.6 7.3 0.7 

금융서비스 87.6 2.9 8.0 1.5 

소 계 88.5 3.1 7.4 1.0 

손해 81.7 3.8 10.7 3.8 

보증 83.6 3.0 12.7 0.7 

소 계 82.6 3.4 11.7 2.3 

임대 75.7 2.9 19.4 1.9 

개발 75.7 2.6 18.3 3.5 

소 계 75,7 2.8 18.8 2.8 

볍률 89.4 1.4 9.2 

회계 89.7 1.4 8.3 0.7 

속기 81.3 4.7 14.1 

건축 57.4 11.6 24.8 6.2 

공학 44.4 23.0 20.6 11.9 

기술 40.5 24.0 19.8 15.7 

자료 77.8 5.9 14.1 2.2 
조”二 -까、 87.2 2.4 8.8 1.6 

광고 85.9 3.7 9.6 0.7 

인력 60.8 8.5 23.8 6.9 

경영 83.6 5.5 10.2 0.8 

기계 43.8 18.8 24.2 13.3 

소 계 70.7 9.0 15.5 4.8 

주 : 각 서비스 유형별 계는 100%임. 

자료 : 설문조사 분석정리. 

問은 본사의 업체선정비율이 사업서비스 평균을 

넘으므로 高ìk階層의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다른 서비스 유형들은 본사의 업체선 

정비율이 사업서비스 평균을 크게 밑돌아 低次階

層의 서비스로 묶을 수 있다. 저차계층의 서비스 

25) 외부화 이점의 평가에서 이들 두 요인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상품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72.4%)’， ‘기업 
내부의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절감(53.0%) ’， ‘서비스 수요 발생시 임의적 거래관계유지 용이 

(47.0%) ’의 요인들도 순서대로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한 외부화 이점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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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建葉과 A力供給 및 代理는 공장과 合意를 

통한 본사의 업체선정비율이 각각 24.8%와 23.8% 

를 보여 工場의 參與程度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工學서비스/技術·地質檢事/機械 및 裝備貨賞는 

공장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合意를 통한 공장의 업 

체선정비율이 각각 34.9%, 39.7%, 32.1%로 공장 

의 自律權이 높은 서비스 유형임을 말해준다. 

또한 기업특성에 따른 차이는 규모별로는 업체 

선정권한이 차이가 미약한 반면， 조직형태별로는 

전업종에 걸쳐 단일공장기업이 본사의 업체선정비 

율이 높아 기업의 규모보다는 조직형태가 의사결 

정권한에 있어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이는 다공장기업은 기업조직구조내의 운영 

단위들이 分散化되어 있어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 

산자서비스의 구득에 본사와 생산공장간의 距離가 

制約要素로 작용해 공장의 參與나 自律權의 정도 

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企業本社의 生塵者서비스 空間連훌훌 

1) 뿔種別 生塵者서비스 空間連훌훌 

기업은 많은 생산자서비스 수요를 外部의 독립 

된 서비스 업체로부터 구득하며， 이러한 外部求得

은 대도시지역에서 管理 • 統制기능을 수행하는 本

社를 통하여 상당비율이 구득됨을 파악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기업본사에 의한 외부의 

서비스 공급업체선정이 서비스 業種과 기업특성에 

따라 어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분석하므로써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업체간의 連緊特性을 밝 

힐 수가 있을 것이다. 

(1) 金없 

수도권지역의 본사에 의한 금융수요는 본사의 

입지 단위지역별로 중 · 종로에서 경기군부로 갈수 

록 自體地域내에서 서비스를 60%이상 공급받는 

본사비율26) 이 낮아진다. 자체지역 이외에서 구득 

하는 수요는 중 · 종로， 이외서울， 인천 · 경기시부 

에 입지한 본사는 각각의 자체지역을 중심으로 중 

• 종로로 갈수록 수요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변 경기군부의 본사는 자체지역에서 공급받는 

비율은 거의 없으며， 중 • 종로로 갈수록 連緊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천 · 경기시부에 입지한 본사가 이 

외서울의 본사보다 자체지역에서 공급받는 본사비 

율에 비해 중 • 종로에서 공급받는 본사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본사의 입지지역 

이 경기군부로 갈수록 서비스 연계가 도심지역을 

지향하고 중 • 종로로 갈수록 서비스 연계는 近接

性(proximity)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 企활本社의 金빼서비스 뿔間連훌훌 

1) 金빼서비스 單位:%

본사 서비스 중· 이외 인천·경 경기 수도 

입지 % 츄경1 종로 서울 기시부 군부 권외 

τ:zr • 통화금융 95.7 4.3 

비통화금융 94.7 5.3 

종로 금융서비스 95.2 4.8 

소 계 95.2 4.8 

이외 통화금융 31.7 60.0 

비통화금융 41.2 47.1 

서울 금융서비스 23.5 64.7 

소 계 32.1 57.4 

인천 통화금융 20.0 30.0 37.5 

비통화금융 24.3 24.3 43.2 

경기 금융서비스 27.8 27.8 33.3 

시부 소 계 23.9 27.4 38.1 

경기 통화금융 50.0 50.0 

비통화금융 77.8 11.1 

군부 금융서비스 54.5 14.3 9.1 

소 계 59.4 31.3 3.1 

주 :%는 서비스를 해당지역에서 60%이상 구득하 
는 입지지역별 본사수의 응답본사수에 대한 
비율임. 이하 동일. 

자료 : 설문조사 분석정리. 

26) 이러한 기업본사수의 응답본사수에 대한 비율은 생산자서비스 전업종에 걸쳐 각 서비스 유형에 대해 공급지 
역별로 응답기업본사에 의한 平均連緊比率과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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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

보험수요에서도 일반적으로 본사의 단위지역에 

따라 경기군부로 갈수록 自體地域내에서 보험서비 

스를 공급받는 비율이 낮아지지만 이외서울보다 

오히려 인천 · 경기시부에 위치한 본사가 자체지역 

내로 다소 높은 連覆를 보인다. 자체지역이외에서 

구득하는 수요는 모든 단위지역의 본사가 중 · 종 

로로 갈수록 수요가 높아진다. 특히 도심지역에서 

서비스를 공급받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자서비스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즉 보 

험서비스의 경우도 중 · 종로， 이외서울， 인천 · 경 

기시부에 입지한 본사의 수요가 自體地域내에서 

상당히 만족되고 있어 서비스 연계가 近接性도 따 

르지만， 전체적으로 본사가 입지한 모든 단위지역 

에서 금융보다 중 · 종로를 더욱 지향하는 패턴을 

보인다. 

표 13. 企훌本社의 保險서비스 뿔빼풀훨 

單位:%

본사 서비스 3 ;z-- 이외 인천·경 경기 수도 

입지 T 。「 슛경1 종로 서울 기시부 군부 권외 

3:z[ • 손해 94.7 5.3 

종로 보증 78.9 5.3 -

소계 86.8 5.3 -

이외 손해 64.8 31.5 1.9 

서울 보증 42.0 50.0 2.0 

소계 53.8 40.4 1.0 1.0 

인천 손해 34.3 22.9 37.1 

경기 보증 21.1 15.8 55.3 2.6 

시부 소계 27.4 19.2 46.6 1.4 

경기 손해 71.4 14.3 

군부 보증 55.6 22.2 11. 1 

소계 62.5 18.8 6.3 

(3) 不IIJ훌 

부동산은 금융이나 보험과는 매우 상이한 연계 

특성을 보여준다. 타업종에서는 본사가 입지한 지 

역이 중 • 종로로 갈수록 본사가 자체지역으로 높 

은 연계를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서비스는 이외서 

울에 입지한 본사가 自體地域내에서 서비스를 공 

급받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인천 · 경기시부와 경 

기군부에 위치한 본사도 각기 자체지역으로 매우 

높은 연계를 나타낸다. 모든 단위지역에서 자체지 

역이외에서 구득하는 수요도 오히려 이외서울로의 

연계가 상당히 높다. 또한 자체지역이외에 수도권 

외지역을 포함한 타지역들로의 연계가 여타의 업 

종에 비해 높아 자체지역이외의 수요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연계를 보인다. 이는 부동산 

의 경우 서비스의 專門性이나 多樣性의 기능보다 

는 기업의 요구에 부합되는 建物이나 土地의 선정 

문제와 더욱 관련이 있고 서비스 업체가 위치한 

장소에서 서비스 공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不動塵서비스의 두드러진 특정은 

본사가 입지한 모든 단위지역에서 자체지역내에서 

수요가 만족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서비스 연계가 

近接性을 따르는 패턴을 뚜렷히 보이는 점임을 알 

수 있다. 

표 14. 企훌本社의 不動훌서비스 뿔間運뚫 

單位:%

본사 서비 A T ;Zr· 이외 인천·경 경기 수도 

입지 % 숭잉l 종로 서울 기시부 군부 권외 

3;z-- 임대 88.2 11.8 

종로 개발 62.5 12.5 12.5 12.5 

소계 80.0 8.0 4.0 4.0 4.0 

이외 임대 5.3 81.6 5.3 2.6 

서울 개발 4.0 84.0 

소계 4.8 82.5 3.2 1.6 

인천 임대 10.0 20.0 35.0 5.0 

경기 개발 11.1 16.7 50.0 

시부 소계 10.5 18.4 42.1 2.6 

경기 임대 33.3 16.7 50.0 

"i[- 1님「 개발 - 40.0 40.0 20.0 

소계 - 36.4 9.1 45.5 9.1 

(4) 훌業서비스 

가장 다양한 細部유형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도 

單位地域별로 중 · 종로에서 경기군부로 갈수록 自

體地域내에서 서비스를 60%이상 공급받는 본사비 

m 
ι
 



율이 감소해 금융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자체 

지역 이외에서 구득하는 서비스도 중 • 종로， 이외 

서울， 인천 · 경기시부에 입지한 본사는 각각의 자 

체지역을 기준으로 중 • 종로로 갈수록 수요가 낮 

아진다. 하지만 경기군부의 본사는 중 · 종로로 갈 

수록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서비스도 

서비스 연계가 금융과 유사하게 경기군부로 갈수 

록 도심지역을 지향하는 연계를 보이고， 중 • 종로 

에 입지한 본사일수록 近接性에 따르는 연계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타업종들이 細部유형에 따른 차이가 작은 

데 비해， 事業서비스는 다양한 세부유형의 기능에 

따라 연계특성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낸다. 

본사가 입지한 단위지역에서 각 단위지역으로 사 

업서비스 전체의 평균비율이상의 연계를 보이는 

유형을 보면 딩體地域으로의 연계가 더 높은 서비 

스 유형과 중·종로를 중심으로 한 연계가 더 높 

은 유형간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法律/會計/速記·複寫·織譯·通譯/뉴스供給 

및 信用調훌/廣告/經營相談 및 諸問의 유형들은 

모든 단위지역에서 중·종로로의 연계가 대부분 

사업서비스 전체의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이들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近接性을 따 

트기 보다는 도심지역을 더욱 지향하는 기능들임 

을 말해준다. 한편 資料調훌 · 處理 • 提供 및 컴퓨 

터관련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이외서울로의 연계 

가 현저히 높은데， 이는 江南지역을 중심으로 密

集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들 서비스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建葉/工學서 

비스/技術 · 地質檢事 /A力供給 및 代理/機械 및 

裝備貨賞는 모든 단위지역에서 自體地域과 憐接地

域으로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은 본사가 입지한 단위 

지역에서 자체지역내로의 연계가 높은 경향을 보 

이며 近接性(proximity)을 더욱 따르고 있다. 

서비스 연계에서 세부 유형들간의 이러한 차이 

점은 外部 서비스 供給業體를 選定하는 意思決定

權限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즉， 본사의 

업체선정비율이 높은 高次階層의 서비스는 본사의 

서비스 연계에서도 중 · 종로로의 연계가 매우 높 

게 나타난다. 반면에 공급업체선정에 工場의 參與

정도가 自律權이 높은 低次階層의 서비스는 近接

性을 중시해 자체지역이나 인접지역으로의 서비스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생산자서비스 업종별로 위와 같은 차이가 있지 

만， 본사의 입지에 따른 서비스 供給地域選定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A( 이외서울) , 

B( 인천 • 경기시부)， c와D( 경기군부) 4개의 기업 

본사긴) 를 대상으로 面談調흉를 실시하였다. 

이외서울의 A본사는 비교적 빈번히 수요가 발 

생하는 서비스 기능은 도심이외의 서울시에 입지 

한 인접업체에서 서비스를 구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精巧하고 信떻性을 요하는 기능은 중 • 종로 

의 서비스 업체를 이용한다. 특히 서비스 기업의 

조직이 공간적으로 分化되있는 경우 더욱 다양하 

고 전문화된 기능을 보유하는 조직단위는 本社單

位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인천 · 경기시 

부에 입지한 B본사도 유사한 대응을 보인다.B본 

사도 인천 • 경기시부에서 구득하는 서비스의 기능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요구할때는 일 

차적으로 인접한 서울시에서， 그 다음은 도심지역 

에서 서비스를 구득한다.B본사의 경우는 서울시 

(영동포구)에 서울事務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는 原料購入과 生塵品購買 업무는 물론， 본 

사를 대신해 서비스 업체와 接觸， 去來關係變更

동의 기능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다. 

경기군부에 입지한 C와 D본사는 앞의 예들과는 

상이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들 본사는 주변의 企

業環境과 서비스업체의 양 • 질적 부족에 대해 많 

은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본사는 절대적 

27) 본사A-동대문구， 多工場企業， 규모 : 2,200A , 업종 : 제약(3522) 

본사B-성남시， 多工場企業， 규모 : 363A , 업종 : 전자전기 (383이 

본사-c-안성군， 單一工場企業， 규모 : 239A , 업종 : 기계 (382이 

본사D- 광주군， 單一工場企業， 규모 : 200A , 업종 : 전자전기 (38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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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족한 인접 기업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去來

關係의 維持가 보다 용이하고， 지속성이 있고， 안 

전하며， 일상적인 기능에서 복잡한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중 · 종로 위주의 서울시에서 구득한다. 

서울시(서초구)에 서울사무소를 둔 C본사는 상당 

부분의 업무를 서울사무소에 委任하고 있으며， 서 

울사무소가 없는 D본사는 팩시밀리 등의 通信機器

와 出張을 통해 서울시의 서비스 업체와 接觸을 

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본사는 입지지역에 관계 

없이 더욱 多樣하고 專門化된 서비스 기능일수록 

대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득하는 경 

향을 보인다. 그러나 입지지역의 기업서비스 환경 

에 따라 서비스 공급지역에 대한 認識과 서비스를 

구득하는 비율에는 차이를 나타낸다. 주목할 점은 

본사에 의한 생산자서비스 업체와의 -특히 高次

서비스기능에 대한- 接觸 및 去來關係는 상당한 

持續性을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去來關係를 변경 

표 15. 쇼業本社의 훌業서비스 空間連훌훌 

單位:%

본사 T Or 늦~ 중· 이외 인천·경 경기 수도 해외 

입지 종로 서울 기시부 군부 권외 

τ;ξ)". }딘-ù 돋 E츠r 87.0 13.0 

회계 73.9 26.1 

종로 속기 90.5 4.8 

Z:!~ 62.5 18.8 18.8 

공학 42.9 21.4 7.1 7.1 

기술 45.5 27.3 9.1 9.1 9.1 

자료 63.2 21.1 5.3 

뉴스 58.8 23.5 5.9 5.9 

광고 61.9 28.6 4.8 

인력 60.0 6.7 20.0 6.7 

경영 86.7 13.3 

기계 50.0 25.0 8.3 8.3 

소계 67.6 18.8 4.8 0.5 3.4 

이외 }짐-ù 혼 2 40.0 45.5 

회계 53.4 43.1 1. 7 1. 7 

본사 

입지 

서울 

인천 

경기 

시부 

경기 

.;r l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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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숭딩1 

속기 

건축 

그ιJli -51L 

기술 

자료 

Eu二-까、 

:i!J .:ï1一

인력 

경영 

기계 

소계 

남lf1 프 E츠휴 

회계 

속기 

건축 

그。lE 「L

기술 

자료 

1nτ: 一λ‘ 

고g. •:Jl 

인력 

켜o 여 。

기계 

소계 

}4i4l 놓 E좋프 

회계 

속기 

건축 

:。E-=Li 

기술 

자료 

조n二 -까、 

고。t.Jl 

인력 

경영 

기계 

소계 

중· 이외 인천·경 경기 수도 해외 

종로 서울 기시부 군부 권외 

31.6 68.4 

14.3 64.3 9.5 2.4 4.8 

7.9 50.0 18.4 7.9 10.5 

5.9 52.9 17.6 5.9 8.8 

12.5 83.3 

30.2 55.8 2.3 

48.9 46.8 

19.5 53.7 9.8 7.3 

30.8 59.0 

15.6 25.0 18.8 3.1 18.8 

27.8 54.2 5.6 1.4 3.7 

30.6 30.6 27.8 

30.0 47.5 15.0 

35.7 14.3 50.0 

10.7 25.0 60.7 

10.3 20.7 48.3 3.4 10.3 

16.0 16.0 48.0 4.0 4.0 

18.2 33.3 24.2 3.0 

22.2 25.9 33.3 

31.0 37.9 24.1 

7.4 7.4 74.1 3.7 

23.1 42.3 23.1 3.8 

14.3 21.4 39.3 10.7 3.6 

21.3 27.8 37.6 1.7 2.0 

50.0 20.0 20.0 

50.0 33.3 16.7 

66.7 16.7 16.7 

37.5 25.0 12.5 12.5 

57.1 14.3 

42.9 28.6 14.3 14.3 

33.3 55.6 

44.4 33.3 

62.5 12.5 12.5 

11. 1 22.2 22.2 33.3 11.1 

50.0 40.0 10.0 

28.6 14.3 14.3 14.3 14.3 

44.1 27.5 9.8 7.8 2.0 



할때에도 대부분이 수요에 가급적 부합되는 업체 

를 추구하므로， 그 공급지역은 보다 다양화· 전문 

화된 集積體를 보유한 지역이 될 것이다. 더우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通信技術의 영향력을 고 

려한다면 기업본사에 의한 생산자서비스 수요는 

중 · 종로의 도심지역을 위시한 서울시에서 만족되 

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企業特性別 生훌者서비스 空間連훌훌 

기업規模에 따른 본사의 서비스 연계에서는 전 

업종에 걸쳐 본사가 입지한 모든 지역에서 소규모 

기업의 본사가 대규모기업의 본사에 비해 自體地

域내에서 서비스를 구득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비해 대규모기업의 본사는 자체지역보다 중·종로 

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다. 業種별로는 보험과 부동산은 소규모기업의 

본사가 대규모기업의 본사에 비해 자체지역내에서 

서비스를 구득하는 비율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난 

다. 또한 자체지역 이외의 수요도 소규모기업의 

본사는 近接性을 중시하는 연계특성을 보이는 반 

면， 대규모기업의 본사는 상대적으로 중 · 종로를 

중심으로 한 연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 

수의 高級熟練A力을 보유한 대규모기업에 의해 

외부화되는 서비스유형이 보다 專門化되고 多樣化

되 는 경 향이 있으므로 地域的으로 수요를 만족시 

키지 않고 보다 高次機能을 보유한 지역의 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組織形態에 따라서는 기업규모별 연계 

만큼 뚜렷한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는 單-I場企業의 본사가 多工場企業의 본사에 

비해 본사가 위치한 자체지역에서 서비스를 구득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近接性이 더욱 강조되는 

연계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서비스 업 

종전체에 걸쳐 多工場企業과 單一工場企業의 본사 

간에 도심으로의 연계를 강조하거나， 자체지역으 

로 近接性을 중시하거나 하는 일괄적인 경향이 나 

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본사의 서비스 공간연계 

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기업의 組織形態보다는 

規模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말해주 

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多工場企業과 특히 大規模企業의 본 

사가 중 · 종로를 중심으로 한 연계가 강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기업의 成長과 조직의 複雜性의 증 

대에 따라 본사에 의한 생산자서비스 수요는 특별 

한 政策的 代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상 

당기간 도심지역을 위시한 서울시에서 만족될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要約 및 맺음말 

生塵者서비스 塵業의 성장은 다양한 地域規模에 

서 생산자서비스 산업이 초래하는 변화에 대한 인 

식증대를 수반하였다. 특히 大都市地域內 수준에 

서 기업의 管理 • 統짧Ij機能을 수행하는 本社와 본 

사활동에 필수적인 中間投入要素를 제공하는 聯關

생산자서비스 산업간의 空間的， 機能的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본 冊究에서는 생산자서비스 산업과 주요기업본 

사의 절대적 비중이 집중해 있는 首都團을 대상으 

로 이들 기능간의 相互依存과 空間的 特性을 고찰 

하였다. 

立地分布에서 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 중심의 

생산자서비스 산업과 大規模 多工場企業 중심의 

본사의 總對的 비중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시에 밀집해 유사한 입지분포패턴을 보인다. 이는 

생산자서비스 산업과 기업본사는 대도시의 規模經

濟나 集積利益을 추구하는 활동들이며， 이들 기능 

간에는 밀접한 機能的， 立地的 聯關性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준다. 

본사의 立地移轉에서는 移動性이 높고 기업성장 

이나 經營戰略變化에 쉽게 영향을 받아 이전필요 

성이 높은 小規模 單一工場企業 본사의 이전이 두 

드러지며， 본사의 입지지역 특성이 移轉方向에 영 

향을 끼친다. 즉， 도심지역으로 갈수록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上位地域을 지 향하고， 경 기 군부로 갈수 

록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上位地域을 지향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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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企業特性을 고려 할 때 小規模 單一工場企業의 

본사는 下位地域으로 이전하고， 기업운영과 생산 

활동에 있어 서비스 수요가 많고 보다 專門化되고 

技術的으로 複雜한 서비스 구득에 민감한 大規模

多工場企業의 본사는 上位地域으로 이전하는 경향 

이 있어 本社移轉은 기업특성에 따라 상이한 패턴 

을보인다. 

생산자서비스 수요는 기업과 獨立된 外部 서비 

스 업체로부터 購買하는 외부화비율이 매우 높아 

생산자서비스의 주요 需要源임을 시사해주며， 서 

비스 기능의 多樣化와 專門化를 외부화의 주요利 

點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직내부에 關聯部暑나 A 

力의 내부화가 어려운 금융과 보험은 외부화가 현 

저히 높고 기업특성별 차이가 미약하다. 반면에 

부동산과 사업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내부화가 높아 

기업활동에 더욱 基本的， 必需的 기능임을 반영해 

주며， 業務量이나 內部需要가 많고 빈번해 根本的

인 기능들은 내부화하고 있는 대규모 다공장기업 

의 내부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생산자서비스를 外部 서비스 業體에서 

구득할 때 供給業體選定의 意思決定은 전체적으로 

本社를 통해 이루어져 기업조직구조내의 타운영단 

위로 移轉된다. 외부 업체선정에 대한 본사의 意

思決定權限은 서비스 업종의 외부화비율과 깊은 

관련이 있다. 需要發生頻度가 낮고 기업조직내에 

내부화가 어려운 금융과 보험은 본사의 업체선정 

비율이 높은 반면， 기업의 生塵活動에 더욱 밀접 

하고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부동산과 사업서 

비스는 工場의 參與程度나 自律權이 높게 나타난 

다. 특히 사업서비스는 細部 유형에 따라 본사의 

業體選定權限이 높은 高次서비스와 상대적으로 공 

장의 참여정도나 자율권이 높은 低次서비스로 階

層性을 뚜렷히 구분할 수 있다. 企業特性別로는 

운영단위들의 분산화로 距離가 제약요소로 작용하 

는 多工場企業이 전업종에 걸쳐 공장의 참여정도 

나 자율권이 높아 組織形態가 規模보다 의사결정 

권한에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말해준다. 

기업본사에 의한 생산자서비스 연계는 서비스의 

업종， 본사의 立地地域， 企業特性에 따라 다양한 

연계특성을 보인다. 

첫째， 保險이 본사가 입지한 모든 단위지역에서 

가장 도심지역을 지향하는 공간연계를 보이며， 金

醒과 事業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중 • 종로에서 서비 

스를 구득하는 비율이 높지만， 경기군부로 갈수록 

도심지역과의 연계가 높고 중 · 종로로 갈수록 연 

계는 近接性을 따르는 경향을 나타낸다. 대조적으 

로 不動塵은 모든 단위지역에서 자체지역내로의 

연계가 가장 높아 근접성을 따르는 특성을 뚜렷이 

보이며， 이외서울로의 연계가 두드러진다. 

둘째， 사업서비스는 業體選定의 意思決定權限에 

따라 高次서비스는 중 · 종로로의 연계비율이 더욱 

높으며， 低ìX서비스는 近接性을 더욱 중시해 자체 

지역으로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서비 

스 연계가 서비스 유형의 階層性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준다. 

세째， 企業規模別 연계에서는 小規模企業의 본 

사가 자체지역으로의 연계가 높아 近接性을 더욱 

강조하는데 반하여， 大規模企業의 본사는 도심지 

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연계가 높다. 이는 상대 

적으로 多數의 高級熟練A力을 보유한 대규모기업 

이 요구하는 서비스 유형이 보다 專門化· 多樣化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高次의 기능을 보유한 지역 

으로의 연계가 높음을 반영해준다. 企業組織形態

別로는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아 規模요인이 

서비스의 연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수도권지역에 입지 

한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은 서로의 활동 

이 集中하는데 영향을 끼치며， 매우 강한 空間的，

機能的 連緊가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이들 기능들간의 密接한 相互依存의 정도를 

고려할때， 대도시지역에서 점차 相互作用과 投휠j 

이 중요해지고 있는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 

업은 수도권지역 경제활동의 主輔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空間的 變化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본 

연구는 기업본사에 의한 需要측면에서의 분석을 

행하였으므로， 생산자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供

給측면에서의 立地變化나 서비스 기업의 組織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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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연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대도시지역에 

서 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간의 상호작용과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需要와 

供給의 측면을 공히 고려하는 多 f則面的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大都市地域間의 흐름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Linkages between Corporate Headquarters and Producer 
Serv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Summary 

The recent surge of producer services in

cluding a wide range of professiona1 and scien

tific services has increased the recognition of 

econornic, socia1, and spatia1 changes caused 

by producer services in various regiona1 sca1es. 

1n the intrametropolitan 1eve1, in particu1ar, 

spatia1 and functiona1 1inkages between corpor

ate headquarters perforrning adrninistration and 

contro1 function and associated producer ser

vices providing intermediate inputs essentia1 to 

headquarters' function are gradually gaining 

mterest 

1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dependence and spatia1 characteristics be

tween the two functions by examining the 10c

ationa1 re1ationship, externa1ization of and de

cision -rnaking authority for producer services, 

and service 1inkages by headquarters. Pro

ducer services in this study include finance , 

insurance, rea1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The major findings are summed up into the 

followings. 

First, producer services and corporate head 

quarters are overwhe1rning1y clustered in the 

Seou1 metropolitan region and show a corre

sponding 10cationa1 pattern, concentrated in 

Shin , Seong-ill* 

Seou1 with a 1arge portion in C. B. D. This in

direct1y suggests that these functions pursue 

the econornies of sca1e and agg1omeration and 

have a close functiona1 and 1ocationa1 inter

re1ationship. 

Second, characteristics of the unit region in 

which headquarters are 10cated and types of 

firm exert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hea

dquarter re1ocation. Headquarters of small and 

sing1e-p1ant firm move down the intrametrop

olitan hierarchy, while headquarters of 1arge 

and mu1ti -p1ant firm with a 1arger demand for 

specialized and technically sophisticated ser

vices in corporate activities tend to move up 

a1 ong with the intrametropo1itan hierarchy. 

Third, procurement pssibilities for producer 

services by firms are most 1ike1y by ext

ernalizing services from separate and fre

estanding service firms rather than by interna1 

provision. And growing diversity and spe

cialization of service functions are eva1uated as 

rnajor advantages of externa1 procurement. 

Rea1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by showing 

a higher rate of interna1ization, are found to 

be more fundamenta1 and required to corporate 

activities than are finance and insurance, and 

Journal of Geography, Vol. 19, February, 1992, pp. 49~68 

*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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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multi -plant firrns that internalize basic 

functions because of the numerous business ac

tivities and frequent internal dernand show a 

higher degree of internalization. 

Fourth, selecting external service suppliers 

is generally determined via headquarters and 

then transferred to other operational unit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inance and in

surance which are difficult to internalize in in

dustrial organization show a high rate of de

cision -rnaking by headquarters, while real es

tate and business services which are more clo

sely and directly involved in production activi

ties are high in participation and autonomy by 

plants. Especially business services can be ex

plicitly 디assified into hígh -order services with 

higher decision rnaking authority by head

quarters and low-order servíces with relatively 

greater involvement of plants. 

Fifth, service linkages by corporate head

quarter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ypes 

of servíces, headquarter’s location, and firm 

characterístícs. 

First, insurance is most strongly tied to C.B. 

D. and in finance and business services, lin

kages to C.B.D. are apparent as the hea

dquarter’s location move down the int

rametropolitan hierarchy from C.B.D. to the 

counties of Kyonggi , whereas the headquarter 

tends to be linked to the region in c10se prox

imity as it’s location move up to C.B.D. In 

quite contrast with the other services, real es-

tate is most intensively linked to the unit re

gion where headquarters are located and cle

ar1y shows it’s conformity to proxirnity. 

Second, in business services, high -order ser

vices are far more strongly linked to C.B. D. , 

while low-order services are more or less con

siderably linked to the individual unit region 

with emphasis on proxirnity, revealing that 

service linkages are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hierarchy of service types. 

Third, headquarters of srnall firms place 

more emphasis on proximity with a higher rate 

of intra -regional linkage, while headquarters of 

large firms that have a greater dernand for 

more specialized and diversified functions are 

skewed mostly to C.B.D. and Seoul in service 

dernand. 

Considering the very strong spatial and func

tional linkages between corporate headquarters 

and producer services of which the interaction 

and role become more important, these activi

ties will surely act as the principal axis and 

induce a variety of spatial changes in the Seo

ul metropolitan region.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ínteraction and changes between these 

functions in the metropolis requires a multi

dimensional analysis with the dernand and sup

ply sides combined together. 

Keywords : producer services, corporate headqu
arters, corporate complexes, externalization of 
services, decisionrnaking authority, spatial link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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