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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본사를 중심으로 * 

한대권** 

< 차 려I > 

1.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사무기능의 정의와 특성 

2. 사무기능의 입지변화와 입지요인 

ill. 서울시 사무기능의 성장 및 입지변화 

1. 사무기능의 성장과 분포 

2. 사무기능의 입지변화 

N. 조직구조에 따른 사무기능의 공간분화 

1. 본사에서 사업부 조직의 공간적 분화 

2. 본사에서 기능 조직의 공간적 분화 
3. 복합적 형태의 사무기능 분화 

4. 특수한 형태의 사무기능 분화 
5. 요약및함의 

V. 결론 

主要罷 : 사무기능의 공간분화， 사업부 조직， 기능 조직， 조직구조 변화， back office 

1 .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산업 및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구조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업이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 되어 

가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피스에 관련된 경제 

활동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대도시의 산업 · 

고용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산 

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1990년 서울의 경우 서 

비스 고용이 전체 노동력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직 고용 역시 전체의 37.4%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 

터 · 정보통신망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의해 경제부문 뿐 아니라 사회 · 문화 동 다른 

여러 분야에서까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 

脫工業化， 後期塵業(post-industriaD社會， 情報

化社會(information society) 동의 개 념 에 의 해 설 

명되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구조로의 전환은 경제 

의 소프트化(서비스 경제화)와 이에 따른 직업구 

조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정지워지는 산업사회의 

제조업 중심적 경제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이나 정 

보 · 지식의 생산이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 

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에 있어서도 

소프트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구초도 변화되어， 지식과 정보를 자원으로 하는 

전문 · 기술직， 행정 ·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에 대 

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Miles， 1993).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事務機能(office

activity)은 이러한 배경하에 성장하고 있는 활동 

의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 그 성장율이 매우 높 

을 뿐만 아니라， 비중에 있어서도 다른 경제부문 

의 고용인구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사무기능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분포 패턴에서 地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허우긍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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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的 分散 추세와 기능의 空間 分化 추세가 나 

타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즉， 사무기능이 業

務의 特性이나 勞動의 性格 또는 企業組織에 따 

라 보다 다양하게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Nelson， 

1986;Moss. 1987; Schwartz. 1992; Cooke & 

Morgan, 1993; Aksoy & Marshall, 1992).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사무기능 입지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오피스 관련 활동을 企業 本社(head office)의 

대도시내 공간분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의 도입으로 4jî:務뎌횡b化(office automation)가 이 

루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기술의 변 

화가 사무기능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 

무기능 입지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사무기능(office 

activity)의 성장， 공간적인 분포 패턴의 변화를 

대기업 본사의 입지를 통하여 살펴보고， 다음으 

로 企業의 組織構造에 춧점을 맞추어 기능에 따 

른 空問的 分化(spatial fragmentation) 양상을 

펄業部 組織의 공간적 분리와 機能 組織의 공간 

적 분리를 통해 고찰한다. 이러한 양자의 결과를 

통하여 사무기능의 입지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 

하고， 이것이 지역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사무 

기능 중심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 

한 입지변화가 사회와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의 전체적인 추세를 먼저 

살펴본후， 실제적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현 

상을 분석하였다. 실제 사례연구의 대상 기업은 

1993년 한국의 100대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사무기능의 분리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類型化하여， 먼저 分社 형태의 공간적 분리 사례 

는 사업부 조직으로 이루어진 대기업 본사 2개 

를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일부 기능단위별 분리 

의 사례 역시 유형별로 1-2개씩을 선정하여 조 

사， 분석하였다. 이들 유형은 본사로부터 일부 

기능들이 분리되었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리된 기능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 

류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된 유형으로는 영업 

관련기능， 디자인기능， 연구기능， 전산기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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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전산기능의 분리 사례는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하여 좀더 섬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사로부터 일부기능이 분리된 유형중에서 전 

산기능의 분리는， 은행 본사의 경우에서 전산센 

터가 분리되는 형태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파악한 것은 전 

산센터의 업무 특성， 고용 구조， 그리고 외부와 

의 업무상 接觸 行態를 분석하여 이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 오피스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고용구조와 업무의 특성에 대한 자료는 심층 인 

터뷰하여 직접 구득하였고 접촉 행태에 대한 분 

석은 전산센터 사무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 

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사무기능의 정의와 특성 

事務機能이란 대체로 상품의 직접적인 취급없 

이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기업활동， 행정 및 전 

문서비스 활동 그리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업무 

둥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이들은 주로 정보의 취 

급， 처리， 전파에 종사하므로 직업별로는 전문 · 

관리 · 사무직을 “事務關聯職”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생산조직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이를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하는 직능이 폭넓게 창출되었고， 거래활동 빛 의 

사결정， 정보처리와 관련된 부문이 급증하게 됨 

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오피스가 빠르 

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Gottmann， 1979). 
오피스의 유형은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 격 에 따라 front office와 back office의 양자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이중 back office 기능이란 

대체로 단순하고 반복적이거나， 외부와의 대면접 

촉이 적은 사무업무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 

업의 정보처리， 연구， 문화， 기획기능 등이 여기 

에 포함된다. 이들은 기업이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구입하지 않는 서비스들로， 그 이유는 

‘사는 것’ (外部化)보다 ‘만드는 것’ (內部化)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Nelson ， 

1986; Moss, 1987). 이 에 대 비 되 는 개 념 인 front 
office 기능은 주로 대면접촉에 의해 업무가 수 



행되는 전문화된(특화된) 정보기능으로， 기업의 

고차 기 능을 담당한다(Moss ， 1987; Gad, 1991). 

이 들 개 념 에 대 해 Dowell(1987)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front office는 @ 기업의 본사 

나， 전문 · 기술 회사;(2) 외부와의 접촉과 개인 

적 의사소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에 의존;@ 중. 

소기업이나， 다양한 직종의 숙련 노동자 고용; 

@ 좋은 이미지， 비좁은 땅에 세워진 고층의 공 

간을 가진 오피스를 요구한다. 다음 back office 

의 특징으로는 @ 반복적이고， 주로 컴퓨터에 의 

존하는 본사의 운영 단위;(2) 최고 경영층이나 

외부와의 대면접촉의 필요 제한;@ 대기업이지 

만， 직종 구성은 단순하고， 평균적인 기술 수준; 

@ 넓은 오피스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back office 개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back office 으| 특징 

1.업무의 
대면 접촉이 적은 활동들을 모아 놓은 

사무실로 업무 연계는 주로 정보통신 
토-등， .... 셔 。

수단을 이용한다. 

관리， 통제 둥 기업의 고차 기능을 수 

2.노동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료처리와 

성격 같은 다량의 단순 반복적 업무를 수행 

하는 오피스이다. 

다른 유형의 오피스에 비해 低貨의 하 

위 사무원들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 

3.고용구조 
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 인력의 고용 

도 이루어지는데 기술， 연구개발 동의 

업무는 대면 접촉이 별로 필요하지 않 

은 활동들이므로 이곳에 입지한다. 

사무기능은 대표적인 도시형 산업으로， 그 입 

지 특성은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도시(Ïntrametropolitan leveD에 입지하고， 둘 

째， 그 중에서도 도시 중심부(CBD)에 입지한다 

(Yeates, 1990). 또한 사무기능은 서로 상호의존 

적이므로 특정 공간상에 매우 집중하게 된다. 

사무기능의 입지에 대해 Yeates (1990)는 기본 

원리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CD Contact Intensity의 원리 : 어떤 유형 

의 사무기능은 접촉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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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지한다. 보통 직업상 접촉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집약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 

한다. (2) Contact Variety의 원 리 : 어 떤 직 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 많고 다양한 접촉에 대 

한 필요를 가진다. 중심부가 접촉의 다양성을 가 

장 많이 가지고 있다.@ 노동력에의 접근 원리 

: 숙련되고， 저렴한 비용의 노동력에 좋은 접근 

성을 가지는 곳에 입지하려 한다.@ 분산의 원 

리 : 새로운 사무업무단지는 공항， 지역 쇼핑단 

지， 고속도로의 교차로 근처 지역에 개발되고 있 

다.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잘 개발된 교통체계 

를 갖추고 있는 도시지역에는 사무기능의 분산 

이 촉진되고， 교외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분산 

의 원인으로는 임대료 절감과 같은 경제적 요인 

과， 잘 교육된 여성 노동력에의 근접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들 수 었다. 

2. 사무기능의 입지변화와 입지요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기능은 대도시 

에 입지하며， 그중에서도 도심에 입지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집적의 不利益

과 도시의 非經濟가 발생하게 되고， 교외지역에 

입지하게 됨으로써 얻는 잇점을 위하여 사무실 

이 분산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분산 

에서도 기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화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지향적이고 집적되어 있던 사무기능의 입 

지가 분산되는 경향을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대 

면접촉， 연계비용， 지대 및 건물 임대료， 전문적 

인 고급노동력의 주거지 선호， 정책적 요인 등을 

입지분석에 있어 중시하며， CBD로부터의 상대 

적인 분산화 경향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도 

시내 수준에서 CBD는 접근성이 좋고， 관련 기 

관과 전문서비스 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도시의 

집적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수집의 용이와 고객과의 사업상 연계 

가 면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들과의 사이 

에 중요한 접촉환경을 제공한다(Smith & 
Selwood, 1983). 그러나 CBD는 높은 임대료， 교 

통혼잡， 주차난 때문에 사무기능 입지의 장점이 

경감되고， 점차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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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중심지역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 

하게 되자， 사무기능을 위한 토지이용의 확장이 

교외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정보통 

신 시스템의 발달， 교외지역의 대규모 숙련 노동 

력， 접근성 둥과 같은 요인들이 유인 요소로 작 

용하였다. 

대도시내 사무기능의 입지는 소규모 노동력

집약적인 제조업의 집중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 

된다. 사무기능의 입지적인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 개념으로서 이러한 제조업에서 빌려온 개 

념은， 생산과정의 표준화 단계를 강조한 결과로 

서 오피 스 산업 을 fron t/back office, 그리 고 중 
심부와 교외지역의 입지로 이분화 시킨다 

(Nelson, 1986; Gad, 1985; Moss, 1987; 

Schwartz, 1992) , 이 러 한 back office는 1960년 대 

후반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웅하여 생산적인 재 

조직화를 위한 기능 분업에 따라 동장하게 된다. 

사무기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비용이 중 

대되고， 전통적인 도시중심의 사무업무지구는 사 

무직 노동자나 토지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 

므로 비용의 압력을 받게 된다. 그 결과로 @ 사 

무직종의 재조직화 사무노동의 새로운 분업을 

야기하게 되고，(2) 사무직종의 전자동화， 그리고 

@ 높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새로 분리되는 사 

무실의 재배치와 같은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Nelson ， 1986) ,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사무기능의 입지변화 

를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Nelson 

(986)은 San Francisco Bay Area의 back 
office 입지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여성 노동력의 
공급이 일차적 입지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 

고 있다， Huang(989)은 back office의 사례 연구 

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back office유형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무기능이 제조업의 분공장 

(branch plant) 생산처럼 아주 반복적이고 표준 

화 되어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는 것처럽 보이 

기도 하고， 또는 아주 복합적이고 예측할 수 없 

어 대도시 중심업무지구(CBD)의 풍부한-접촉 

( contact-rich) 환경안에 입지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대면접촉을 필요로 

하는 고차의 서비스기능은 도심에 남아있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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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개인적인 접촉을 요하지 않는 표준화된 기 

능은 도심밖으로 값싼 임대료와 여성노동력 등 

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으로 분산된다. 이것 

은 중심도시의 약화가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 

기능의 전문화가 증가된 것이다. 즉 “의사결정 

기능을 중심부화하고， 단순한 자료처리 기능을 

분산시키는” 추세로 전개 되고 있다(Moss， 1987), 

한편 사무기능은 경제 여건， 기술의 발달 등 

여러가지 주위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무업무의 

성격， 기능이나 기업의 조직 변화에 따라 공간적 

으로 분리되어 입지하게 된다. 즉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고도의 전문직 서비스와 경영조직은 도심 

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고 일상적 업무나 시장 

지향적 업무는 분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 조직적인 측면으로 

기업 업무의 多立地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本社，

支社， 分社 등에 대한 입지 패턴의 연구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1) 

기능에 따른 사무기능의 공간적인 분화현상에 

대해 기업의 조직구조 차원에 주목하여 보다 자 

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피스의 입지는 기 

업의 조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데， 기업조 

직 형태의 변화에 따라 오피스의 입지에도 변화 

가 생기고 있다. 

Castells(989)은 사무기능의 입지특성을 그 

기능과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사무업무는 기능에 따라 orientation 
planning, programmed task(contact)로 분류되 

며， 조직형태에 의해 HQ, Divisional Branch 

Office, Back Office, Retail Office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각각 그 입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의 

조직구조별 입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본사(HQ) 대도시의 CBD에 입지한다. 

CBD는 기업본사의 입지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싼 지대를 이기지 못하여 이전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러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가 

까운 지역으로 이전한다. 

(2) Divisional Branch Office : 그들의 관할 지 

역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이 생산단위 

의 지사일때는 본사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보통 

대도시의 교외나 2차 계충 대도시의 CBD에 집 

중된다. 정보통신이 경영자의 대면접촉 필요를 



제거하므로 항공교통망이 중요 입지요인이 된다. 

@ Back Office : 대부분 회사의 조직과 실행 

업무가 점차 자동화되고 집중되는 back office는 

기능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사무활동 입지이다. 

주요한 연계가 회사의 의사결정 중심지이므로 

이 연계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유지 

된다. 

@ Retail Office : 고객에의 접근성에 대한 필 

요가 입지요인이다. 각 지역 시장에 특정한 개별 

적인 입지패턴을 따라 공간적으로 확산된다. 주 

거와 업무가 집중하는 곳에는 어디든 입지하는 

반면， 주거 · 상업 기능의 교외화에 따라 분산되 

고 교외화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조직에 따른 입지변화 추세에 대한 선 

행연구틀은， 기업의 조직운용이 事業部制 실시， 

分社化 추진2)이라는 방향으로 재조직화 되면서 

지금까지의 도심지향적 입지 행태에서 사업부 

부문별로 각기 바람직한 입지점을 지향하는 다 

양화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도 

시 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과 입지비용의 증가 

는 오피스의 입지 패턴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 

키고 있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1980 

년대에 경쟁의 심화와 증대되는 사업의 복잡성，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중앙집중적이고 계층적으 

로 조직된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상태에 반응하 

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듬으로써 야기된다. 이러 

한 내 · 외적 환경은 기업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끼쳐 기업조직의 운영단위들이 분화를 이루게 

하였다(박삼옥， 1985).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변화 

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의 주요 형태로서 기업 

운영의 분리， 통제 경영계층의 수평화， 경영 의 

사결정의 분산화 등을 제시하며， 생산의 분리가 

증대되고， 대기업에서 지배양식이 재조직화되는 

2가지 추세를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무기능의 입지에 미 

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로 Kutay(1986)는 피 

츠버그의 50개 대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정보통 

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이 사무기능의 분산을 가속 

시켰다고 제시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 

한 오피스 입지 분산화 단계와 입지선호 장소를 

제시하였고， Kellerman (1993)은 정보통신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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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back office와 자료처리업무의 교외화， 

CBD의 기능적 특화와 같은 공간적 현상을 유도 

하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틀에 적합한 

것으로 Hartshorn(1992)이 재구성한 기업조직의 

공간적 전개에 관한 이론틀이 있는데， 정보집약 

적인 사무기능이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의해 공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다음의 4단계 

로 나타내었다(그림 1) . 

• ''''0서， 

‘---、’5,",," 1. Cotntr매illtton 

S_2.Fr‘’ntl“‘” 

S_ :s. D~on 
5_ ‘ Difful;on 

• 훈리된 오피스 l 오피스 센터 @ 븐 사 

그림 1 . 기업조직의 공간적 분리 

출 처 : Hartshorn, 1992, p. 416. 

결과적으로 실제의 물리적 본사 오피스는 대 

면접촉을 많이 요구하는 소수의 고위 간부들과 

관련된 기술， 지원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반복적이고 단순한 오피스 업무기능은 교외나 

다른 외곽지역에 입지하는 시스댐을 이루게 된 

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는 

back office를 더욱 성행시켰으며， 업무에도 영향 

을 미쳐 차별적인 패턴을 낳게 되었다. back 

office의 업무가 전에는 단순 · 반복적 업무를 일 

괄 처리해 다른 오피스에 전달해주는 체제에 한 

정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분산된 전자 

터미날의 연계를 통해 부분적으로 오피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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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처리를 가능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back 

office는 대면접촉은 필요없지만 front office를 

지원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오피스가 되었다 

(Nelson, 1986).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back office의 개념은 

다음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첫번째 유형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대면접촉이 적고， 하위사무직 중심의 단순반복적 

업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단순자료처리센터를 

들 수 있고， 두번째 유형으로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대면접촉은 적지만 고급 

인력이나 전문가들이 기술， 연구개발과 같은 업 

무에 종사하는 전산센터와 같은 유형의 오피스 

를 들 수 있다. 

사무실의 변화 
사무실 입지의 

변화 

.업무 내용의 

변화 l지리척 분포의 

.고용구조의 변화 
=>1 변화 .기능에 따른 

.조직구조의 분화 

변화 

그림 2. 사무기능의 입지에 관한 설명틀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이 개념 

화할 수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기술 혁 

신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사무업무 내용이 변화되고， 고용구조가 

변화되었으며， 조직구조가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피스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입지하고 있다. 

m. 서울시 사무기능의 성장 및 입지변화 

1. 사무기능의 성장과 분포 

사무기능은 지난 일이십년 동안 급속히 성장， 

확대되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 

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 가고， 이와 함께 사무기능이 성장하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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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간 서울시의 고용구조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생산직이 점차 감소하고， 핍

務關聯職3)의 증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 

무관련직은 70년 23.7%, 80년 29.8%, 1990년에 

37.4%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이제 생산직의 비 

중 30.9%를 능가하고 있다. 

한편， 전국수준에서의 사무관련직 비중도 1990 

년에 총 고용자수의 24.8%로 나타나， 1980년의 

15%에 비해 상당히 성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事務塵爛은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도시내에서도 특히 도심 

(CBD)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서울시 사무관련직의 산업벌 구성비 
단 위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계 

사무관련직 0.11 34.61 65.28 100 
전문직 0.08 15.70 84.22 100 
관리 직 0.20 67.51 32.29 100 
사무직 0.11 37.52 62.37 100 

출처: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90년 

이러한 사무기능의 성장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업종의 

증대와 관련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산업별로 사 

무관련직 종사자수의 구성비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2>를 보면， 사무기능의 비중이 3차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무기능의 증대가 서 

비스經濟化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경제화와 사무기능 증 

대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점 

은， 전체적인 증가 속에서도 전통적인 서비스업 

은 정체하고 있고， 정보관련 직종에서 실제 고용 

의 증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이기석， 

1990). 즉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업이 

증대되고 그 중에서도 生뚫者 서비스業(producer 

service)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에 

서의 사무기능 증대는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일 

어나고 있다. 

결국 생산관련 서비스 활동이 급속히 성장하 



고 있고 이들이 외부화되어 독립된 오피스로 출 

현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본사나 이들 독립된 

오피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사무기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기능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무기능이 수행되는 장소인 기업의 

본사 오피스와 함께 이들이 외부화되어 나타나 

는 생산자 서비스업 오피스의 성장으로 파악될 

수 있다. 

2. 사무기능의 입지변화 

본 연구에서는 사무기능의 성장과 분포를 살 

피는데 있어 전 산업의 기업본사 오피스를 중섬 

으로 하여 서울시내에서의 지역별 분포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리와 통제기능의 중심지인 

기업의 본사는 사무기능이 수행되는 가장 대표 

적 인 형 태 이 므로(Lyons ， 1994; Aksoy & Mar

shall, 1992; Stephens & Hol1y, 1981; Semple et 

al, 1985), 기 업 본사의 塵業別， 規模別 특성 에 따 

른 분포 양상과 입지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1988년과 1993년의 산업별， 순위별 분 

포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2000위까지의 

기업중에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약 1000대 기 

업 본사의 구별 분포를 보면 1993년의 분포는 

중구， 강남구， 영둥포구에 기업 본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종로， 서초， 구로구 등에 

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1993년의 

분포 패턴은 1988년과 비교해 볼때 비슷한 패턴 

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안에서도 중구， 종로구， 

구로구 등은 감소해 가고 있고， 영동포구는 비슷 

한 비중을 보이며， 반면에 강남구와 서초구， 송 

파구 동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변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참조) 

이와 같은 전체적 분포 패턴을 <표 3>을 통 

해 보다 자세하게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1993 

년의 분포패턴에서 중구는 역시 전 산업에 걸쳐 

고루 높은 비중을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기업 

본사와 금융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등포구도 중구보다는 다소 떨어지나 금 

융업， 제조업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전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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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역은 건설업이나 도소매업에서의 가장 높은 

비중을 비롯하여 금융업 제조업에서도 중구 못 

지않은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 산업에 따른 

사무기능 중심지로서의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 

주고 있다. 

1988년과 1993년의 산업별 분포 패턴의 차이 

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금융업에 있어서 중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과 영둥포 지역의 상대적 

인 비중 감소 경향과 강남지역， 구로 지역 등 외 

곽지역에서의 비중 증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본사의 공간적 

집중， 분산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계수4)를 

산출해본 결과 제조기업 본사의 경우 집중계수 

가 0.081로 매우 분산적이며， 생산자서비스업 본 

사의 경우는 0.235로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88년의 제조업 0.274, 

생산자서비스업 0.521과 비교하면 점차 분산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순위에 따른 분포 패턴을 고찰하여 

오피스의 규모로 본 분포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 

펴보자. 50대기업에서부터 2000대기업까지의 순 

위에 따른 분포는 도심지역인 종로， 중구와 강남 

지역간의 확연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대기 

업일수록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강남， 서초 

구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기업의 본사입지 

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동포구는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정도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구로， 용산， 성동구 둥도 중 · 소규모의 본 

사가 많이 입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8년에서 1993년 사이의 변화 추세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 중심지역의 비중은 오히 

려 증가되었지만， 이들 중심지간에서는 도섬지역 

의 감소와 강남지역의 증가라는 대조를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사무기능 공간 분포가 

도심과 영둥포， 그리고 강남지역의 3핵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 

었으며(김광익， 1984), 또한 이들 세지역에의 집 

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간에서는 상당 

한 입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무기능의 공간적 분포 패 

턴은 산업별로， 규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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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따른 본사의 구별 분포 변화 표 3. 

서비스업 금융업 수
 -
랩
 

운
 창
 

도소매업 건설업 전 기 
가스업 

제조업 광업 농 림 
수산업 

100.0 
11.9 
37.1 

1.4 

2.1 

1.4 
2.1 
0.7 
0.7 
0.7 

20.3 

16.1 
1.9 
0.7 

1430(0) 

4.9 
4.9 
2.4 

11 (100) 

3 
A 
8 
J 
4 
j 
4 
4 
7 
-4 

8 
7 
-1 

9 
7·6 

? 
? 
J 
J 

g
]

1i 

A1 

?
ι
 1i 

?“ 

1i 

1i 

nu 

1i 

9
ι
 nu 

?“ 

ζ
니
 
nu 

gu 

1i 

nu 

?“ 

이
이
 

n
ι
 

1i 

14 

1l 

ι
L
 w

ω
 

1(100) 

37.5 
12.5 
12.5 

1.9 

12.5 

12.5 

12.5 

8 

0.9 
0.9 

3.7 

7.4 

33. 

3.6 
3.6 

26.5 

1.8 
1.8 

113 

19.5 
48.8 

4.9 
2.4 

1.9 

7.3 

27.4 
15.6 
2.2 
0.5 

135(100) 

16.7 
33.3 

2 
0 
6 
4 
D 
6 
8 
0 
-2 

A 
4 
-8 

4 
6 
2 
2 
8 
0 
6 

-
이
 

9 

때
 

3 
5 
2 
0 
0 
1 

0 
0 
3 

1 
n 
u 
1 
o 
m 
7 
1 

애
 

WM 

13.3 
53.1 

0.9 

0.9 

16.7 
51.9 

1.9 
3.7 

7.2 
32.9 
4.6 
4.6 
3.3 
2.6 
1.3 

9.2 
18.3 
4.6 
1.8 
0.9 
0.9 
0.9 
0.9 

6(100 

33.3 

-
잃m
m
m
냉
딩
 

-? 

3 
6 
-? 

6 
5 
3 
3 
5 
2 
? 
-m 

nU 

1i 

q
ι
 

nU 
A“‘ 

q
ι
 14 

1i 

nU 

η
l
 
nu 

μ
h
 

’’
i 

,,.‘ 

‘ 

9.2 

0.9 
2.8 

11.0 
0.9 
0.9 
7.5 
9.2 

3.3 

3 

6.7 
14.1 
5.2 
2.2 
3.7 
0.7 
0.7 

5.9 

0.7 
2.2 

12.6 11.1 

11.4 

3887 

D8? 

-D 

-
?
3
3
3
4
ι
n
3
2
 

23 

-
띠
 

9 
$34200 

1 

030 

2UM 

l09 

6 
0 

] 

9(00) 

37.5 
25.0 

12.5 

25.0 

8 

16.7 

16.7 
16.7 

11.3 

11.3 
11.3 

70 (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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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동대문 
증 랑 
성 북 
도 봉 
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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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영둥포 
동 작 
관 악 
강 남 
서 초 
송 파 
강 동 
계 

1988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통대문 
중 량 
성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영둥포 
동 작 
관 악 
강 남 
서 초 
송 파 
강 동 
총 계 

28.6 

28.6 

109 

처 : 한국의 3000대기업 (993) ， 한국의 2뼈대기업 (988). 

하지만 사무기능의 중심지로 뚜렷하게 부각된 

강남지역이 서울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한단 

계 아래의 계층 중심지로 역할하고 있으며， 또한 

중 · 소규모의 기업 본사와 일부 특정 업종에서 

특히 선호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사무기능 중심 

지로서의 강남지역의 특성은 보다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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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그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 

로 크게 구분하여 그 분포 양상을 보았을 때， 서 

비스업의 오피스는 종로 · 중구의 도심， 강남 · 서 

초구， 여의도의 3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집중적인 

분포 패턴을 보여주고， 製造企業 木社는 이보다 

는 더 분산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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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순위벌 분포 변화 표 4. 

2000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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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3000대 기 업 (993), 한국의 2000대 기 업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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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남대로，테헤란로일대 오피스빌딩 분포 

사무기능의 중심지역인 永짜일대의 강남지역 

은 사무업무지구로서 서울의 부도심으로 성장하 

기 시작하여， 이제는 상업기능의 증대와 함께 서 

비스업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강남역을 잇는 테헤란로변과 신사와 

양재역을 잇는 강남대로변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오피스들은 이제 그 중심을 옮겨 놓을 정 

도로 성장하였고， 금융업을 중심으로 무역， 건설， 
정보통신 관련 업종들이 많이 입지해 있다 5) 강 

남지역은 80년대 후반 오피스 신축 붐이 일어 

매년 공급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해 왔으 

며， 土地超過利得秘와 같은 정부의 세정 정책과 

기폰의 도심지역이 재개발 완료 둥과 같은 요인 

으로 토지이용의 한계를 념어섬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지역이 사무기 

능 중섬지로서 갖는 특징은 규모에 따른 분포 

패턴에서 보면 중·소규모 업체가 많고， 산업에 

있어서는 사업서비스업과 같은 생산자 서비스업 

종의 오피스로 밀집되어 있어 산업에 따른 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절에서 분석한 기업본사의 자료중에서 생산 

자서비스업관련 기업 본사에 대한 자료를 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생산자서비스업 본사의 경우 

에서 도심지역의 쇠퇴와 강남지역의 성장이라는 

사무기능 중섬지역의 입지변화가 더욱 두드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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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생산자서비스업의 본사 오피스 분포 
단 위 : 개，% 

도심지구 영동지구 여의도지구 

1993년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 
계 

1988년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 
계 

44(62.0) 10(33.3) 
17(24.0) 5(16.7) 
2( 2.9) 
7( 9.8) 15(50.0) 

70( 100) 30( 100) 

46(58.2) 
14(17.7) 
2( 2.5) 

13(16.5) 
75( 100) 

1(20.0) 
1(20.0) 
1(20.0) 
1(20.0) 
4( 100) 

23(71.8) 
2( 6.2) 
1(3.2) 

6(18.8) 
32( 100) 

20(62.5) 
3( 9.4) 
2( 6.3) 
6(18.6) 

31( 100) 

출 처 : 한국의 2000대 기 업 (1988), (1993). 

* 도심지구는 종로·중구， 영동지구는 강남· 
서초구， 여의도지구는 영둥포·마포구임. 

다. 도심지역은 금융업의 본사 분포에 있어 아직 

도 월동하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점차 

쇠퇴하여 여의도， 강남이나 기타 서울지역으로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업의 오피 

스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어 이제는 강남지역이 새로운 중심지역으 

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뚜렷히 성장하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 

업 (producer service)은 대부분 오피스-기반 

(of죄ce-based)활동들이며 6) 대부분이 기업 본사 

의 활동들이 외부화되어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결국 주로 타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본사와 비슷한 성격， 유사한 분포 

패턴을 가지며 양자간의 강한 입지적， 기능적 연 

계를 보여준다(신성일， 1992)‘ 

이러한 사실은 표 6의 전체 생산자 서비스업 

오피스의 분포를 살펴본 표에서도 보여진다. 특 

히 영동지구는 가장 성장률이 높고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 

용의 측면이나 특화 정도를 살펴보면 도심지구 

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 · 소규 

모의 오피스가 많으며 중심지간의 기능별 분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지계수(LQ)를 구한 표 

에서 도심은 금융·보험업이， 강남은 사업서비스 

업이 각각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었다. 전체 

적인 생산자 서비스업 오피스의 사무기능 중심 

지별 분포에서도 금융업은 중구에 집중되어 있 

고 사업서비스업은 중구와 강남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 

지구간의 상당한 입지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강남지역에의 사무기능 집중은 여 

러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강남지역은 앞 

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같이 주요 대로변을 중 

심으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히 들어차 있으 

며， 업무용 고층 빌딩의 자료를 토대로 본 분포 

에서도 처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고충빌딩 

을 보유해왔던 중구지 역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 측면에서의 요인이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 강남지역의 임대료는 

평당 250-300만원 수준으로 도심지역의 평당 

350-600만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가 낮기때문에 당연한 

地理學論護 第26號0995. 8). 

논리겠지만 사무실의 1인당 면적에 있어서도 강 

남지역의 사무실이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 

른 조직구조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 

들이 이러한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지역은 이제 새롭게 특화된 사무기능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는 생산자 서 

비스업의 오피스가 값싼 임대료， 넓고 쾌적한 사 

무환경， 교통 혼잡이 덜한 이 지역에 대한 선호 

도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최근에 뚜렷하게 성 

장하고 있는 정보관련 산업의 오피스와 신설오 

피스7)들이 주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정보관련 산업의 

입지는 본사 지향적이고， 정보 의존적이며， 영세 

한 규모를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며， 따라서 강남지역， 영동포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오며， 도심지역 

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 

진수， 1993). 또한 신설오피스의 입지는 앞에서 
분석한 기업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80년 이후 

설립된 기업 본사의 이들 세지역간의 비중을 살 

표 6. 생산자서비스업 오피스의 주요 사무기능 중심지벌 입지 변화 
단 위 ‘ 업체수，% 

도심지구 영동지구 여의도지구 서울 계 

긍융1l1999%89업l1 뚫§‘3§;§’ §a§‘f§;령 3§#fi;징 옳혔섬행’ 

보f협歡업 짧짧§’ a#3‘ 5;협 3§젊1§;깅 꿇혔섬뽑 

T훨 鐵}§§i a짧f§§’ f鐵 §;짐 혔뚫선행’ 
사훨버스 鍵뚫선 鐵꿇3; 鐵3;§i l뚫짧섭%’ 

ιf짧 鐵뚫§’ 鐵f2;， 34 1920960894(((l 8 90 ... 988))) 2 3 3272067%8757((11100000이~ 

출 처 경제기획원，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1981 ，1986，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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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결과， 영동지구가 36.9%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도심은 23.5%, 여의도지구는 

15%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설오 

피스의 입지 선호 역시 강남지역의 사무기능 성 

장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기업 본사의 경우에는 강남지역에 입지하 

는 것이 수도권 이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과의 연계가 편리하기 때문에 점차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의 4장에서 살펴볼 기업조직 

의 변화에 따른 사무기능의 공간적 분화는 이러 

한 공간적 분포의 변화와 함께 강남지역의 집중 

을 가져오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앞으로 더욱 촉 

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N. 조직구조에 따른 사무기능의 
공간분화 

서울시 사무기능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 

본 3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기능의 공간적 분화 

에 의한 사무기능의 입지에 대하여 기업조직 변 

화의 측면에 춧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기업의 조 

직구조 변화에 따라 사무기능의 일부 단위가 본 

사 오피스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입지하게 

되는데， 이를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분 

석하고자 한다. 

먼저， 사업부 조직구조를 가진 대기업의 본사 

가 자율적 단위인 제품별 판業部(divisional 

office)와 같은 일부 사무기능을 분리시키는 과정 

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일부 기능단위별로 

분리되는 사무기능들이 있는데， 이들은 보다 다 

양하므로 유형화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영업관련 기능， 디자인 기능， 연구기능， 

전산기능 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 가운 

데 전산기능의 분리는 좀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보다 섬충적으로 별도 분석하고 

자 한다. 은행 전산센터는 업무의 특성과 노동 

의 성격에 의거하여 분리되고 있으며， 독특한 특 

성을 갖는 오피스로 파악되는 바， 이러한 제반 

변화의 과정을 살펴본다. 

1. 본사에서 사업부 조직의 공간적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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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사 형태의 공간적 분리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과 경쟁의 심화에 

적웅하고자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있고， 

기업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조직의 변화는 

본사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이끄는데， 이러한 변 

화의 골자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웅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기존의 수직적 구조가 부서간의 팀작업이 강 

조되는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며， 사업부 

단위의 책임경영제나 의사결정 단계의 단축 등 

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 

다. 

둘째， 기업조직이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단위 경영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사업부 단위의 오피스 분리나 社內分社制를 시 

행하여， 기존의 본사 중심 수직적 체제와 도심지 

향적 입지 패턴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에 대처하 

고 소비자에 근접하여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 

웅하기 위해 사업부별로 각기 바람직한 입지점 

을 지향하는 다양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세째， 특히 전자회사와 같은 제조업체를 중심 

으로 현장중심의 운영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각 제품 사업부별로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에 사무관리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다. 이 

와 같은 변화의 과정속에서 조직과 운영이 변화 

되고， 대기업의 조직이 비대화됨으로써 발생되는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결국 사업부 단위의 오 

피스를 분리하게 되었다. 

사업부 조직은 보통 제품별로 분화된 사업부 

라는 부문을 설정하여， 본사는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에 따라 각 사업부를 관리하고 각 사업부는 

자율적으로 경영되는 구조를 가진 분권화된 조 

직개념이다. 기업환경의 변화(불확실성)와 경영 

의 다각화(규모의 확대) 동에 따른 변화에 효율 

적으로 대웅하기 위한 조직구조로， 각 사업분야 

의 효율적 관리와 권한의 이양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로 현대의 대기업에서 사용되는 조직 

은 이러한 사업부제의 환경에 대한 적웅성， 효율 

성과 유사하고 관련된 업무를 기능별로 조직하 

는 기능조직의 효율성 양자를 추구하기 위해 복 



합적인 조직구조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과 시장 다양화에 따라 사업부 조직이 필요 

하게 되고 중요한 기능이 분산되나， 몇몇 기능은 

규모의 경제나 전문화의 잇점을 위해 여전히 집 

중화된 특성으로 본사의 기구에 남아 있는 조직 

형태를 띠게 된다. 

2) 사업부의 공간 분화에 대한 사례연구 
기업의 조직구조가 사업부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본사에서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독립 

적인 오피스에 입지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사무 

기능의 분리 형태이다.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경 

영정책 차원에서 시행된 사업부의 분리는 본사 

의 공간 부족이나 업무의 특성， 지역에의 연계를 

위해 분리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의류 사 

업부를 강남지역에 분리시키고 있는데， 강남지역 

이 의류/패션사업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어 동 

일 업종의 집적으로 인한 여러가지 잇점 등을 

얻을 수 있고， 강남지역의 좋은 사무환경， 낮은 

임대료 등의 요인에 영향받은 것이다. 

의류사업부는 기존의 너무 비대하고 경직된 

조직체계에서 탈피하고， 의사결정의 간소화， 비 

용절감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감소되어 사양화 

되고 있는 의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리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장 

점을 위해 향후 의류관련 사업부들과 기타 유사 

한 성격의 일부 사업부들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이들의 공간적 조 

직구조를 S물산의 경우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강남)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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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리된 사업부의 모든 기능은 자 

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본사로부터 

별다른 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또한 분리된 사업 

부들은 대부분 전화， 돼스나 e-mail과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 

간적으로 분리됨으로서 갖는 업무 수행의 불편 

함은 없는 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러한 통신기기들의 보면적인 사용은 분리된 

사업부의 통합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지만， 사업 

부의 분리를 촉진시킨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실제에서 정보통신기 

술은 사업부간 시스댐보다는 조직간 시스템(사 

업부와 외부기관간의)의 연결에 더 큰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DS물산 : 종합상사인 S물산은 도심에 위치 

한 본사에 기획 · 인사 둥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있으나， 의류와 영상에 관계되는 사업부가 본사 

에서 분리되어 강남에 별도로 입지하고 있다. 영 

상사업부(사업부2)는 최근의 사업 다각화정책의 

일환에서 새로 만들어진 소규모 사업부로， 독특 

한 업무의 특성 때문에 분리되었다. 

(2) D사 :D사 역시 종합상사로 본사는 도심 

에 있으나， 의류사업에 관계되는 사업부가 강남 

에 분리되어 있다. 최근 ‘社內分社制’라는 경영정 

책의 일환에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 

리되었다. 

이들 기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분리된 사업부들이 본사와의 업무 연계보 

다는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고객과의 거래를 주 

로 하는 사업부들이라는 것이다. 

2. 본사에서 기능 조직의 공간적 분화 

1) 일부 사무기능 분화의 유형화 

사무기능의 분화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나므로， 여기에서는 기업에 대한 사례조사와 선 

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그 분리의 유형을 구분 

하였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우리나라 100대기업 

을 대상으로 사무기능이 분리된 경우를 조사하 

였다. 조사 방법은 1993년 한국의 3000대기업 자 

료의 매출액 순위 100위권내 대기업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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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사무기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전화번호부 

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30% 

정도가 사업부 또는 일부 기능(부서)이 분리되어 

별도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로는 종합상사나 전자회사의 경우가 가장 분리 

되는 경우가 많았고， 분리의 대상지로는 강남지 

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도심이나 여의도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었 
다 8) 

표 7. 한국 100대기업 본사의 사무기능 분리여부 

유형 비율 
주요 

분리된기능 
주로분리 

업종 된 지역 

사업부분리 종합 

제품사업부 
12.2% 

상사 
각제품사업부 강남지역 

기능단위분리 19.0% 
전자 영업·디자인· 도심·강남 

전산기능 
회사 연구기능 

6.8% E 행 전산기능 강남 

분리되지않음 68.9%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전체적 틀을 바탕 

으로 그 구체적인 전개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리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사업부와 기 

능 단위의 2가지로 구분하고 분리 유형별로 대 

표적인 기업들을 선정하여 섬충 분석하였다. 

결국 사무기능의 분화 유형은 앞에서 나온 사 

업부 분리 유형과 일부 기능의 분리 유형으로 

크게 나뉘고， 다음으로 일부 기능의 분리 유형은 

일부 영업관련 기능， 디자인 기능， 연구 기능 동 

과 같은 단일 기능의 분리 그리고 이들의 복합 

형인 분리된 본사 유형 마지막으로 전산센터 형 

태의 전산 기능 분리로 이루어진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유형에 대해 좀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 사무기능 분화의 사례 
(1) 본사연계형 기능단위의 분리 유형 

본사에서 일부 기능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단 

일의 건물에 입지하는 유형으로， 제품별 사업부 

가 분리되어 독립적인 분사를 이루는 사업부의 

분리 유형과 다른 점은 기능별 조직의 일부가 

분리되어 단일 기능이 집적되는 특화된 오피스 

를 이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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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이유는 본사의 사무공간 부족이 일차 

적인 원인이 되어， 상대적으로 업무 성격이 독립 

적으로 수행 가능한 부서들이 분리되었으며， 관 

련 업무의 집적으로 인한 잇점과 기능 통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단일기능 오피스를 특화시 

킨 것이다. 

먼저 영업관련 기능들이 영업관련 업무의 기 

능적 통합을 위해 단일 오피스에 집적되었는데， 

각 사업부별로 별도로 담당하던 영업에 관련된 

유사한 기능들을 한 곳에 통합시켜 놓음으로써 

유사 부서간에 정보의 교환이나 업무상의 도움 

도 얻게 되는 동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특히 

영업관련기능은 접촉의 편의를 위해 도심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고， 위치가 양호한 중심부에 입 

지하고 있으며， 보통 본사와의 협조나 연계가 편 

리하도록 본사의 인근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디 

자인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업무의 통합으 

로 인한 잇점과 업무의 특성상 본사에서 분리되 

어 입지하고 있으나， 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관 

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CDG사는 조직구조가 기본적으로 사업부/소사 

업부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조직의 효율 

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 

태적 조직구조의 확립을 위해 소비자 지향과 의 

사결정의 현지화 추구， 제조와 판매가 일치된 사 

업부화， 본사 스랩부서의 지원 조직화 등에 중점 

을 둔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본사는 여의도에 있 

고 여기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집적되어 있으나， 

영업에 관련된 기능(일부기능1)들이 1987년 본사 

의 신축 이전시 분리되어 도심지역에 계속 남아 

있게 되었으며， 디자인 관련 업무들이 영둥포에 

위치한 일부기능 2에 분리되어 입지하고 있다. 

(f) D전자는 영업기능과 디자인기능 등의 일부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다. 영업관련 기능 

(일부기능1)이 강남에 디자인기능(일부기능2)이 

여의도에 분리되어 입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부기능 오피스의 고용구조는 

본사 고용구조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고용 규모가 본사에 비해 상당한 작고， 직급별 

고용의 구조에서도 상위 경영 · 관리자는 본사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기능 오피스에는 하위 사무 

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분리된 사 

업부나 기능들이 본사의 하위 부문으로서의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자율적 기능단위의 분리 유형 
역시 일부 기능단위별 분리 유형이나 앞의 유 

형과 다른 점은 자율적인 업무 수행단위라는 점 

에서 오히려 1절의 사업부 분리형과 비슷한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사에서 연 

구시설이 별도로 분리되어 다른 지역에 입지하 

는 경우인데， 연구업무의 경우 독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례조사를 통해 그 유형을 크 

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인력 확보 

나 정보， 접촉의 측면을 고려하여 입지조건이 좋 

은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된 지역에 입지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여러 연구소 

부문을 집적시키는 정책을 통해 연구시설의 기 

능적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 발생의 장점을 추 

구하고 있다. 

D전자는 그룹 전체의 차원에서 연구소들을 집 

적시키고 있는데， 이는 연구기능 입지정책이 도 

심 입지의 잇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G사 

의 경우는 연구소 전용 공간의 부족으로 강남의 

독립된 지역에 연구부문을 집적시키고 있다. 특 

히 외부환경이나 보안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정 

부가 조성한 연구단지내에 입주함으로써 관련연 

구기관 접촉 용이 등의 잇점을 갖게 되었다. 

3. 복합적 형태의 사무기능 분화 

본사의 기능이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계층적 

으로 본사가 여러 개 존재하는 형태로， 각각의 

오피스 빌딩이 기능적으로 특화되면서，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입지한다 9) 

본사 분리의 이유는 조직의 규모가 거대화됨 

에 따라서 단일의 통합공간 확보가 사실상 불가 

능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련 기능의 통합으 

로 인한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단일 오피스 

에 부문 전체(기능 + 사업부)를 집적시킴으로써 

얻는 잇점을 위해， 필연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분리되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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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본사의 공간 부족을 극복하며， 기능의 통합으 

로 인한 업무 효율의 향상， 권위적 요소와 같은 

입지요인들과 독특한 성격의 업무들을 고려하여 

분리시켜 입지시킨 것이다. 

S전자는 본사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본사 1은 도심에， 한단계 아래의 본사2， 3은 도 

심과 강남에 입지하고 있다. 본사 1에는 기획， 

해외， 인사， 관리， 자금， 홍보 등을 담당하는 본 

사 스랩과 사업본부 하나가 있다. 본사 스랩은 

주로 통합 · 조정 ·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데， 경영 

전략의 수립， 중요 업무에 대한 계획 입안 및 취 

합 · 조정， 사업부간 전략적 업무 조정 동의 업무 

를 수행한다. 역시 도섬에 입지한 본사 2는 본사 

1의 인근에 있으면서， 영업지원 업무， 디자인， 상 

품기획 관련 업무， 그리고 일부 사업부가 있다. 

그리고 강남에 입지한 본사 3에는 일부 사업본 

부와 사업부들이 입지해 있다. 

이러한 본사의 분리 배경에는 @ 유사한 성격 

이나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진 관련 기능들을 집 

적(통합)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 

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개편 방침. 

@ 면적의 확대， 보안기능 강화， 부속시설의 확 

보， OA기기 보편화 등을 시행하여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무환경 개선 정책 등과 

같은 경영방침이 뒷받침되었다. 

4. 특수한 형태의 사무기능 분화 

은행에 있어서의 전산센터 분리의 사례는 기 

업조직의 변화에 따른 일부 기능단위별 분리의 

유형에 속하나， 업무의 특성이나 노동의 성격에 

따라 본사에서 분리되어 입지하는 측면이 강한 

그 성격이 매우 독특한 유형이다. 보통 본사는 

도섬에 전산센터는 강남지역에 입지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전산센터에는 전산부서와 기타 

일부 부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사에서 전산 

센터의 사무기능 분리 유형에서는 분리된 전산 

센터 오피스의 업무 특성을 파악해 앞에서 제시 

한 back office 개념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 
고자한다. 

환경， 기술， 그리고 기업조직의 변화 속에서 

은행의 전산센터는 분리되었다. 처음에는 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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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간 확보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지가가 

싼 강남지역으로 분리되었으나， 차후로 본사와 

업무 연계성이 적은 일부 부서들이 이전해 감으 

로써 전산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오피스를 이루 

게 되었다. 은행은 업무의 특성상 넓은 사무 공 

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센터가 분리되어 있 

는 가장 선진적인 사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 

중에서 전산부서가 분리된 기업은 총 9개사인데， 

그중에서 전산부 이외의 본사 부서들까지 분리 

되어 독립적인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은행은 3개 

사례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전산부서와 기타 

일부부서가 본사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진 이들 

세 은행의 별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춧점은 이들의 사례가 앞에 

서 제시된 back office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이들 별관의 고용구조와 업 

무의 특성， 그리고 사무원들의 접촉행태를 분석 

하여 어떤 종류의 오피스인지를 분석하고자 한 

다. 

1) 공간적 조직구조와 입지 요인 

금융업체인 H은행과 J은행은 본사가 도심에 

있고， 전산센터가 강남지역에 분리되어 있다. 별 

관으로 지칭되는 이곳 전산센터에는 전산부서와 

기타 일부부서들이 있고， s은행은 본사가 도섬 

에 있고， 전산센터가 잠실지역에 분리되어 있으 

며， 여의도지역에 또 하나의 별관이 있는 형태이 

다. 

전산센터는 본사의 사무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분리되었다. 업무량 증가와 이에 따 

른 업무전산화 계획에 따라 전산기기가 계속 도 

입되면서 설비 및 기기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전산요원의 사무 공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 

라 장소의 확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전 

산센터의 특성상 보안과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정부의 비상시에 대비한 금융기관 전산센터의 

단독 수용정책 둥으로 말미암아 독립적인 건물 

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전산센터가 강남지역에 

입지하게 된 요인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전산센터 업무의 특성상 도섬보다는 지가가 더 

싼 강남지역이 선호되었던 것이며， 강남지역이 

새로운 사무기능 집적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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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이 지역에의 별관 건립은 교두보의 역할 

과 함께 투자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선호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우리나라 금융 

업의 전산센터들은 대부분 강남지역이나 인근 

잠실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10) 

2) 업무의 특성 

한편， 전산부 이외에도 일부 기능들이 본사에 

서 분리되어 강남별관으로 이전하였다. 이들 부 

서 역시 본사에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됩에 따라， 

본사에서 분리되어 별관에 이전한 경우이다. 은 

행은 특성상 업무의 유기적인 연결을 중요시하 

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사에 모든 기능을 집적 

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서 분리가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기능의 분리 

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들 특정 부서를 본사에서 

분리시키는 기준으로는 업무의 성격에 의거해서 

가장 연계성(유기성)이 적은 업무， 즉 본사 다른 

부서와의 업무상 협조의 필요가 가장 적은 부서 

를 우선적으로 분리시키게 된 것이다. 이들 부서 

는 보통 독립적인 스탬 역할의 부서로서， 업무추 

진 부서가 아닌 지원 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영업점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들이다. 

CDH은행 : 1986년에 분리된 이들 부서는 본 

사와의 업무상 연계가 가장 적은 부서들이며， 보 

통 별관의 인근 지역이나 각 지점들과 업무상의 

연계가 많고，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수행 부서들 

이다. 어음교환실의 경우 주요 업무상대인 어음 

결제원이 인근에 있고 또한 강남일대 지점들의 

어음， 수표 집결지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잇점 

이 있다. 주업무는 지점별 수표를 분리하는 단순 

작업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업무이며， 본사 

와의 업무 연계는 적기 때문에 편의상 분리되었 

다. 강남지역본부는 소관지역 지점에 관하여 업 

무활동의 계획 · 조정 · 평가 · 지원 등을 담당하 

는 부서이다. 고객서비스 센터실은 전화 상담을 

통한 고객서비스 관련 업무인데， 이는 본사의 경 

영，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등의 고차서비스를 담 

당하는 센터와는 대조되고 있다. 

(2) J은행 1986년에 전산부가 이전한 후， 어 

음교환실， 기업분석실 동의 일부부서가 본사에서 

분리되어 입지해 있다. 기업분석실은 주로 기업 



체 신용조사나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사무 동의 

실사 업무를 담당한다. 때문에 주로 지점들과 

거래하는 조사업무로 분류될 수 있다. 

@ s은행 : 잠실의 전산센터에는 전산부서와 

기타 신용사업부， 어음교환실 등의 부서가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사업부는 

일부가 이곳에 있는데， 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여의도 별관에도 본사 

에서 분리된 일부 부서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잠실별관의 기타 부서들과 비슷한 성격의 업무 

를 처리하는 後先업무처리 부서들이다. 여신관리 

부， 증권대행부， 기업분석부 등이 있는데， 여신관 

리부는 채권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후선업무 부서이고， 증권대행부는 고객의 

증권투자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증권 

거래소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분리되었다. 

3) 고용 구조 
전산센터와 본사의 고용구조는 직급별로 보았 

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표 8을 

보면， 별관의 평균 비율은 책임자급이 32.1%, 행 

원급이 60.1%로 나타나， 본사의 50.9% ， 38%와는 

대조되고 있다. 특히 전산업무 관련 부서의 고용 

구조는 책임자급이 31.1%로 더욱 낮고， 일반 행 

원은 65.7%의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별관의 직급별 고 

용구조가 하위사무직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 

다. 전산요원의 구성은 전문가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가량(46%)을 차지하고， 관리자， 시스댐분석 

가까지를 합한 비중은 71%에 달하는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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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고 있어， 전산센터의 고용은 하위사무직의 

비중이 높지만， 이들은 대부분 전산분야의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적으로 말하자면 전산센터의 고용구조는 사무 · 

관리， 전문직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고용의 차이 역시 본사 

에 비해 압도적으로 남성 편향적인 것(93.8%)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9는 J은행 의 고용구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경쟁의 섬화 환경의 변화 둥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고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본 

사는 계속되는 규모의 확대로 인한 조직의 비효 

율성 제거를 위해 의사결정 둥 상당 부분을 분 

권화함으로써 고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축소 

되고 있다. 본사와 별관의 고용구조 변화를 비교 

하여 보면， 직급별 비율에서 별관은 책임자급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본사와 별관 모두 

성별 비율은 남자가 압도적이며， 시간이 흐를수 

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무자동 

화 동에 따른 단순업무 처리의 자동화 퉁이 여 

성언력의 고용 기회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풀이된다. 

종합하면 이들 은행 전산센터(별관)의 고용구 

조는 본사에 비해 조직계층에서의 낮은 서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 

께， 대부분의 고용이 남성중심적이고， 사무 · 관 

리， 전문직이 주류를 이루는 고용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의 back office 

의 개념에 비추어 볼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 

끌어낼 수 있다. 은행의 전산센터는 back office 

표 8. H은행 본사와 별관의 고용구조 (%) 

사1급무 2 관급리직 3급 4급 5급 6급 기술직 단순·지원직 남 여 계 

전기타 산부 부서 4 0 .. 55 1. 1 4 .4 25.1 64.7 1.0 1.9 1.0 947 5.3 100((2 8097)) 
4.5 4.5 20.2 46.1 1. 1 4.5 14.6 85 .4 14.6 100 

별 관 계 1. 7 2 .4 4.4 23.6 59.1 1.0 2.7 5.1 91.9 8.1 100(296) 

본 사 6.5 7.3 5.1 32.0 32.1 5.9 2.3 8.8 85.7 14.3 100(985) 

자 료 . 면담조사 * 단순 • 지원직은 應務나 別停職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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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J은행 본사와 벌관의 고용구조 변화(%) 

책임자급 행원급 남 여 계 

1986 
본사 43.8 56.2 79.7 20.3 100(809) 
별관 17.0 83.0 89.0 11.0 100(246) 

1990 
본사 48.0 52.0 81.7 18.3 100(863) 
별관 33.4 66.6 93.2 6.8 100(324) 

1994 
본사 57.0 43.0 87.9 12.1 100(957) 
별관 35.5 64.5 95.3 4.7 100(372) 

자료 면담조사 

의 한 형태로서 간주되어지나 외국의 경우처럼 

여성 중심의 단순 · 지원직 업무가 주종을 이루 

는 교외지역의 단순 자료처리센터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4) 전산센터 사무원들의 접촉 행태 분석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들 전산센터 사무원 

들의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것이다. 전산센터라 

는 오피스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접촉 

(contact)이라는 변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 한다(Daniels ， 1979; 김 혜 승， 1986). 앞에 서 논의 

된 바 대로 전산센터라는 오피스에 대해 back 

office로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 

무의 특성과 고용구조의 파악에 이어 사무원 개 

개인의 접촉 행태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이들 전산센터 사무원들은 외부 

와의 직접접촉(face to face contact) 이 적고， 본 

사와의 업무상 연계가 적은 독자적인 업무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무원들의 외부접촉 빈도를 파악하여 어 

떠한 성격을 갖는 오피스인지를 규명하고자 하 

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접촉의 방법을 살펴보고 

정보통신기술의 영향까지를 알아보고자 한다11) 

(1) 대외 접촉의 빈도와 대상 

우선， 전산센터 사무원들의 업무상 외부와의 

접촉을 살펴보자. 이들은 일주일에 1-2회나 거의 

없는 정도가 전체의 70%가량으로 나타나고 있 

어， 외부와의 업무상 직접접촉의 필요는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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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설문 樣本의 일반사항 

책임자급 행원급 남 여 전 체 

전산관련부서 22 58 64 20 85(81.7%) 
기 타부서 8 10 17 2 19(18.3%) 
계 30 68 81 22 104(100%) 

(31%) (70%) (79%) (21%) 

자 료 : 설문조사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외부와 접촉시 

의 상대방은 자기은행의 지점과 같은 금융업체 

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2). 이들 빈번하게 접촉하는 기관들의 소재지는 

같은 강남지역이나 인근의 지점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있는 타은행의 전산센터들 

과 업무상의 접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 외부와의 접촉 빈도 

전산관련부서 기타부서 전 체 

하루 3회 이 상 6.3% 6.7% 6.3% 
하루 2-3회 2.1% 13.3% 4.8% 
하루 1회정도 20.8% 13.3% 19.1% 
주1-2회 나거 의 없음 70.8% 66.7% 69.8% 

자 료 : 설문조사 

표 12.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대상 

전산관련부서 기타부서 전 체 

본사 10.3% 
지점 45.4% 
정부기관 2.4% 
동종업체 19.5% 
전문서비스업체 10.0% 
기 타 12.4% 

자 료 : 설문조사 

2.8% 8.6% 
41 .1% 44.4% 
4.7% 2.9% 

22.4% 20.2% 
5.6% 9.1% 

23.4% 14.8% 

(2) 통신기기의 사용과 대외 접촉 
전산센터 사무원들이 업무상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로 돼스， e-mail 둥이 50%가 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 



는 기기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e-mail 사용 

자의 경우， 사용하는 빈도는 하루 평균 1-2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부와의 접 

촉 방법은 주로 전화나 돼시밀리， 그리고 e-mail 

과 같은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접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전산관련부서 기타부서 전 체 

돼시밀리 78% 
e-mail 48% 
워크스테이션 67% 

자 료 : 설문조사 

95% 
79% 
26% 

81% 
54% 
59% 

표 14. 통신기기의 직접접촉 대체 가능성 

전산관련부서 기타부서 전 체 

현저하게 증가 23.7% 19.4% 22.9% 
(41.0%) (33.3%) (39.6%) 

약간증가 33.3% 38.9% 34.4% 
(35.9%) (27.8%) (34.4%) 

비슷한수준 43.0% 41.7% 42.7% 
(23.1%) (38.9%) (26.0%) 

자 료 : 설문조사 *:( )는 예상. 

이와 같은 통신기기의 사용이 업무상 직접접 

촉의 필요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50% 이상이 실제로 업무 

상에서 이들이 직접접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앞으로 첨단의 

통신기기들이 더욱 널리 보급된다면 이러한 가 

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업이 이처럼 

분리된 형태의 오피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 

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 

으로 분리를 유발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 

았을지라도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기업조직의 

공간적 분리를 가능케 하였으며， 또한 분리된 이 

들 단위의 연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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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합의 

다음의 표는 이상과 같은 사무기능의 공간 분 

화 사례를 종합한 것이다. 기업조직에 따라 사업 

부와 일부 기능들의 분리되는 유형을 제시하였 

고 이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크게 보아 관련업무의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추구하는 유형은 사업부 분리형， 연구기능 분리 

형， 전산센터 분리형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본 

사에서 분리되어 보통 강남지역에 입지하여 자 

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인근지역이나 동종 

업체와의 업무 연계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부 기능단위의 유형중에서 영업관련기능이나 

디자인기능， 그리고 복합적 유형은 보통 기존의 

본사 인근 도심지역에 위치하며， 이는 본사와의 

업무상 연계의 편의 뿐 아니라 도심지역의 좋은 

접근성， 접촉의 용의와 같은 잇점을 위해서이다. 

향후에도 독립적 특성이 강한 의류와 같은 제품 

별 사업부의 분리나 디자인과 같은 단일 기능의 

집적， 그리고 전산기능의 분리， 집적 경향은 더 

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에서 제시되었던 은행 본사에서 분리 

된 전산센터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 오피스인가 

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외부와 대면접촉의 빈도 

가 적고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부서들 

이 분리되어 있으며， 고용 구조는 본사에 비해 

하위사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전 

산센터에는 단순 자료처리기능들도 있으나 전산 

개발업무와 같은 전문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back office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전산센터가 단순자료처리기 

능이 교외지역으로 이전하는 외국의 사례와 비 

교했을 때 다른 점은 대도시내의 다른 사무기능 

중심지에 특정한 연구개발의 사무기능이 분리되 

었다는 점이나， 이는 하나의 기능지역 차원에서 

보면 외국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과 개념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먼저 대기업 본사의 

분리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부의 분리 

에서 시작된 기업 본사의 공간분화 현상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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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나 기능적 통합을 위한 경영정책의 차원 

에서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무 

기 능의 공간분화를 단순하게 fron t/back office개 

념틀에만 맞추어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즉 기업 

의 연혁이나 규모， 정책에 따라 다양한 분화패턴 

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전산센터 역시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 

고 있다. 첫째， 이들의 고용구조는 전산관련 부 

서에 전문직을 중심으로 남성위주로 되어 있다 

는 점이다. 둘째， 별관 전체를 고려할 때， 외부와 

의 접촉이 적고， 업무의 특성이 단순하며 넓은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고 t캘훌(직접조사)를 주로 

하는 기능들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여 

성노동력을 고려하여 교외지역으로 이전해 나가 

는 단순 자료처리센터와 같은 형태의 back 
office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간 분화 현상은 아직 전체 

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다(Huang， 1989). 일부 업 
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분화현상이 공간 

적인 분산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v. 결론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신기술의 발전이 더 

욱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변화들은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감소시키는 반면， 사무기능이나 

정보지향적인 업무들을 확장，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이 수행되는 장소인 오피스는 그 

업무의 특성상 대도시 입지를 지향하고 있으므 

로 도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의 사무기능 분 

포와 그 입지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 본사의 

공간적 분포 변화와 주요 사무업무지구의 특성， 

그리고 기업의 조직구조 변화에 따른 사무기능 

의 공간적인 분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고， 기술 

변화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본 결 

과， 전업종에서 강남지역의 성장세와 도섬지역의 

상대적인 감소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아 

직도 도심지역은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강남 

표 15. 사례연구의 사무기능 공간분화 유형 종합 

유 형 분리기능 위치 분리 이유 업무 연계 입지 요인 ~드~ .Aà 

효율적 경 강남이 의류 
본사조직의 사 

事業部 의류 
강남 영을 위한 

인근지역 
/패션업의 

업부가 분리되 

分離型 사업부 
독립 

동종업 
중심지 

어 분사형태로 

자율적 운영 

本社連緊型 영업/ 
단일의 오 

본사와의 
접촉의 용 

기능조직의 
도심 피스에 기 이성과본 

機能單位 디자인 
강남 능적으로 

연계/독립 
사와의 연 

일부기능이 

分離型 기능 
통합 

적 업무 
계 편의 

분리 

自律的
연구 도심 

연구기능의 독립적 업 
정보， 인력 

기능조직의 

機能單位
기능 강남 

집적효과를 무/관련 
외부 환경 

일부기능이 

分離型 위한 분리 연구기관 분리 

複合的 본사 도심 규모의 본사와 접촉 
계충적인 

分離型 기능 강남 확대 연계 교통 
본사의 

분리 
업무나노 

독립적 지 별관형태의 
전산부 동의 성격 

特珠機能
/일부 강남 상외부접 

인근지역 역/관련기 독특한오피 

分離型
부서 촉이 적은 

동종업 관의 집적 스가본사에 

부서 
효과 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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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사무기능 성장은 특히 생산자 서비 

스업 오피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요인들로 전 산업의 오피스들이 점차 

집중하는 사무기능 중심지로서의 뚜렷한 성장세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본사와 분리된 사무기능의 입지 

다음으로， 사무기능의 공간 분화를 분석한 결 

과를 정리하면 첫째， 기업의 조직구조 변화에 따 

라 발생되는 사업부의 분리나 일부 기능 단위별 

사무기능의 공간적 분화는 기업의 규모나 연혁， 

경영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둘째， 

은행 본사에서 업무 특성과 노동 성격에 따른 

전산센터의 분리는 전형적인 back office의 유형 
은 아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연구개발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가진 오피스이다. 세 

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사무기능의 

공간 분화에 직접적으로 작용된 입지의 결정 요 

인은 아니었으나， 이를 가능케한 허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분화가 서울 외곽으 

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 서울과 수도권의 공간구조 특성과 사무기 

능의 입지 특성을 고려한다면 분산되더라도 당 

분간은 서울의 외곽지역내로 한정될 것이며， 이 

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능지역의 차원에서 

보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도섬에 

서 강남으로의 이동은 사무환경이 갖추어져 있 

는 새로운 사무기능 중심지이며， 향후의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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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대상으로서의 강남지역에 대한 특수한 선호 

인 까닭에 선택적 분리 (selective fragmentation) 

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무기능의 분산과 분화 패턴을 통 

해 나타난 결과로 사무기능 중심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강남지역은 이미 사무환경이 갖추어 

져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사무기능의 선택 

적 분리 (selective fragmentation) 이 며 , 서 울전 체 
에서 보면 분산적 집중(decentralized concen

tration)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기능의 입지 변화는 서울의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사회 

와 공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이상에서 살펴본 사무기능의 공간적 분 

포 변화의 결과， 사무기능의 중심지로서의 강남 

지역의 계속적인 성장이 확인되었고， 또한 전업 

종에서 사무기능의 중심지인 도심과 강남， 여의 

도의 3핵지역의 성장과 집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서울의 공간구조 

는 단핵에서 다핵화로 가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 

였으며， 사무기능의 분포는 이를 선도하는 중추 

적인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사무기능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다핵구조의 형성은 도시구조 

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둘째， 사무기능의 공간적 분화는 기능별 사무 

기능의 분화로 인하여， 강남이라는 신홍 고급주 

거지역에 새로운 오피스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 

다. 이는 기능적으로 단순 · 반복적 업무 또는 연 

구개발에 관련된 업무들만을 선별적으로 분화시 

켰을때， 이 지역의 고급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직주근접으로 인해 사무원들 통근거리 

가 짧아지는 등 많은 잇점을 가칠 수 있다. 또 

한， 사례조사에서 드러난 바 대로 사무기능의 강 

남 집중은 수도권 이남의 공업지역과의 연계 편 

의를 위한 측면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 

로 귀납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로 이루어져， 서울 

시의 사무기능 분포에 대한 일변을 파악하는 성 

과는 거두었으나 차후 연구과제로 보다 일반적 

인 사무기능 입지에 대한 규범적인 이론틀을 정 

립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역(또는 지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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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섬과 강남， 여의도와 같은 사무기능 중심 

지역들의 기능적 차별성(업무 특성이나 정보，업 

무연계 등)을 분석하여 이들 사무중심지구의 성 

격과 중심지간의 연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註 >

1) 외국의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 
무기능의 분산은 다음의 3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 

다.CD 외부와의 접촉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자 

료처리와 같은 매우 표준화된 기능.CZ) 지역 고객 

에게 단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업이나 지사.@ 

자체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내부화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집적경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기업 본사 

(Gad, 1985). 

2) 分社化란 특정부문(사업부)을 분리하는 것으로， 시 

장변동에 민감한 전자， 섬유， 그리고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사화는 @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 

구， 변화 둥에 신속히 대웅하기 위해서와，CZ) 대기 

업의 조직이 비대화됨으로써 발생되는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고용의 측면에서 사무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산 
업분류(KSIC)의 직업별 분류에서， (0/1)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3) 

사무 및 관련직종사자를 한데 묶어 사무관련직으 

로 정의하기도 한다(김형국， 1983). 

4) 집중계수(Localization Coefficient)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 특정 산업의 집중과 분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이다업종의 집중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l L: ~.구 j업 본사수 _l구 총본사수 | 
2 서울시 j업 본사수 서울시 총본사수 | 

5) 전현옥(1995)은 테헤란로 주변의 오피스 빌딩 39동 

에 대한 업종 구성을 조사한 결과， 입주해 있는 총 

581개 사업체의 업종 구성은 금융업 (38.9%) ， 제조 

업 (23.9%) , 도소매 업 (25.7%) 둥이 높은 비 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6) 표준산업 분류(SIC) 8에 해 당하는 은행 · 증권， 보험 , 

부동산， 사업서비스 둥이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 

업으로 대부분이 오피스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Schw따tz， 1992), 이들은 고용 측면에서도 전체의 

70%가 사무관련직 고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사무기능의 공간적 분포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있 

72 

어서 신설오피스의 입지 분석이 중요시되고 있는 

데， 그 이유로는 신설오피스의 입지에 따라 향후 

그 지역에 대한 성장과 쇠퇴를 가늠할 수 있는 척 

도가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Ihlanfeldt & Raper, 

1990) 
8) 100대기업 중에서 본사가 서울이 아닌 147H사와 파 

악이 불가능한 12개사를 제외한 74개사를 조사하 

였다. 이들중에서 분리된 23개사를 분석한 결과 강 

남지역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 

고， 그밖에 영둥포(17.4%)나 도심(13.0%) ， 강동지 

역 (8.7%)으로 분리되고 있었다. 

9) 이 유형은 앞의 사업부 분리형과 기능단위별 분리 

형이 혼합된 형태로， 다른 점으로는 첫째， 규모에 

있어 차이가 나고， 둘째， 하나의 사업부가 분리되 

거나 단일 기능이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부+여러 기능 들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또 하 

나의 분리된 본사로 볼 수 있다. 

10) 현재 은행 본사에서 전산부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입지하고 있는 은행은 총 9개사인데， 그중 강남지 

역 4, 잠실지역 3, 그리고 기타 성북 1, 강서 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1) 설문대상은 강남에 있는 H은행과 J은행의 전산센터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외부와의 접촉， 접촉의 방법，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둥에 대하여 총 104부를 조사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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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Fragmentation of Office Activity in Seoul : 
A Case Study of Corporate Head Offices 

Daikwon Han* 

Summary 
With the advent of 'inforrnation society,' metropolitan areas are experiencing the growth of the 

service industry and office employment. This study analyzed locational changes of office 

activities in Seoul, focusing on spatial fragmentation of office activities. By way of identifying 

these locational changes of office activity which is becoming the key activity in metropolitan 

economy, we can predict the changes of urban structure in future society. To examine the 

spatial reorganization of office activities and office activity cores, locational patterns of corporate 

head offices a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data and the spatial fragmentation by function is 

surveyed from the case study of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Specifically the spatial 

fragmentation of office activity by function is examined with focus on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firrns. According to this study, both within 'divisional structure' and within 'functional 

structure,' office activities have been fragmentized. Divisional structure and functional structure 

are considered two main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firr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ith the analysis of spatial structure of the office activities, CBD, Youido, and 

Kangnam district are ascertained as the major office activity cores which are specialized in a 

particular set of industries. Small and medium sized offices tend to locate in Kangnam district 

whereas the larger offices locate in CBD. These cores have hierarchical relationship in which 

CBD is laid on the top. 2 The fragmentation of office activity by func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visional structure units separated from head offices tends to concentrate in 

Kangnam district and to form separated offices which are autonomous operating units. Second, 
sales, design and research functions are main functional structure units separated from head 

offices. Especially, fragmentation of computing function which has particular characterestics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paragraph. Third,' small head offices, ’ i.e. complex type, are 

defined, which carry out the combining activities of divisional structure and functional structure. 

3 Computing centers separated from banking head offices do not function as typical data 

processing centers but as the type of offices which usually perforrn research and development 

ac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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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ed office activities are located in Kangnam district. The fragmentation itself is a 

selective process which reflects locational preference of offices to particular districts where 

well-established office environment is available. It is also a decentralized concentration in Seoul. 

The formation of office activity cor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hanges of urban 

structure in Seoul. 

In this study, 1 analyze the spatial reorganization of office activities in Seoul, 
characteristics of three major office activity cores. Current reorganization of office activities in 

Seoul can be summarized into the decline of CBD and the growth of Kangnam district. This 

spatial reconfiguration can be partly explained as the result of inside processes which consist of 

the fragmentation of divisional structure and functional structure. Finally, computing center is 

revealed as a kind of back office. This study findings are believed to improve our 

understandings about the urban structure of future society in which office activites will show 

more complex and various locational patterns, though the fragmentation of office activity is not 

yet a large-scale phenomenon. This study needs to be complemented by micro-scale studies and 

by theoretìcal approaches which can provide definite rules for office location. 

Keywords: spatial fragmentation of office activity, divisional structure, functional structure, 
organization structure of firm, back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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