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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구조째편에 관한 연구 

구양미 

A Study on the Industria1 Restructuring of 
Kuro Industria1 Complex (Seoul Digital Industria1 Complex) 

Koo, Yangmi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신규 입주기업 특히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벤처기업) 유치를 통한 구 산업집적지의 산업 

구조재편을 분석하고 이들이 기존 입주업체와 공간이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젓이다. 분 

석결과， 1990년대 후반들어서 구로공단의 업체수가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구로공단구조고도화 정책파업체뜰 

의 구조조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신규입주기업의 증가를 유도하 

였다. 신규 입주한 업체들은 중소규모의 업체가 많고， 기술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러한 기술집 

약적 중소기업은 구로공단의 산업구조재편을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기술집 

약적 중소기업의 역할은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고도화， 지역의 기술개발력 향상과 혁신성 증대， 기업간 연계와 협력 

증진， 기존업체 이전유도와 토지이용 고도화의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고용창출이나 연구인력 증가 

로 인해 노동시장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의 기술개발력 향상에도 기 

여하고 있다. 기업간 연계나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 물자연계가 강하지만 정보나 기술교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 

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간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입주가 증가하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자， 기존업체의 이전적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었고， 이것은 경쟁력이 떨어진 기존업체들의 이전을 유도하는 결괴를 가져왔다. 즉， 구로공단의 토지 

이용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어 : 구로공단(서울디지렬산업단지)， 산업구조재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아파트형공장， 벤처빌딩， 

기술개발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raditional 

industrial districts by attracting firms , particu1arly technology-intensive SMEs Gnc1uding venture firms). 

Also this study focuses on newly move-in fim년 influences on industrial structure, existing firms and land 

use. The results reveals that the number of firms in Kuro lndustrial Comp1ex has mushroomed in 1ate 

1990s, due to the industria1 complex po1icy for advanced structure and the restructuring of firms. A 10t of 

apartment factories and venture buildings were constructed and are being constructed, and it help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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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ns move in Kuro lndustrial Complex. Most of newly move-in finns are small and medium sized finns 

and their types of industη are mainly technology-intensive. These technology-intensive SMEs play major 

roles in industrial restructuring of Kuro lndustrial Complex.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he roles of 

technology-intensive SMEs in industrial restructuring. They increase job positions and make high level of 

labor quality in the region. They also research and develop technology actively, and help region increase 

its innovativeness. Inter-firm linkage and cooperation are still in weak condition, but finns recognize that 

they are important, so they may increase. Newly move-in technology-intensive SMEs also affect on 

efficiency of land use. Their success in business makes other finns recognize the need to move in this 

place. 80, apartment factories are constructed in the land where existing firms moved out. Consequently, 

it makes existing finns move out from Kuro lndustrial Complex, if they lost their competitiveness. 

Key words :Kuro lndustrial Complex (8eoul Digital lndustrial Complex) , industrial restructuring, 

technology-intensive 8MEs, venture firms, apartment factory,venture build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I . 서 로 

1. 연구배경과목적 

구로공단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역사를 대변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펴오 

면서 구로공단은 이러한 수출에 있어서 주도적 

인 역할을담당해 오던 곳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에 노사분규와 임금상승， 토지비용 상 

승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졌고， 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첨단기술산업， 벤처 

산엽 등이 중요한 지역발전 산업으로 부각되면 

서 구로공단은 닥후된 산업단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수도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서 

구로공단의 입지적 유리함과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서울은 그동안 정치적 중심지 못지 않 

게 경제적 중심지로서 산업발전의 핵심지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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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해 왔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대표적 

인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에는 고 

차 서비스업의 중심지， 기술개발의 중심지， 혁신 

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로공단 

지역은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산 

시설， 제조업의 집적지이다. 제조업의 경우를 살 

펴보면， 구로공단의 사업체수는 서울 전체 제조 

업의 1. 7%에 불과하지만， 종업원수에서는 

8.9%, 부지면적에 있어서는 8.4%, 생산액 측면 

에 있어서는 1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어떻게 구조재편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아닐수없다. 

이러한 구로공단에 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지역을 ‘디지럴산업단지’화하려고하고있으며，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도 벤처기업과 기술집 

약적인 제조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기존 

의 노동집약적이고 수출지향적인 대규모의 섬 

유 의류업종이 감소하고 소규모의 전기전자 ·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고도화 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변화는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구로공단 입주업체수의 변화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 1997년 말에 440여 개였던 입주업체 

가 2001년 7월 현재 770여 개로 엄청난 증가추 

세를보이고있다.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에서도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 벤처산업과 같은 형태로 지역발전을 도모 

하고 있는데 대체로 기존산업의 전통이 없는 새 

로운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 

의 집적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전통 산업집적지 

역을 이러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구조고도화 

하고 구조재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이 

러한 구 산업집적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 산업집적지인 구로공 

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1)의 1990년대 후반 이후 

의 산업구조재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신규기업 특히 기술집약적 중소기 

업이나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한 구 산업집적지 

역의 산업구조재편이 어떠한 양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을 변화시거는데 있어서 어 

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한 이들의 입주가 기존 입주업체와 공간 및 토지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구로공단의 역사적 변천과 

정을 살펴보고， 그와 연속선 상에서 지역의 구조 

재편 양상이 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어떻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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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지역에 새로 

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이나 벤처기업들의 창업 연구개발 행태를 살펴 

보고， 이들 기업이 구로공단 지역의 구조재편， 

산업구조고도화와 지역발전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산업구조고도 

화와 혁신적 지역분위기 창출에 공헌을 한다면 

그 양상이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 

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업들을 더욱 많 

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노 

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방법 

2장에서는 산업구조재편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특성과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문헌을 살펴볼 것이다.3장에서는 구로공단의 역 

사적 측면을 기업의 구조재편 정부의 정책， 국 

내 · 외 경제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 

이다.4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나타나 

고 있는 구로공단의 구조재편에 대해 알아본다. 

여기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과 이 지 

역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벤처빌딩이나 아파 

트형공장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업체와 신규입주업체의 구조재편과 함 

께 이에 따른 입주기업체 구조변화의 특성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와 인 

터뷰， 각종 문헌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통계자료 

를 이용할 것이다. 5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 

1) 구로꽁단은 2000년 12월 그 명칭올 ‘서울디지벌산업단지’ 로 바꾸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아직 
널리 인식되지 않은 명칭으로 인한 흔동을 피하기 위해 가존에 사용하였던 구로공단이라는 용어룹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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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로공단의 구조재편에 있어서 신규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은 지역의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기 

술개발 잠재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고도화 하 

는등의 역할을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점을 설문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6장에서 

는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 

점을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진 

행하였다. 설문A는 1997년 이후 구로공단에 신 

규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고， 설문 

B는 1997년 이전에도 구로공단에 있었던 기존업 

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1997년을 시점으 

로 나눈 것은 IMF 외환위기가 시작되었고 이 

전후로 기업들이 구조재편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이 발 

표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입주업체수의 증가 

율이 커지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설문지 

발송은 산업단지공단에서 2001년 6월 말 기준으 

로 작성된 내부자료 업체리스트를 기본으로 하 

였다. 2001년 6월 말 기준으로 업제수는 764개 

사이고 이 중 1997년 이전부터 입주해 있는 기 

존업체는 2577H사(설문B) 신규 입주업체는 507 

개사(설문A)이다. 이중 설문A가 78부， 설문B가 

29부 총 107부가 회수되 었고 응답률은 

14.0%(7647H 업체 중 107부)였다. 

11. 문헌연구와 분석틀 

산업 구조재 편 (industrial restructuring)이 란 

시장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중히 고려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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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재구성의 과정이다. 이것은 과거와의 명 

확한 단절을 의미하며 계획된 미래와 관련되어 

태도， 제도， 자본， 임금， 가격 등의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구조재편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재편은 단순히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적응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 산업 지역 또는 국 

가의 비교우위를 다시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Clark, 1993). 이러한 산업구조재편을 살 

펴보는데 있어서 기업측면의 산업구조재편과 지 

역측면의 산업구조재편이 있을 수 있다. 1990년 

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의 발전， 기업의 유연성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구 산업지역은 그 경 

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구조재편을 꾀할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Kaufman & Tötling, 2000). 전통 

적 제조업 부문에서 경제성장을 누리던 지역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구조재편을 추진할 필 

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특 

히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지역의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정의와 중요성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은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학자들과 연구 

자들이 이러한 첨단기술 제품과 생산과정을 서 

구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형태로 생각하게 되었다 (Glasmeier, 1988; 

Thompson, 1989; Florida & Kenney , 1990; 



Lyons, 1995). 이러한 산업은 제품의 국제 경쟁 

력을 강화하고 전통적 인 소위 ‘굴뚝’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감소를 해결하여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과 경제환경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서 인정받고 있다 (Hagey & Malecki, 1986). 

특히 이러한 첨단산업은 새로운 상품과 공정에 

있어서의 혁신력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 

력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나 Route 128과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술 

집약적 첨단산업 지역의 성공 또한 이러한 기술 

집약적 기업， 연구 대학， 산업연구센터， 벤처캐 

피탈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상호보완성과 시너 

지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여러 연구의 공 

통적 인 결과이 기 도 하다 (Florida & Kenney, 

1990). 또한 이러한 고도성장 지역은 전문기술 

을 가진 소규모 기업들이 집적하여 긴밀한 상호 

협동의 네트워크를 지님으로써 Marshall이 언 

급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의 이점을 누 

리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 지역의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중소기업 

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기 

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Keeble , 1989; Florida & Kenney , 

1990; Keeble 등， 1999; Dahlstrand, 1999).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의 기술력을 높이며 혁신잠재력 

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리콘밸리 

와 같이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집적으 

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성공사례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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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이러한 첨단 기술집약 산업이 집적한 신 

산업 중심지가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첨단산업2)을 정의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며，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내리는 것 

이 어 렵 다 (Hagey & Malecki, 1986; Keeble, 

1989; Lyons, 1995). 일반적으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은 생산제품과 생산공정의 혁신률이 높 

은 산업을 의미하며 전문기술의 역할과 연구개 

발 투자에 의해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 

발비의 지출이나 과학기술 · 연구개발 인력의 비 

율이 평균이상 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Hagey 

& Malecki, 1986; Thompson, 1989; Keeble , 

1989; Keeble & Wilkinson, 1999).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구개발인력(기술노동자， 과학자， 

엔지니어)의 비율과 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지표로 삼는다. 기술노동력의 투입 정도는 전체 

고용자 중 이들의 비율을 따지며， 연구개발 집약 

도는 연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로 따진 

다. Keeble(1989)은 기술집약산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분류를 사용하 

는 것의 한계를 거론하였다. 이렇게 업종에 따른 

정의의 경우， SIC 코드의 단계정도에 따라 집합 

적인(aggregate)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 

인 첨단산업이 과장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고 

또한 기업차원에서 보면 동일 업종이라고 해도 

첨단산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정에 어 

려움이 따른다 (Hagey & Malecki , 1986). 그러 

나 논리적 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분류에 있어서 

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분류인 상품을 기반으 

2) ‘첨단기술(high technology)’ , ‘기술집약(technology-in tensi v e)’ , ‘기숨기반(technology-based)’ 능의 용아는 세품과 
서비스가 과학적 전문지식과 가숲의 적용에 의해 발달된 새로운 기숲을 구현하는 혁신기업과 산엽읍 언급하기 위하여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Keeble & Wilkinson , 199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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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산업분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의 역할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산업구조재편에 있 

어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 

로 대도시 경제를 주도해 온 대규모 제조업이 쇠 

퇴하면서， 대도시는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었 

다. 따라서 단순 생산기능은 생산과정이 표준화， 

단순화되면서 지대와 인건비가 싼 지방 또는 해 

외로 이전 분산되게 되었다. 대규모 제조업체의 

분산 · 이전과는 반대로 중소규모의 기술집약적 

제조업체와 첨단 · 지식산업은 대도시의 고급인 

력과 고급정보를 활용하고 양호한 사업환경과 

물리적 하부구조를 이용하기 위해 대도시에 집 

적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지역 

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데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재편에 있어 

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 

다. 현재 첨단기술을 보유한 혁신적 소기업이 집 

적되어 있으며，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한 지역 

들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신 

생기업의 진입을 확대하고 기존 기업을 기술력 

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미 경쟁 

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재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정 

훈， 1997). 기술집약산업 집적지역의 형성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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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비용을 감소시켜 주기도 하지만， 기업들 간의 

대면접촉의 이익， 문화적 동질성， 지역 노동시장 

등의 형성을 통하여 혁신의 분위기가 창출된다. 

구체적으로 대면접촉은 혁신이 가지는 불확실성 

의 요소를 감소시켜 주고， 문화적 동질성은 기업 

들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해준다. 이 

러한 기반 위에 기술집약 산업의 창업， 폐업의 빠 

른 순환과 고용 계약기간이 짧은 특성은 인력의 

이동성이 큰 지역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암묵적으 

로 혁신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또 다른 혁 

신의 요소가 된다 (이재열， 2001).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지역 산업구조재 

편에 있어서의 역할을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지 

역의 기술개발력과 혁신성 증대， 기업간 연계와 

협력 증진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고한다. 

(1 )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고도화 

중소기업은 규모에 있어서의 한계에도 불구하 

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 

라 더 많은 혁신을 창출한다 (Chew & Yeung, 

2001). 특히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 

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이 

러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중소기 

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Hagey 

& Malecki , 1986; Keeble , 1989; Longhi , 

1999; 김대영， 2000; 성소미， 2001). 이러한 고 

용창출 효과는 기술집약 산업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많고， 따라서 생산 

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단순히 고용 

성장이 큰 것 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따라서 연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Hagey & Malecki , 1986). 

물론어느종류의 기업이건 신규창업이 증가하 

는 것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만， 특히 기술집약적 첨단기업의 경우는 상대적 

으로 고부가가치 분야이고 따라서 종사자들도 전 

문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크 

다고할수 있다. 또한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아웃소싱을 통한 관련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Hagey & Malecki, 1986), 새로운 관련분 

야의 시장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할수 있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앞서 정의에서 살펴보 

았듯이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크고 이를 통해 기 

업 내에서 자체 기술개발을 하는 업체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고급기술인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 이러한 업체들이 지역에서 증가하면， 지역 

의 노동시장이 고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업체들이 많으면 지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 

고， 따라서 노동시장이 저임금 노동자에서 고임 

금 기술 · 지식 인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의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것이다. Scott(1999)는 미 

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멀티미디어， 디지럴 영상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기술 · 지식집약적 

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시장 고도화를 설명하였다. 

첨단산업 집적지 형성의 중요한 프로세스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역할인데， 기업 

들의 전후방 연계보다도 오히려 더 이러한 고급 

인력의 국지적 노동시장이 기엽 집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lasmeier. 1988). 이 러 

한 노동시장의 형성은 기업의 인력탐색 비용 절 

감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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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라한 노동시장에는 특수한 문화와 인력 

의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Lyons , 1995). 

사실， 이러한 국지적 노동시장은 숙련 노동력 

의 이동성， 제화된 암묵적 전문지식의 확산， 기 

술적 노하우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국 

지적 지역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 

로 꼽힌다 (Keeble 등， 1998; Sternberg & 

Tamasy, 1999). 특히 특화된 지역 경제에 있어 

서의 단순한 부산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역동 

적이고 견고한 공간단위로서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집적 경제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작용한다 

(Glasmeier, 1988; Lyons , 1995). 이 러한 국지 

적 노동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급속 

하게 발전하는 기술과 정보 암묵적 지식이 인력 

에게 전달되고 체화되어 지속적인 인력훈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하나의 사회 · 문화적으로 동 

질화 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지역에 

서 고급인력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다. 

(2) 지역의 기술개발력 항상과 혁신성 증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가장 큰 역할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다. 기술집약적 기업의 경 

우 일반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기술개발폴 통해 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술집약적 중소기 

업은 새로운 상품과 시장， 고용을 창출하고， 새 

로운 산업분야를 이꿀어내기도 하며， 전통 제조 

업 활동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 

에 지역 경제에 있어서 유리하다 (Thompson, 

1989). 또한 대기업들이 고용감소를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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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정혁신 부문에 치중하는 반면， 기술집약 

적 중소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노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Lyons, 1995; 김대영， 2000) , 새로운 기술개발 

과 혁신에 있어서 유리하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집적지에서는 지속적 

인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 러한 맥 락에서 ‘혁 신환경 Gnnovative milieu)’ 

이 중요하고，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집적하여 

성공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Chew & Yeung, 2001; Sternberg & 

Tamasy, 1999). Chew와 Yeung(2001)은 싱 가 

폴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구매-판매나 

하청 연계의 방식으로 국지적 중소기업들이 해 

외 다국적 기업의 고객에게 전문지식이나 기술 

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즉， 국지적 중 

소기업이 단순한 공급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특허를 발생시키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Cooke 

과 Morgan(1998)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혁 

신을 분석하였는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것 

이 비혁신적인 측면에 소모될 위험이 있지만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이 기업의 혁신 

에 있어서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을 고 

취시킬 수 있는 기업간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ternberg 와 Tamasy(1999) 

역시 독일 뭔헨지역에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것을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 

신 활동은 신규기업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기술집약기업 집적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집적지 창출에 기여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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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연계(linkage) ， 분리신설기업 (spin-off) 

형성， 국지적 노동시장(labor market)의 세가지 

로 요약하였다 (Glasmeier, 1988; Lyons, 1995). 

이 중 기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파생되는 분리 

선설기업의 형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첨단산업 집적지의 형성의 중요한 과정으로 간 

주되 었다 (Glasmeier. 1988; Keeble. 1989; 

Lyons, 1995; Keeble 등， 1999). 즉， 지역에 기 

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집적하게 되면， 기술개발 

과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이 형성되 

고， 그러한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리 

신설기업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기여 

하는 효과가 커지게 된다. 또한 이렇게 파생된 

기업들이 서로 연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 

면 더욱 큰 기술개발 효과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 

해진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또한 산업 

기술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조직으로 부각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영 

자나 창엽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엽가로서 사 

회적 변동에 도전하고 모힘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변동에 대해서 예견력과 창조력을 지 

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고 대기업이 

나 중소기업에서 나온(spin-off) 사람이 많으며， 

비교적 젊은 층이 많고 새로운 기업관과 산업사 

회관을 가지고 있다 (기정훈 1997).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벤처기업은 유연적인 조직과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수요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함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개인의 창조력을 잘 발휘할 수 있으 

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기 

업문화는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도많은공헌을할수있다. 



(3) 기업간 언계와 협력증진 

地理學論홉홉 제39호 (2002.3) 

적 산업의 국지적 연계는 약하며， 연구개발 투자 

가 많은 업체들은 국가적 차원과의 연계가 강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들 기술집약적 기 

업들이 기술이나 정보에 있어서의 핵심지역에 

집적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대도시 

나 그 주변부에 이러한 첨단산업 집적지가 발달 

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의 구 

매-판매 연계， 하청을 통한 연계의 중요성과 다 

양함으로 인해 이들 기업의 집적지에는 연관산 

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제조업 

체 뿐 아니라 사업서비스 분야도 포함되는데 이 

러한 외부경제의 효과는 첨단기술 집적지 성공 

의 주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규모 기술집약적 업체들이 

외부경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협 

조제계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간 공동체적 

연대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촉전시킬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제도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하겠다. 이러한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는 기 

업간 협력과 네트워크가 제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이동이나 정 

보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거래되지 않는 상호의존성 (untraded 

in terdependence)’ 과 ‘집 합적 학습(collective 

learning)’ 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신뢰 

와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조직적， 기술적 발전과 

기술， 상품혁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러한 현상은 혁신적인 중소규모 업체들이 집적되 

어 있는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Kæble 등 19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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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구조재편에 관한 연구 

위치한 산업집적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 

다. 이러한 구 산업집적지를 구조재편하는 것은 

대도시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구조 

재편에 있어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매우 중 

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노동시짚 기술개 

발과 혁신， 기업간 연계와 협력 등의 측면에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 

한 기업들은 그 특성상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려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구로공단의 산업구조 

재편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로공단의 산업구조재 

편을 연구함에 있어서 역사적 측면의 고찰을 통 

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로공단의 구조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산업구조 

재편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의 역사적 측면의 분석에 있어서는 경 

제환경 변화， 국가 산업정책， 기업 구조재편의 

인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산업구조재편 

에 있어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역할을 위에 

서 살펴본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고도화， 기술개 

발효과 기업조직과 유연한 기업문화， 기업간 연 

계와 협력증진의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川 • 구로공단 산업구조변화의 역사적 
고찰 

구로공단;3)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에 있어서 

수출의 중추기지 역할을 해온 역사적인 현장이 

다. 구로공단은 의류 봉제 등의 수출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1단지 14 

만평， 2단지 12만평， 3단지 34만평 등 총 60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제1호 산업단지이다. 또 

한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산업 

단지이기도 하다.70"-'80년대， 값싼 노동력을 바 

탕으로 한 제조업의 메카로 우리나라 수출의 견 

인차 역할을 했고 특히 1987년에는 근로자 

75 ， 000여명에 전국 제조업 수출의 10%‘를 차지 

하기도하였다. 

이 장에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살 

펴보기에 앞서， 구로공단의 역사적 측면을 고찰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변화의 과정 

을 담고 있는 구로공단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현재의 구조재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구로공단 내 

부의 변화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 

도권 지역의 산업구조재편 아울러 우리나라 산 

업구조 재편에 있어서 이 지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또한 구로공 

단의 역사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 

적 측면의 접근과 함께 지역적 측면에서 세계경 

제상황 변화나 국내경제상황 변화， 또한 좁게는 

수도권과 서울의 상황 변화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변화의 주요한 요 

인이 되는 정부의 정책， 기업전략， 지역의 특성 

(Park. 1993) 또한 병행해서 연구해야 한다. 이 

3) 구로공단은 한국수출산업공단의 1, 2, 3단지플 지칭한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은 모두 7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 2, 3단 
지는 서울뜩별시 구로 · 끔천구에 위치해 있으며 4단지는 인천광역시 북구에， 5 ， 6 ， 7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남구， 남동구에 
형성되어 있다.2000년 12월 14일에 구로공단(1. 2. 3단지)의 명칭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었고， 지식산업복합단지로 
구조고도화 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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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구로공단이 조성되었던 1960년대 중반 

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를 시기적으로 구분하 

여， 세계， 국내 경제상황과 정부정책， 기업전략 

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로공단의 대응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 수출산업단지 건설에서부터 경공업(섬유 · 봉제) 

수출주도시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원조 

가 줄어들게 되자 경제의 자립을 시도하게 되었 

고，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의 농업위주의 정책 

에서 공업화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였다. 1962 

년에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처음 시작 

되었을 때， 제조업 부문은 GNP의 16.2%에 불과 

하였고， 반면에 농업， 임업， 수산업 부문은 

36.6%를 차지하고 있었다 (Park, 1993). 당시 

의 세계경제는 전후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한 선 

진국들이 자국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재편을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국 

제분업주의에 편승한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전략 

을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서울 구 

로동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하 

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공단은 경제인들이 주 

축이 되어 주식회사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시작 

되었으나， 민간개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정 

부주도의 단지조성으로 바뀐 후에야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출산업공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수출을 목적으로 해야 하 

며，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관하여 우수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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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있어야 하고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전 

망이 확실하여야 입주할 수 있었다 (한국수출산 

업공단， 1994).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섬유와 의류 

산업이 산업성장을 주도하는 분야였다. 이러한 

상황이 구로공단에도 반영되어， 1단지와 2단지가 

가동되던 1969년에는 섬유 · 봉제업종이 공단 전 

체수출의 40.3%를 차지하였고， 이 업종은 1974 

년을 제외하고는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업종별 

수출점유율에서 1위를 고수하면서 12년 동안 연 

간 수출액의 평균 44.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변화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2위가 

가발이나 잡화와 같은 업종이었는데 비하여，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자 · 전기 업종이 

2위를 유지해 나갔다. 1975년 이후로는 전자 · 전 

기 업종이 32% 이상의 접유율을 보이면서 섬유 

업종에 이어 공단 수출의 주력상품이 되었다. 

한국수출산업공단과 인천수출산업공단이 합병 

되었던 1971년 공단의 수출실적은 처음으로 1억 

불을 돌파한 1억 1. 400만불이 되었다. 그 후 

1980년도 18억 7 ， 400만불을 수출하기까지 공단 

은 연평균 31%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였 

다. 이것은 전국 수출실적의 10% 이상을 점유한 

것이었다. 

2.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수도권 산업시설 

억제정책 추진 및 수출증대시기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공업 위주의 수 

출주도형 정책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중화학공업 수출육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동 

안 경공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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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것은 저임금 노동력 

이 풍부했던 것과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정 

책 등을 국내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고， 대외적 

으로는 세계경제가 자유무역의 풍토에서 세계적 

인 분업체제화 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대 

두되었고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이 급상승 

하는 등 국제환경변화가 크게 작용하여 저임금 

경공업 위주의 수출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 

었다. 이에 수출구조를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 

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자， 내 · 외자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전반에 걸친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구로공 

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섬유업종이 수 

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1980년에는 더욱 증가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제 

조업 구조를 살펴보면， 조립금속， 기계， 운송장 

비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서울 내에 

서보다는 서울 교외지역에서 더 빨리 성장했으 

며， 1970년에는 서울이 21. 2%, 경기도와 인천이 

19.3%였던 것이， 1987년에는 각각 28.6%와 

44.5%를 차지함으로써 비율이 역전되었고 차이 

도 커졌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는 1985년까지 

섬유와 의류산업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그 비중이 계속 감 

소하였다. 이것은 서울시 내는 더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서울 교외지역은 자본집약적인 산업구 

조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Park, 1993). 즉 서 

울은 의류산업의 국제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패션디자인， 고부가가치 상품생산， 그리 

고 내수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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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시장이 큰 서 

울은 디자인， 고부가가치 상품， 경영 ·관리기능 

중심으로 재편된 반면 교외의 수도권 지역은 하 

청중심으로 재편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집약적 구조를 반영한 것이 구로공 

단 종업원 수의 변화인데 1970년대에는 구로공 

단의 종업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동집약 

적 산업이 밀집한 공단에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함에 따라 지방에서 상경한 미혼여성 인력과 중 

학교과정을 마친 젊은이들이 공단에 취직하기도 

했다. 특히 미혼여성의 저렴한 임금을 통한 제조 

원가 절감으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체들 

이 공단에 많이 입지하게 되었고， 이는 인구센서 

스 자료에서 15-24세 여성인구의 높은 구성비 

율로서 알 수 있다 (안재섭， 1995).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 동안 공단수출실 

적을 분석해보면 전체 수출액의 90% 정도를 섬 

유， 봉제업종과 조립금속이 차지했다. 섬유， 봉 

제업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줄곧 1위를 

지커다 1985년 44.5%로 떨어진 반면， 조립금속 

업종이 46.2%로 성장하면서 1위 자리가 바뀌었 

다 (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3.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 수출경쟁력 악화로 인한 구로공단의 위기와 기업 

의 구조재편 전략추진시기 

급속한 산업화는 산업구조와 조직에 있어서 많 

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1970년대의 산업구조 변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구조재편이 일어났다 기술집약적 부문이 계속 

해서 팽창했고 동시에 제조업 부문은 더욱 고도 

화되고 다양해졌다. ‘재벌’은 기업간 제휴와 해 



외직접투자를 통해 세계경제에 더욱 더 통합되 

어 갔고， 그것은 기업이 정부의 간섭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 

부는 1993년 10월 ‘업종전문화’ 계획을 발표하 

였고， 그것은 재벌이 자신들의 핵심적인 산업분 

야에서 전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거는 

한편， 중소기업은 재벌이 전략산업으로 지정하 

지 않은 부문을 택함으로써 경제적인 활력을 얻 

도록하는것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 

하게 되어 수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국제금리， 환율， 유가 등의 가격 변수들이 급격하 

게 변동함으로써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 

이 증대되기도 하였다. 국내경제환경은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민주적 경향으로 기업환경이 변 

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고도성장의 후유증인 고 

물가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86년 이후 3저현상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국제수지가흑자로 전환되었 

으며， 다시금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한국수출 

산업공단， 1994).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를 살펴보면， 1988년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58%, 기술집약적 산업체 공장의 80% 정도가 수 

도권에 입지하고 있었다. 즉 기술집약적 산업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ark , 1994). 이것은 수도권 지역이 기술인력 

확보나 연구개발(R&D) 기능에 있어서 유리하며 

정보획득에 있어서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라고할수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구로공단의 수출주력 업 

종이 섬유 · 의류업종에서 전기 · 전자와 같은 조 

립금속업종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는 1986년에는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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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호기를 맞은 공단 입주기업제들도 1986년부 

터 수출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노사 

분규가 1988, 1989년에는 더욱 확산되어 큰 어 

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사분규 

로 인해 한국 내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수출산업 

지역에서 칠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수 

출산업의 침체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부분적으로 

내수로 전환하거나， 공장자체를 폐쇄하거나， 동 

남아시아로의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성 

훈， 1993). 1989년에는 여러가지 대내 · 외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 

고，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흑자규모도 대 

폭축소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많이 이루 

어졌다. 구로공단에 본사를 둔 기업의 분공장 현 

황을 살펴보면， 1982년에는 해외지역에 하나도 

없던 분공장이 1992년에는 20개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분공장 개수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 당시 해외이전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87년 이전에 해외에 진출한 공 

장수가 4개였던 것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 

년대 초반까지 해외진출 업체가 증가하면서， 

1995년까지 49개 공장이 해외에 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한 업종을 살펴보면， 섬유 · 

의류가 27개， 조립금속이 22개 등으로 주로 임가 

공 업종임을 알 수 있다 (구로구， 1997). 또한 서 

울시 공해유발 업종 등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정부의 이전명령에 의해 우선적으로 안산지역(반 

월， 시화공단)으로 이전되었고 (박삼옥 1999) 

구로공단에 있던 많은 공해유발 업체틀이 이전하 

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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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로공단의 언도별， 업종별 업체수 변화 

7 64 

22.6% 42 .4% 

5 

3.3% 

4 14 

12.9% 9.3% 

19 

12.6% 

13 32 

41.9% 21. 2% 

7 17 

22.6% 11. 2% 

31 151 

자료: 안재섭， 1995, p.10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수출부진， 고용감소의 

어려움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고， 이는 수출 

을 중심으로 하는 구로공단의 입주업체들에게 큰 

변회를 야기하였다. 생산직 노동력 확보의 어려 

움을타개하기 위하여 구로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구조재편을 시도하였으며 정성훈(1993)은 이것 

을 크게 생산기술의 변화 생산조직의 변화， 노동 

력 구성의 변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설비의 

자동화와 유연회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함께 고 

용을감소해 나갔고 생산의 외부화(하청， 소사장 

제 해외 분공장 신설 등)를 통해 수출과 내수시 

1990 1993 1999 

2 4 6 

0.4% 0.4% 0.8% 1. 4% 10% 

71 91 81 85 99 

31. 7% 34.5% 31. 0% 29.2% 16.6% 

14 24 24 41 81 

6.3% 91% 9.2% 141% 13.5% 

15 23 23 24 7 

6.7% 8.7% 8.8% 8.2% 1.2% 

2 19 

0.4% 0.4% 0.4% 0.6% 3.2% 

3 5 3 4 2 

1.3% 1. 9% 1.1% 14% 0.3% 

100 99 109 116 334 

44.7% 37.4% 41.8% 39.9% 56.0% 

19 20 18 15 49 

8.5% 7.6% 6.9% 5.2% 8.2% 

224 264 261 291 597 

장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주부노동 

력과 외국인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저 임금 노동 

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구조를 재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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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990년대 후반 이후 구조재편 
현황 

1990년대 후반이 되자 구로공단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 

르게 되었고 중요성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997 1건 IMF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 

다. 이에 따라 구로공단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 

였고， 그 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경하 

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상 

황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나타난 구로공단의 구조고도화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를 토대로 기존 입주업체 

와 신규 입주업체의 구조재편과 그에 따른 공단 

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다. 

1. 경제상황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 

부터 전세계적으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빠 

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정 

(박삼옥， 2001)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량생산체계에서 유연적 생산체계로의 전환， 

노동의 유연성 증가，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혁 

신적 기업가 정신과 새로운 기업모형의 등장 새 

로운 금융제도 등장 기술혁신에 있어서 집단학 

습의 중요성이 그것이다. 기술 발달로 하나의 생 

산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 

고， 이에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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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이라도 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외 

부경 제 (external economies)를 추구하여 효율 

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고용에 있어서도 임 

시직， 시간제 고용의 방식으로 유연성이 커졌으 

며， 고급인력들의 이동성도 증가되었다. 벤처기 

업과 같은 혁신적 기업모형이 등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도 활성화되고 있 

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기업， 연구소， 국가기관 

등의 연계와 집단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고， 이에 기업간 연계나 협력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상황에서도 지역이나 장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산업의 군집은 지 

역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대표적인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를 

구조재편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은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말을 

기점으로 커다란 구조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기 

업 및 기존 금융권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등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설비제조업의 경쟁력 

이 떨어졌다. 따라서 현재는 기술집약적 첨단산 

업， 벤처산업， 지식기반산업이 중요한 전략산업 

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구조재편에 있 

어서도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같은 

유형이 중요한 기업조직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특정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연구개발이나 헥신， 정보화 등의 기 

능중심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혁신 

창출 기능이 중시되었으며 신산업의 육성과 기 

존산업의 지식기반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자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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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향으로 구로공단의 산업환경에도 변 

화가 생겼다. 지가，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 

승으로 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류， 기계， 금속과 같은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서울이라는 우리나 

라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구로공단은 단순가공업 

이나 단순조립업과 같은 업종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웅이 많게 되었다. 따라서 노 

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러한 업종들은 

해외나 지방으로 이전해 나갔고， 그 자리에 새롭 

게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빌딩이 들어서고 있 

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신규로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구로공단도 정책적 측면에 

서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입주업체 

들의 특성과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변회를 

겪고 있다. 다음에서는 정책적 측면과 업체들의 

구조변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구로공단 구조고도화 정책 

구로공단은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입주업종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공단의 경쟁력 

이 약화되었고， 이에 단순제조업에서 첨단지 

식 · 정보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재 

배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추진 

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고도화 정책이 추진되었 

으며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조고도화 정책에 대 

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구로공단 입주업체의 변 

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입 

지정책에 따라 새로 등장한 아파트형공장과 벤 

처빌딩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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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구조고도화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로 산업환경 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산업단지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 경쟁력 

을 갖춘 단지로 활성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방향 

제시성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생산 중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산업단지의 개념에서 생산 · 업 

무 · 연구 · 교육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산업 

을창출할수 있는공간 혁신을창출할수 있는 

공간， 환경친화적인 공간， 미래지향적인 공간으 

로 산업단지를 바꾸어 나가자는 개념이다 (노성 

호 · 조혜 영 2001). 

구로공단은 1997년 7월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 

렀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연구개발(R&D) , 

첨단 정보 · 지식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벤처산 

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Techno-park)를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존의 노동 · 자본집약 산 

업 중심의 업종을 기술개발과 정보화 등을 통하 

여 지식 · 기술 · 정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 

러한 업종들을 신규로 입주시커는 방식을 택하 

고 있다 (노성호 · 조혜영 2001). 이 계획에 따 

르면 단지를 고도기술산업， 벤처산업， 패션디자 

인산업， 기타 지식산업 등 4개의 첨단 정보 · 지 

식산업으로 재구성하고 공간적 측면에서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다. 구로 

공단은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서 첨단기술산업 

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 

디자인업과 같은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관 

련산업， 벤처기업과 같은 업종을 주요 입주대상 

업종으로 선정하였고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 · 보험 · 의료 · 교육과 같은 서비스 

업도 입주대상 업체에 포함시켰다. 공해업종， 용 

수다소비업종은 입주를 제한하였고， 이에 염색， 

원모피처리 및 가공 펄프제조업은 입주제한 업 

종에포함되었다. 

특히 구로공단은 2000년대 주력산업으로 성장 

이 예상되는 기술혁신형 벤처산업을 위해 구로 

제1단지 8만평을 테크노파크(Techno-park)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조성된 키콕스 

벤처센터에 추가하여 2차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 

고 있다， 2000년 12월에는 구로공단이라는 명칭 

을 ‘서울디지힐산업단지’ 로 변경하고， 전통 제조 

업과 첨단 IT산업이 융합된 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섬유 · 봉제， 염색 등 단순노동집 

약적 산업구조에서 기계화(자동화) 정보화， 업 

종다양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이 꾸준히 향 

상되고 있다. 첨단지식 · 정보화 산업 등 복합 첨 

단산업단지로의 대제입주 등이 가속화될 경우 

생산력 등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업체의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의지 부족으로 구조재 

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도 있다 (한 

국산업단지공단， 2000) , 또한 기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중 · 장기적으로 추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입주업체 

의 강제이전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산업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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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계획상 적합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공단의 구조재편은 상 

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업종 

간 갈등， 예를 들어 공해유발 업체와 신규 입주 

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간의 갈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2)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의 설립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의 일환으로 입지지원 정 

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로공단에서도 이러한 

입지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인 것으로 벤처집적시설인 벤처빌딩과 아파트형 

공장1)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설들은 1990 

년대 후반에 들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 

로공단 입주업체수 증가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의 증가도 이러한 시설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1년 7월 말 현재 구로공단에 입주완료 된 

아파트형공장은 5개로 1단지에 3개， 3단지에 2 

개가 있으며， 모두 2447H 업체가 입주해 있다. 

96년에 준공된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1998년 

후반 이후에 지어졌다. 또한 이것 외에도 구로공 

단 곳곳에서 상당수의 아파트형공장이 분양중이 

거나 건설중이고， 건설예정인 곳도 있다. 분양중 

인 아파트형공장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아파 

4)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문제릎 해걸하기 위해 능장한 대안 중 하나가 아파트형공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엽배치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륜’ 에서 아파트형공장을 “동일건축룹안에 다수의 공장이 옹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쓸문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으문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 건설의 가장 큰 목적판 토지이용의 고도화플 봉해서 대도시의 공업용지난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거지역파 혼재되어 있는 공장듭을 집단화 하여 도시 환경윤 개선하고 이러한 시역의 무능콕 소규 
모 공장들윤 양성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중소기엽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진적인 노유윤 주변서도 
생산기반시설이 양호한 환경을 만둡어 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이쓸 동해 가엽간 협력 및 정보교류 판련기엽간 /1숲 · 정보 
교류가가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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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형공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 

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저렴하여 많 

은 업체가 입주를 원하고 있고， 특히 강남 · 서초 

구에 있는 업체들이 그 곳의 비싼 건물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려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서울시 내에 공장 

과 사무실을 보유하려는 지방업체나 서울 각지 

의 무등록공장 등이 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 

다. 또한 업체 인터뷰 결과 아파트형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도 있지만， 주로 외주제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는 간단한 조립이나 시작(試作)생산을 주로 하 

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소로 이용하 

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에서 입주업체에 시설 

자금을 융자해주기도 하고 아파트형공장 건설 

업체에도 자금을 융자해주는 등의 지원책이 많 

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은 앞으로도 당분 

간 활기를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형공장 입주 

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결과 하나의 사업 

장에서 생산， 관리 · 서비스 기능을 모두 수행하 

는 업체가 81. 9%를 차지함으로써， 대부분 생산 

과 관리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의 입지지원 정책 중 또 다른 하나는 

벤처빌딩의 건설이다. 구로공단에는 한국산업단 

지공단이 건설한 벤처빌딩인 ‘키콕스벤처센터’ 

가 있다. 이 벤처빌딩은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되 

어 있다. 벤처집적시설은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 경영 여건이 우 

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빌딩 

등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 

을 실시함으로써 도심의 벤처 입지공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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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재산세에 있어서의 혜택과 각종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2000년 10월 말 현재 

전국에 155개 벤처집적시설이 있으며， 이중 107 

개가 서울에 있다. 키콕스벤처센터는 97년 8월 

에 착공되어 2000년 10월에 완공되었는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벤처기업을 위한 빌딩으로 지 

어져 벤처집적시설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커콕스벤처센터에는 현재 벤처기업 43개사와 

창업보육기업 21개사가 있다. 또한 법률， 세무 · 

회계， 특허， 경영컨설팅 등의 분야별 지원기관 6 

개사가 입주해 있다. 특히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3년간의 임대료를 주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임대 

료 출자전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인터뷰 결 

과 이에 대한 입주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산 

업단지공단에서는 또 저12벤처센터를 인근에 건 

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구로공단 1단지 벤처산업구역 8만평을 기술혁 

신 · 교류 중심의 “서울테크노파크”로 조성키로 

계획하고 있다. 벤처빌딩에 입주한 업체들을 살 

펴보면， 설문조사 결과 생산시설 없이 100% 외 

주생산하거나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연구기능만 

갖춘 업체가 전체의 72.7%를 차지하여 대부분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 · 서비스 기능만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로공단 내에서는 

관리기능만 수행하고 생산시설은 지방이나 구 

로공단 외부에 위치한 업체도 18.2%였다. 

3. 구로공단 입주업체의 구조재편 현황 

(1) 기존 입주업체의 구조재편과 지역변화 

구로공단의 기존 입주업체의 구조재편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외부로의 이전， 인력이 



나 조직측면에서의 구조재편 기술개발 증가를 통 

한기업의 업종전환이나구조고도화가그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로공단은 1980년 

대 말부터 극심한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으로 인 

해 많은 노동집약적 대기업의 공장들이 이전해 

나갔다. 서울의 비싼 임금과 임대료 토지가격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해외나 지방으 

로 이전해 나갔으며 특히 의류업이나 단순조립 

엽의 해외이전이 증가하였다 또한 임대형태로 

자리잡고 있던 소규모의 염색 · 나염업체와 같은 

공해산업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반월， 시화공 

단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구로공단에 이전적지가 

많이 생겼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러한 

업체의 이전적지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업체의 이전이 그 이전 

地理學論훌 저139호 (2002. 3) 

적지에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이라는 방식을 통해 

서 구로공단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증가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단지 

에서는 정밀기기 제조업체인 A사， 광학기기 제 

조업체인 D사，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D사가 이전 

해 나간 자리에 아파트형공장이 건설되어서 기 

술집약적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이 성공함 

에 따라， 공장을 소유한 업체들이 토지매각을 통 

해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한 기술집 

약적 중소기업의 증가와 아파트형공장의 증가가 

역으로 기존업체의 이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림 1)은 구로공단의 이전적지와 여기에 아파 

트형공장이 조성되고 있는상황을나타낸다. 

〈그림 1> 구로공단의 이전적지와 아파트형공장 조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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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로공단에 남아있는 업체들은 공장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구성을 변화시키거나， 

하청 비율을 증가하는 형태로 구조재편을 추진 

하였다. 설문결과， 인력감축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구개발직 종사자의 수나 비 

율이 증가한 업체가 많았다. 전체 종업원수가 증 

가하고 연구개발직 종사자 비율도 증가한 업체 

가 25.0%, 전체 종업원수는 감소하더라도 연구 

개발직 종사자 비율은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업 

체가 31. 3%를 나타낸다. 이러한 양상은 구로공 

단 지역에 고급인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동차관련 부품 금형업 

을 하는 대기업인 P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연 

구개발 기술이 한번 나가면 기업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연구개발직원은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다 

고 한다. 생산조직과 관련된 구조조정을 살펴보 

면， 타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업체가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업체에 하청을 주는 업체가 

82.9%로 나타난다. 또한 하청을 받기도 하고 주 

기도 하는 업체가 41.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생 

산의 외부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기업의 구조재편은 기술개발 투자를 증 

가하거나 연구개발의 비중과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기술관련 구조조 

정을 살펴보면 응답업체의 79.4%가 1997년 이 

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들 중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술을 도입한 업체가 66.7%, 생산과 관련된 기 

술을 도입한 업체가 44.4%를 나타내고 있다. 특 

히 이러한 기술이 기엽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한 기술이라고 답한 엽체가 65.4%로 기술개발 

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제로 기술개발 활동도 많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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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개발 투자 비율 (기존입주업체) 

구 분 풍답없쳐|수 버 옳 

4 12.9% 

7 22.6% 

7 226% 

7 22_6% 

6 19.4% 

할계 31 100.0% 
L • 드 

자료:설문조사 

기술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보면， <표 2)와 같 

이 기술개발 투자를 하는 엽제가 33개 응답업체 

중 31개사로 거의 모든 업체가 기술개발 투자를 

하고 있으며， 5% 이상 투자하는 업체의 비율이 

42.0%로 나타나서 기술개발 투자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업체가 증가 내지 현상태 유지라고 답했고， 

기술개발 투자를 감소하겠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이 지역의 기존 입주업체들의 기 

술개발이 활발히 전개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고용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력감축 시에 

도 연구개발직은 유지하는 경향이 크고， 기술개 

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은 이미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이전 

해 나갔고， 기술력을 갖춘， 또는 이미 구조조정 

에 어느정도 성공한 업체들이 구로공단에 남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기존업체의 생산공장이 연구기능을 강화 

하거나 연구소로 그 기능이 바뀐 곳도 있다. 특히 

구로공단 첨단화 계획 추진 이후 벤처빌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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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외에도 연구개발 시설과 산업기술 가를 들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 

시험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연구개발 하부 

구조가 확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생산공장 

이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L사의 경우 구로 

공단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을 확충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이러한 기업의 

연구소는 이 지역의 기술개발력 증대와 고급인력 

노동시장 형성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입주업체의 구조고도화는 업종전환의 형태 

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자부품을 제작하던 K사의 경우， 

핸드폰과 같은 통신부품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 

며， 금형과 정밀주조를 하던 C사는 진공정밀주조 

로 업종을 전환하여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 

다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2) 신규 입주업체의 증가와 지역변화 

구로공단의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가장 큰 변 

화 중 하나는 신규입주업체의 증가이다， 2001년 

7월 말 기준으로 구로공단의 업체수는 7707H사 

이고， 이 중 1997년 이전부터 입주해 있는 업체 

는 250여 개사， 신규 입주업체는 500여 개사로， 

1997년 이후 신규입주한 업체가 전체 업체의 

65% 정도를 차지한다. 

구로공단 건설초기부터 1999년까지 업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1993년까지 

는 그 증7}율이 크지 않다가 1999년에는 1993년 

에 비해 2배가 넘는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90년대 후반부에 입주업 

체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1996년 이후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과， 기존공장의 유휴공간의 임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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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로공단의 시기별 업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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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990년대 후반의 업체수와 종업원수의 변 

회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을 보 

면 1997년 이후의 동향을 볼 수 있는데， 업체수 

변화에 있어서， 1997년에 4427H였던 입주업체 

수가 2001년 7월 말 현재 777개로 거의 두배에 

달한다. 이는 1997년 이후 구로공단이 신규입주 

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서는 97 ， 98년보다 신규입주가 더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도 입주업체수는 175개， 

2001년 7월까지 입주업체수는 1357H이다. 이러 

한 신규 입주업체들의 80% 이상이 전기 · 전자， 

기계업종이다 (구로공단 내부자료， 2001), 업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업체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의 

미하며 구로공단의 업체가 중소규모 위주로 재 

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7년에서 1998년 사 

이에는 업체수는 늘었지만， 종사자수에서 많은 

감소를 나타내고 이것은 IMF이후 대규모 공장 

의 이전이나 폐쇄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을 반 

영하는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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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97년 이후 구로공단 동향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7. 

입주기업동채* 442 483 597 712 777 

393 454 554 650 700 

n훌훌{%} 74.9 71. 9 77.8 80 .1 78.0 

생산햄{학월} 36.945 36.685 44.054 51. 469 

수훌(백만뿔} 2,727 2.105 1,497 1.591 

:i1훌t멸} 31,987 25 .126 29.639 32,602 34,259 , 

주) 각 연말 기준임.2001년은 7월 말 기준 
자료 : 구로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계획(1997 ， 1998, 1999),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동현황자료(2000. 12), 
국가산업단지현황(2001. 7월 말) 

그럼 이렇게 구로공단에 신규입주 업체가 증가 

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것은 아파트형공 

장과 벤처빌딩과 같은 입지지원 시설의 증가와 

세제혜택 등의 재정적 지원의 역할이 컸다. 설문 

조사 결과 만족도에 있어서도 다른 입지보다 아 

파트형공장이나 벤처빌딩에 있는 업체들의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시설에 입주한 

업체들은 기술집약적 업종의 중소규모 업체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구로공단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된다. 

이렇게 신규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에서 구로공단 입주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업체의 57.1%가 재정적 유리함을 

꼽았다. 인터뷰 결과 구로공단의 벤처빌딩이나 

아파트형공장은 다른 지역에서 일반사무실을 임 

대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했다. 한 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강남 · 서초지역의 사무실 임 

대 비용으로 구로공단의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 

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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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정 

책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 

에 분양가가 낮다. 벤처업계의 거품이 빠지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벤처집적지역인 

강남 · 서초구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구로공단의 아파트형공장 이전으로 

극복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물리적 하부구조의 

편리함도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으며， 특이한 

점은 가장 중요한 이유에서는 제도적 지원의 비 

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 만， 복수응답시 에 

33.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들의 구로 

공단 입주에는 제도적 지원의 이점이 고려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입주동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벤처빌딩이나 아 

파트형공장과 같은 시설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대답이 49.2%로， 절반정도 

의 업체들이 이러한 입지시설의 이점 때문에 입 

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교통， 물류， 정 

보통신과 같은 하부구조도 구로공단 입주에 많 

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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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로공단 입주동기 

자료:설문조사 

응답으로 세 가지까지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도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지역의 혁신환경이나 기업간 협력 지식창조 

지역이미지와 같은 요소들이 기업들의 유치를 

증진시키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빌딩이나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입 

지지원시설은 구로공단 내에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많은 업제들을 구로공단에 입주시 

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구로공단에서 기존 공장들이 이 

전해나가고 새로운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건물이 

들어서는 등의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기 

존업제들이 이전한 자리에 많은 아파트형공장들 

이 생겼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1단지의 경우에 

특히 벤처빌딩과 아파트형공장 건설로 인해서 

기존의 노동집약적 생산단지의 이미지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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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용답 

용답수 비 옳 

11 16.4% 

25 .4% 34 50.7% 

49.2% 46 68.7% 

3.0% 24 35.8% 

7.5% 41 61. 2% 

1. 5% 12 17.9% 

1. 5% 14 20.9% 

1.5% 3 4.5% 

100.0% 

개선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나 기술집약적 중 

소기업들의 증가가두드러지고 있다. 

(3) 구로공단 입주업체의 특성 변화 

@ 규모의 변화 :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 전환 

대기업 공장의 이전으로 인해 1987년 73,000 
여명이던 종업원수가 1999년 29 ， 000여명으로 

상당한 고용인력의 감축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종업원수 급감은 3D업종의 취업기피로 단순기 

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 

다. 구로공단 업제의 규모별 변화를 살펴보면 이 

러한 변화를 잘 알 수 있는데， <표 5)를 보면， 

1990년대 후반 들어 가장 큰 변화는 영세기업 

및 소기업(종업원 1""'49인)의 급격한 증가와 중 

기업(종업원 300""'499명) 및 대기업 (50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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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다.500명 이상 대기업 

의 비중을 보면， 1987년에 25.3%였던 것이， 

1997년에는 0.8%로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982년에는 49명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의 1. 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1997년에는 

77.1%를 차지함으로써 업체수나 비율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를 보여준다. 즉， 1980년대 초반까 

지는 구로공단 업체들은 중규모 이상의 업체들 

이 주로 있었다고 한다면 1990년대 후반에 들 

어서 그 양상이 역전되어 소규모 업체들 중심으 

로 구조재편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 

과 1997년을 비교해 보면 특히 이러한 소규모 업 

체의 증가세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가속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업종의 변화 : 기술집약적 업종 중심으로 전환 

구로공단은 업종구성에 있어서 노동집약적 업 

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업종으로 전환되는 모 

습을 보인다. 지난 1997년까지만 해도 첨단업종 

의 업체가 78개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350 

개사에 달해 53%의 첨단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첨단화 추진 이전에는 78개이던 첨단업체가 첨 

단화 추진 이후에는 신규로 입주하거나 업종변 

경을 통해 2727H사가 추가됨으로써 2000년 8월 

말 기준으로 350개 업체가 된 것이다 (산업자원 

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2000년 말에 아 

파트형공장에 추가로 입주한 업제들이 많음을 

감안하면， 2001년 현재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 

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로공단 주력 업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 

년에는 섬유업종이 31. 4%, 전기전자 · 기계 등 

조립금속업종이 41. 0%였으나 2000년에는 섬 

유업종이 13.0%, 전기전자 · 기계 등 조립금속업 

종이 55.4%로 조립금속업종 위주로 집적화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기 

전자 · 기계업종은 1995년 134개사(40.0%)에서 

2000년 3607H사(55.4%)로 200여 개 이상 증가 

하였고，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이 

상 증가하였다. 현재는 조립금속 중에서도 초창 

〈표 5) 구로공단 입주업체의 규모별 추이 

1982* 1987 1992 1997 
종샤자수 

없책수 섭| 율 업체수 비 율 업체수 없 율 업체수 비율 

49땅 01혔 2 1. 0% 19 72% 49 17.3% 460 77 .1% 

1@%~얘앙9웠영영 58 27.5% 41 15.7% 40 14.1% 58 9.7% 

88 417% 86 33.0% 117 414% 65 10.9% 

300κ"499명 29 13.7% 49 18.8% 20 7.1% 9 1. 5% 

500열 01상 34 16.1% 66 25.3% 57 20.1% 5 0.8% 

져l 211 100.0% 261 100.0% 283 100.0% 597 100.0%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p.11: *정성훈，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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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단순전자부품 조립공장이 아닌 정보통신， 

PC관련부품， 정밀기계업종 등의 꾸준한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4. 소결 

지금까지 구로공단 구조재편을 정책적인 측면 

과 입주기업체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 

조고도화 정책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구로공단 

의 입주업체가 증가하였고 업종 구성에 있어서 

도 전기 · 전자업종 위주로 재편되었으며， 중소 

규모의 기술집약적 업종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地理學훌훌훌훌 저139호 (2002.3) 

이러한 변화에는 입지정책이 많은 영향을 끼쳤 

는데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의 건설로 인해 

서 많은 수의 중소기 업들이 구로공단에 입주가 

기능하게 되었고， 벤처기업의 입주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에 입주한 업체들은 

대체로 사업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 앞으로 추가로 건설될 아파트형공장이나 벤 

처빌딩에도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구조고도화 정책에 대 

한 인식의 분석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정책에 만 

족하고 있으며， 구로공단의 사업환경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고，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입주가 증 

가했음을알수있었다. 

〈표 6> 구로공단 입주업체의 업종별 추이 

1990 싫 1양다@후 끓 1큐$}91 율 2001. 8.* 
업종 

업체수 섭| 옳 업체수 비 율 

-섬→용→유」식←료」 의용」류- 2 0_8% 3 0.9% 6 1.0% 4 0_6% 

82 31. 4% 82 24.5% 81 13.5% 91 no% 

잉석챔8유I금 ?화 흩속학판 ( 

25 9.6% 71 21. 2% 99 16.6% 101 14.4% 

23 8.8% 22 6.6% 7 1. 2% 23 3_3% 

0.4% 0.3% 19 3.2% 0.1% 

휠장 4 1.5% 7 2.1% 2 0.3% 2 03% 

가쳐{ 130 21.8% 166 23.7% 

전:71;~Ã. 107 41. 0% 134 40_0% 188 31. 5% 245 350% 

훌송합버 16 27% 12 1. 7% 

기째타 ( 
17 65% 15 4_5% 49 8.2% 55 7.9% 

261 100_0% 335 100.0% 597 100.0% 700 100.0%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 구로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계획， p.1O.;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단자료 2001-8호 2001년 8월 국가산업단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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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의 변화는 〈그림 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 단순제조업의 경우 지방이 

나 해외로 이전한 업체가 많고， 또한 구로공단에 

남아있는 업체들은 연구기능을 강화하거나 첨단 

업종으로 전환을 시도했거나 전환 중에 있는 업 

체가 많다. 이렇게 기존 업체들이 이전해 나간 이 

전적지에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은 신규입주를 

증가시 키고 있다. 구로공단의 변화 중 중요한 것 

이 바로 이러한 신규입주 업체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1990년대 후반의 구로공단 구 

조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후반들어서 구로공단의 구조재편을 주도하는 것 

은 신규입주한 업체들이며 중소기업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기 · 전자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따라서 이들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분 

류될 수 있다. 구로공단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 

르면， 신규입주한 업체들의 80%정도가 전기 · 전 

자업종이고 주로 구로공단 구조고도화 정책에서 

제시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수있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규입주한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을중심으로 이들의 특성과산업 

구조재편에 있어서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3) 구로공단 입주기업 구조재편 현황 

국내지역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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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기술집 
약적 중소기업의 역할 

세계경제 변화에 따라 대도시의 산업구조는 제 

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생산자 서비스 부문의 급 

속한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공장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서울의 산 

업구조재편이 진행 중에 있다. 1980년대 이후 

서울시 내의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높은 토지가 

격과 임대료 부담， 임금상승을 피해서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입지전략을 취했으며， 이와 대 

조적으로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은 고급인력과 정보의 획 

득 관련산업과 연구개발기능과의 연계를 위해 

오히려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집약적 제조 

업체들에 있어서는 고급인력 확보와 고급정보의 

빠른 획득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대 

도시 내의 입지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재편 속에서 구로공단은 다른 어느 지 

역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업 

체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구로공단의 구조재편 

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 

히，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 

후 구로공단에 신규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업체 

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들이 구로공단에 입주 

함으로 인해서 구로공단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 앞으로 혁신적인 구조재편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 

색하고자한다. 

-'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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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정의와 선정기준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용어가 최근의 경제를 주 

도하고 있는 업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첨단 

기술(high technology)’ , ‘기술집약(technology

intensive)’ , ‘기술기반(technology-based)’ 등의 

용어는， 제품과 서비스가 과학적 전문지식과 기 

술의 적용에 의해 발달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 

는 혁신기업과 산업을 언급하기 위하여 유사한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 (Keeble & Wilkinson, 

1999). 

첨단산업 또는 첨단기술산업은 일반적으로 생 

산제품과 생산공정의 혁신률이 높은， 보다 구체 

적으로는 연구개발비의 지출이나 과학기술인력 

의 비율이 평균이상이 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Thompson , 1989).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소규모 첨단기업’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이것 

은 “기술혁신이나 전문화된 기술적 능력이 경쟁 

에서의 성공을 위한 소수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 

로 간주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본 

이나 노동에 비해 기술의 중요성이 높고 상대적 

으로 기술전파속도가 빠르고 전후방 산업연관효 

과가 큰 업종을 의미한다. 한편 벤처기업은 기술 

집약적인 첨단산업 분야에서 고도로 성장하는 

신생 중소기업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벤처연구소， 2000). 즉， 혁신적 기업 

(Innovative firm) 또는 기 술집 약적 소기 업 

첨단소기업(High -tech small firm)이란 용어 

등이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2001). 이를 정리하면， 기술집 

약적 산업과 첨단산업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업 

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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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 규모가 작은 기업을 기술집약적 중소기 

업으로 지칭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첨단산업에 

포함되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 

여기에서는 분석대상을 구로공단에 신규입주 

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한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범위는 1차적으로 업종을 기준으로 

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 중 기술집약적 업종5)에 

포함되는 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업종에 의한 분류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분류가 가지는 한계 

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연구개발투자비율과 연구개발인력비율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각 업체의 설문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연구개발투자가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연구개발인력이 종업원의 10% 이상 
인 업체를 선별하였다하. 구로공단에 소재한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술집약적 업종에 포 

함되기 때문에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을 모두 분 

석대상7)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시용 

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는 중소규 

모의 기술집약적인 첨단 업종이라는 의미에 벤 

처기업의 혁신적 의미가 부가된 것이다. 또한 이 

렇게 선별된 업체 중에서 특히 구로공단 지역에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신규 입주한 기 업들을 중 

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림 4) 분석대상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범위 

대 

필곤되 

기
 g 

규
 g 

1990년대 후반 들어 구로공단의 업체수가 급격 

히 증가하였고， 조사결과 그 업체수 증가분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이 많이 이전해 나갔기 때문 

에 실제 이 지역에 신규 입주한 업체는 500여개 

업체에 달한다. 설문 응답업체 107개사 중， 86개 

사가 1990년대 후반에 선규입주한 기업이고， 이 

중 77개사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대상이 된 

다. 2000년 현재 구로공단에 첨단업종 업체가 

3507H사이고， 따라서 분석대상은 구로공단 전체 

5) 기술집약적 업종의 선정에는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헌에 따라 선정된 업종이 다양하다. 그 중 공통적으로 중 
요하게 선정된 엽종은 제조업으로는 기계 제조업 (SIC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전기기기 및 장치 제조엽(SIC 
31: 기타 전기가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SIC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엽)， 의료， 정밀， 광학기가 제조업(SIC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고， 서비스업에서는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 
터 운용관련엽(SIC 7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엽)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엽과 
석유 및 화학제품 제조엽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엽의 일부룹 포함시켰다 (서울대학교， 1996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관 
리운영계획， p.172 참조). 

6) 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Hagey & Malecki, 1986; Thompson, 1989; Keeble, 1989), 기술집약적 중소기엽은 연구개발비 
지출이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비율이 평균이상 되는 산엽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인력 1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였다. 

7) 벤처기업이라는 용어자제가 선진국에서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용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의미의 벤처기엽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의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는 용어플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광의의 
벤처기업일지라도 벤처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이라는 용어가 자칫 협의의 법적 
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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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체의 22% 정도이다. 분석대상 업체 중 벤 

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46개사로 응답업체 

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로공단 벤처기 

업수가 2001년 7월 말 현재 123개임을 감안하 

면， 구로공단에 소재한 벤처 확인을 받은 업체의 

37.4%가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다. 

2. 현황과특성 

(1) 일반사항 

구로공단은 1990년대 후반 들어 구조재편의 속 

도가 가속화되었고 기술집약적 업종인 전기전 

자， 기계업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벤처기업수 

역시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01년 7월 말 기준으로 

구로공단 내에는 1237H의 벤처기업이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2001년 8월과 9월 중에 아파트형공장에 

地理學論훌훌 저139호 (2002.3) 

신규입주한 벤처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청 벤처 

기업 데이터에 누락된 업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업체수는 이보다 많은 140여개 일 것으로 추정 

된다. 서울시 벤처기업은 2001년 7월 말 현재 

4909개이고， 구로공단이 속한 구로 · 금천구의 

벤처기업은 총 234개사이고 이는 서울전체의 

4.8%에 해당한다. 구로구 구로동은 동별 벤처기 

업 비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남， 여의 

도 지역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구로공 

단에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2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과 전기기기 및 

장치 제조업 순이다. 특이한 점은 서울 전체에 

비해서 제조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다. 서울시 벤처기업의 제조업 비중이 33.1%인 

것에 비해， 구로공단은 73.3%가 제조업이다. 

즉， 구로공단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제조업 

종 벤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구로공단 벤처안증 기업수와 전체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t7; 

123 

15.8%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0 (1995 , 1999); stock caster, 2000.10.(2000. 7‘)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홈페이지(www.sdic.or.kr) (2001. 3.) ; 
http://venture.smba.go.kr의 벤처기업 명단 (2001. 7.)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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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설문대상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업종별 비중 

남l 훌 

5.2% 

6 7.8% 

17 22.1% 

25 32.5% 

5 6.5% 

10 13.0% 

2 2.6% 

8 10.4% 

77 100.0% 

주) 업종의 구분은 중소기업청 (http://venture.smba.go.kr)의 벤처기업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함. 

자료:설문조사 

구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 

과， 업종구성에 있어서 벤처기업 통계와 같이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기기 및 장 

치 제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둘 이상의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 

는데 이들은 생산과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고있었다. 

구로공단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종사자수는 

평균 38.13명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종업원수 평균 38명과 거의 같은 수치이다 (대한 

상공회의소， 2001). 종사자수 규모별 비율을 자 

세히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1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이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기 

업이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규모를 보면 5"'19인이 

53.2%이고 50인 미만 기업의 비율이 77.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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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비교했을 때 구로공단은 전국평균보다 

소규모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종업원수 규모별 비율 

용당앓처1수 비 옳 

45 58.4% 

23 29.9% 

4 5.2% 

3 3.9% 

2 2.6% 

77 10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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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생산/서비스의 공간적 측면 

% 
-% 

B 
-9 

7--9 

7· 

n 
-n 

3 

3.9% 

21 

27.3% 

ε 합겨| 

2 

26% 

6 

7.8% 

2 

2.6% 

54 

70.1% 

9 

11. 7% 

14 

18.2% 

77 

100.0% 

1. 3% 1. 3% 

7 

9.1% 

2 

2_6% 

3 

3_9% 

주)A: 하나의 사업장에서 생산기능과 관리 · 서비스 기능이 모두 이루어짐. 

B: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 · 서비스 기능만 이루어짐. 
(생산시설 없이 외주제작 100%거나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연구기능만 이루어짐) 

C: 구로공단 내에서 생산시설과 관리 · 연구시설이 분리되어 있음. 
D: 구로공단 내에서는 관리기능만 수행하고 생산은 구로공단 외부에서 이루어짐. 

E: 구로공단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본사는 외부에 있음. 

자료:설문조사 

다음으로 이들 기업의 조직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10)와 같이 분석대상 업체 중 제조기능 

만을 하는 업체는 70.1% 서비스기능만을 수행 

하는 업체는 11. 7%였다. 특이한 것은 제조기능 

과 서비스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업체가 18.2%였 

는데， 이들 업체는 물품이나 장비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에 펼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시 

스템을 구축하는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이에 해 

당하는 업체들은 주로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었는데， 이것은 벤처기업이 제조나 서비스， 어느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요 

소를 병합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업체가 많 

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은 앞서 살펴본 업종구성에 있어서 둘 이 

상의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에서도알수있다. 

구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아파트형공장에 절반이상 입지해 있 

으며， 벤처집적시설인 벤처빌딩에도 34.7%가 

입지해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구조고 

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입지정책의 영향을 받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벤처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구로공단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생산과 서비스의 공간적 측면을 살펴 

보면， <표 10)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이곳에서 생산과 관리 · 서비스 기능을 모두 수 

행하는 업체가 57.1%를 차지했다. 또한 마찬가 

-31-



구로공단(서울디지휠산업단지) 산업구조재편에 관한 연구 

지로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관리 · 서비스 기능만을 수행하는 업체도 27.3% 

를 차지하였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업체이 

거나， 제조업체일 경우에는 공장을 자체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100% 외주제작을 하였다. 즉， 대 

상업체의 84.4%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 

고， 이것은 이들 기업이 중소규모이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구로공단은 생산 · 제조업의 기반 

이 강하기 때문에 45.4%의 업체가 하나의 사업 

장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창업관련사항 

구로공단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의 창업년 

도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 창업한 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의 43.4%가 1995년 이전에 창 

업한 기업들이다. 즉 창업 후 어느정도 성장단 

계를 거쳐 제품시장화나 대량생산단계에 들어간 

기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데 기업의 성장단계를 묻 

는 질문에 대해서 제품/서비스 출시 및 시장화 

단계(46.5%)와 대량생산화 단계(18.3%) ， 후발제 

품 생산단계(25.4%)의 비율이 연구개발이나 시 

제품 생산단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 전체 벤 

처기업은 1999년 이후가 55.8%를 차지하고 있 

어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 절반을 넘는데 

비해서， 구로공단의 벤처기업은 비교적 연한이 

오래된 기업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대상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년도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설문대상 업체의 구로공단 입주년도를 살펴보 

면， 2000년 이후 입주한 업체가 56.6%를 차지 

함으로써， 절반이상의 업체가 1990년대 말， 그 

중에서도 최근 1"'2년 사이에 구로공단에 입주했 

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추가 완공 예정인 아파 

트형공장과 벤처빌딩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증 

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로공단 전체 

업체수의 급격한 증가도 이러한 기업들의 몫이 

컸다는것을알수있다. 

결과적으로， 구로공단에 입주한 기술집약적 중 

소기업들은 이미 어느정도 성장의 단계를 거친 

기업들이고， 제품시장화나 대량생산시기에 있는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업체들이 평균 창업 

후 4.7년만에 구로공단에 입주했음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구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 

문에， 창업과 폐업의 빈도가 서비스업종을 다수 

포함한 비율보다는 낮다는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수있다. 

다음으로 창업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29.2% 

정도의 업체가 구로공단 내에서 창업했거나 인 

접한 구로구， 금천구에서 창업한 후， 구로공단에 

〈표 11) 구로공단 입주년도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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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구로구， 금천 

구가 서울에서 차지하는 창업비중이 5.3%(서연 

미， 2000)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주목할 

것은 강남 · 서초 · 송파구에서 이전해온 업체의 

비율이 17.3%인데 인터뷰 결과 강남 · 서초구의 

태헤란밸리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들이 최근 재정 

적인 어려움 극복과 사업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곳에 많이 입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창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82.3%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종사했던 사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창업 

자 출신 중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직원 68.8%(대 

기업 42.6% 중소기업 39.7%)인 것을 감안하면 

구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기업출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원래 이 

지역이 제조업의 생산기반의 역사가 오래 된 지 

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창업자 

중 대학교수나 대학원생， 대학생， 연구기관의 연 

구원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고， 창업입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대학， 연구소의 실험실이나 창업보 

육센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구로공단 지역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떨어지는 것 

을알수있다. 

정리하면， 구로공단은 창업의 장소로서의 역할 

보다는 연구개발 후 시제품 출시나 대량생산시 

작 시기에 사업공간을 확장하는 장소로서의 역 

할이 큼을 알 수 있다. 또는 벤처빌딩과 같은 새 

로 마련된 시설에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업체 

도 많고， 이들은 주로 생산시설을 직접 갖추기 

보다는 외주생산의 비율이 높고， 연구개발을 위 

주로 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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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의 역할 

여기에서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이 구로공 

단의 산업구조재편과 지역의 변화에 있어서 긍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2장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고도화 지역의 기술개발력 향 

상과 혁신성 증대， 기업간 연계와 협력증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기존 업체 

이전 유도와 토지이용 고도화의 역할까지도 살 

펴볼것이다. 

(1)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고도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인력， 노동시장 측면의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 

들 기업이 지역에 대한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고용창출，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고도화로 나타낼 수 있다. 

일단 구로공단 지역에 업체수가 증가한다는 것 

은 그만큼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후반에 구로공단의 

업체수는 그 이전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증가를 

기록했다. 종업원수를 보면， 1993년에 54,824 

명(정성훈， 1993)이었던 것이 1997년에 31,987 

명으로 줄었다가 2001년 7월에는 다시 34,259 

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참조) . 

그러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노동시장은 매 

우 유연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특성 

이 있고 (성소미， 2001), 이를 볼 때， 고용증대 

효과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나 고도화의 측면에 

있어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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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으로 형성된 고급인력의 노동시장은 지역 

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Glasmeier, 1988; Keeble 등， 1998). 

기술개발， 연구개발 인력은 이동성이 큰 특성이 

있고 예를들어 테헤란밸리의 벤처기업의 경우， 

고용인력들과의 계약기간은 1-2년 정도로 인력 

의 이동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있다 (이재열， 

2001). 구로공단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경우도 

기술변화와 시장변화가 빠른 업종이 많기 때문 

에 앞으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될 것으로 보이나 

태헤란밸리 지역과 같이 빠르게 인력이통이 있 

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테헤란밸리 벤처 

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업체가 

많고， 구로공단의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많기 때 

문에 기술변화나 시장변화가 테헤란밸리 만람 

빠르지는 않고，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제조업종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구로공단 기술집약적 중 

소기업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의 

고도화이다. 이러한 업체들이 많으면 산업구조 

가 변화하고， 따라서 인력이 저임금 노동자에서 

고임금 기술 · 지식 인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노동시장이 고도화될 것이다. 기술집약 

적 중소기 업들은 자체 연구소나 연구전담 부서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71. 8%로 나타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고급 

연구인력들이 구로공단에 많이 증가하였다. 또 

한 벤처기업 증가로 고급기술인력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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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종업원수 대비 연구개발인력비율 

자료:설문조사 

구로공단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대 

비 연구개발인력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종업원의 10%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인 업 

체가 전체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구 

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고급 연구인력 

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국제무 

역 부(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의 첨단기술산업의 정의 기준에 따르면， 종업원 

수의 10% 이상이 연구개발인력인 업체를 이 범 

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Lyons, 1995). 이러한 

고급인력들은 이 지역 노동시장 고도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한 업체의 

인터뷰에서 구로공단의 인력구성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같이표현했다. 

‘구로공단 지하철역이 과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 

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출근시간에 주로 생산직 근 

로자들이나 여성근로자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양복 

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공단 분위기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업체 또한 구조재 

편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 

라 이 지역에 연구개발 인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렇게 기존업체와 신규 입주업체 

의 연구개발인력 증가는 이 지역의 기술개발 잠 

재력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의 기술개발력 항상과 혁신성 증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 

나가 기술개발을 활발히 한다는 것이다. 기술집 

약적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술혁신이나 전문화된 기술적 능력이고， 이러 

한 연구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기 업 성공의 중 

요한열쇠가된다. 

설문조사 결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 

산권을 보유한 업체가 응답업체 48개사 중， 30 

개사로 62.5%에 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아 

직 보유하지는 못했더라도 현재 출원중인 업체 

가 16개사로 33.3%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적재 

산권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하는 업체가 

95.8%로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개발 활동을 활 

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업체도 4개사였다. 

〈표 13)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5 

n 

낌
 
π
ω
 

% 

% 

% 

% 

%
ψ
 6 

4 

7 

7. 

없
 % 

이μ
 

자료:설문조사 

地理學꿇훌훌 저139호 (2002.3) 

분석대상 업체의 연구개발투자 여부를 분석해 

보면， 92.1%의 업체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하지 않 

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한 기술이나 

보유한 기술을 대량생산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 

들이 었다. 연구개발 투자율을 보면， <표 13)과 

같이 5"'10%를 투자뺨 업체들이 30，4%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 이상 투자하 

는 업체의 비율이 68.1%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 

구개발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입주업체의 기술개발투자 비율과 비 

교해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입주업 

제 중 10% 이상 투자하는 업체가 19.4%인 것에 

비해 신규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37.7%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구로공단에 새로 입주 

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기존업체들보다 지역 

의 기술개발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나 

타내는것이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투자비율과 비교해보면 (Park, 2000),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10% 이상을 투자하는 비율이 

24.1%인데 비해서， 구로공단 기술집약적 중소기 

업은 37.7%로 매우 높은 연구개발 투자율을 보 

이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을 비교해보 

면， 일반적으로 19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 이 

상 투자하는 비율이 36.0%인데 비해， <표 14>과 

같이 구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은 

41. 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인"'49인 규 

모의 경우에는 12.7%인데 비해 구로공단 기업들 

은 34.8%로서 연구개발투자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지역 중소기업 중 연구개 

발 투자가 10% 이상인 기업야 26.0%인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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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00) , 구로공단은 37.7%를 보이고 있 

어서， 서울 타지역의 연구개발투자비율보다 높 

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집적하기 전인 IMF 이전과 비교하 

기 위하여， 1996년도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신창 

호 외， 1996), 1996년에 5% 이상 투자하는 업체 

가 구로구에 30.0% 금천구에 33.9%인 것에 비 

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획득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87.1%의 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의한 기술획득 

을 가장 우선으로 답해서 구로공단의 기술집약 

적 중소기 업은 자체 연구개발이 활발히 전개됨 

을 알 수 있다. 복수응답의 경우 타기업이나 타 

기판과의 공동연구나 해외에서의 기술도입도 많 

지는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로공단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비율이 적고， 특 

허 및 신기술 개발기업의 비율이 높다. 특허 및 

신기술 개발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구로공단에 

많은 것은 이 지역에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거나 이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기 

업도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보 

아 이 지역 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4) 규모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자료:설문조사 

12.8% 

5 

8J% 

10 8 8 

20.5% 25.6% 20.5% 20.5% 

7 8 6 2 

30.4% 34.8% 261% 8.7% 

15 18 14 10 

24.2% 29.0% 22.6% 16.1% 

〈표 15) 벤처 유형별 벤처기업 비율 

l 어얘~ I-i l ... ;2; ’ oi해ι~ 윷 비ι 올~ 
21.5% 

21 17J% 630 12.8% 

41 33.3% 1056 21. 5% 

56 45.5% 2166 44.1% 

123 100.0% 4909 100.0% 

39 

100.0% 

23 

100.0% 

62 

100.0% 

‘구/로셔공훌단 

0.5% 

3.3% 

3.9% 

2.6% 

2.5% 

자료 : 중소기업청(http://venture.smba.go.kr)의 벤처기업 명단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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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상은 향후 2년간 기술개발 투자율의 

계획에 대한 답변과도 연결되는데， 증가할 계획 

인 업체가 전체의 69.9%이고， 현상태를 유지하 

겠다는 기업이 27.4%로 앞으로 기술개발 투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기여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공단의 연구개발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구별 기업연구소 분포 및 연구인력 비중 

을 살펴보았다.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순으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소 수에 

있어서는 금천구가 4위， 구로구가 7위， 연구인력 

비중 측면에서는 금천구가 5위， 구로구가 7위를 

나타낸다 (서연미， 2000). 구로 · 금천구는 벤처 

기업 업체수에 있어서는 서울전체의 2.5%를 차 

지하고 있지만， 연구소 수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 

체의 8.9%, 연구인력 측면에서는 10.4%로 비교 

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설문분석에 있어서도 연 

구개발 전담부서나 독립된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업체가 71. 8%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인력을 갖춘 기업들의 평균 연 

구인력이 8.7명이고 연구인력비율은 전체 종업 

원의 31. 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을 

갖춘 기업들의 평균 종사자수는 27.6명으로 전 

체 분석대상 업체의 평균 38.1명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것은 연구인력을 갖춘 기업들은 비교적 

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가 많고， 따라서 종업원수가적지만 연 

구인력의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유 

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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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간 연계와 협력증진 

다음으로 이들 기업이 지역의 구조재편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생산조직이나 기업조직에 있어 

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생산에 있어서 외 

주생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생산의 

외부화는 기업의 생산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 

는 장점이 된다. 또한 다른 업체와 생산에 있어 

서 연계를 맺게 되어 타기업과의 협력이라는 것 

이 기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 

에 기업간 연계와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살 

펴보면， 자체공장에서 전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는 23.8%에 불과하고 자체공장이 없이 생산을 

외부화하는 비율이 19.1% 자제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부는 생산을 외부화하는 비율이 57.1% 

를 나타낸다. 즉 76.2%의 업체들이 생산기능 전 

체를 외부화하거나 일부를 외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장이라 할지라도 전 

문화하여 타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부경제 

(external economies)를 추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은 최근의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중 

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박삼옥 2001) 구로공 

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이러한 특성을 반 

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은 생산을 비롯 

한 기업활동의 일부를 외부화8)하는 경향이 강하 

기 때문에 기업간 연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연계 

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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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은 기업간 관계가 단 

순히 생산에 있어서 하청관계나 구매 · 판매 연 

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혁신과 학습이론을 살펴보 

면， 이러한 기업간 협력을 통한 지식의 전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룹을 

‘지식공동제’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설문대상 업체의 분석결과， 구매 · 판매연계로 

묶인 기업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동종의 기업과의 중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은 다른 

기관들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타기업 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지 

역별로 살펴보면， 구로공단 내 기업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업함에 있어서 구 

로공단 내의 기업들보다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것은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술집약적 업종 

의 기업들은 물자연계에 있어서 국지적인 연계 

보다는 비국지적인 연계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업들이 구로공단 

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간 연 

계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역 내 기업들의 협력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해외지역에 있는 기 

업이나 연구소， 기관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이것은 이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이 기술개발에 있어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이러한 인식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로공단 지역에 군 

집 (cluster)을 이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은 거 

래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성공과 실패의 사 

례를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박삼옥， 

2001), 그 과정에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개발과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술 협력에 대해 알아보면， 

65개 응답업체 중 타기관과 기술 협력을 하는 업 

체가 78.5%, 협력하지 않는 업체가 21. 5%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과 협력을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 협력을 하는 업체 중， 45.1%가 

민간기업과 41. 2%가 대학과 기술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간 기술협력이 가장 중요 

한요소로나타났다. 

8) 일례로 분석대상 기업둡의 경우 내부 인력이나 자원으로 기엽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해결하지 못했으며.60%가 념는 기 
엽이 정보기술 분야를 외부기관과 협력으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 및 관련서비스 분야， 세일즈 · 마거l팅 
분야， 경영컨설팅， 법률 · 회계와 같은 사업서비스룹 외부기관에 맡기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부는 총무 · 정리 · 인 
사와 같은 기능도 외주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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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기술협력의 계기 

꾸 월 

훨옛냉&갱변쩌〉빼와의밍 쩌형잉식적핵용 연홉경 
i협회동뼈과강생은꽁동잉l적때l혹뺑잉애옆쐐 영컬 

1i.~뤘겨I(~.DH. 폰f뼈연챔) 

*보스으다 
'õ -1 0 닙 

자료:설문조사 

71 Et 
합 겨l 

이러한 기관과의 기술협력의 계기는 가장 우선 

적인 것으로 ‘회사관계자와의 개인적 친분’이라 

고 답한 대답이 57.7%로 높게 나타나고， 비공식 

적 모임에서 연결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나서 기 

술협력이 주로 비공식적이고 개인적 측면의 관 

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의 

혁신논의에 있어서 ‘거래불가능한 상호보완 

(untraded interdepednedce)’ 과 집 합적 학습의 

;응답갓수흘우션되는 것 복수응답 

l 벼 률 용답수* 해 율 

30 57.7% 30 57.7% 

6 11. 5% 10 19.2% 

3 5.8% 6 11. 5% 

8 15.4% 12 23 .1% 

4 77% 4 7.7% 

L9% L9% 

52 100.0% 

개념이 이 지역에도 적용가능하고， 앞으로 이러 

한요소들이 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 

용할 것을 의미한다.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기업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 

위기를조성하여야하는데 이러한환경을 ‘카페 

테 리 아 효과(cafeteria effect)’ 라고 표현하기 도 

한다 (Keeble 등 1999). 

〈표 17) 공식 · 비공식 모임의 업무에 있어서의 도움 여부 

*평균점수는 1에서 5사이의 스케일에서 구한 값임.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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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 

31 

4 

59 

3.4% 

32.2% 

52.5% 

6.8% 

100.0% 

3.53 

율 

3 5.4% 

4 7.1% 

23 41.1% 

20 35.7% 

6 10.7% 

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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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 

업간 모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았다. 여기에서는 기업간 모임을 공식적 모 

임과 비공식적 모임으로 구분했는데， 공식적 모 

임은 기업협회나 세미나와 같은 모임을 의미하 

고， 비공식적 모임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미팅， 

소모임， 벤처클럽 등과 같은 모임을 의미한다. 

설문결과，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가 68.8%, 비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업 

체가 60.5%로 절반 이상이 타기업들과의 모임 

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모임 

과 비공식적 모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평균점 

수에 있어서는 공식적 모임의 중요성이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 

다’ 라고 대답한 비율에 있어서는 각각 6.8%와 

10.7%로 비공식적 모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 

다. 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비공 

식적인 모임이 업무 혁신과 정보교류에 있어서 

매우중요하다고했다. 

현재 구로공단 내에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 

의 모임은 강남지역과 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 

지는 않다. 그러나 몇몇 업체들 간의 교류는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교류와 협력 

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키콕스 

벤처센터’ 에 있는 437H 벤처기업들간의 모임인 

“거콕스벤처센터 CEO Club"를 들 수 있다. 기 

업의 CEO들간에 한달에 한번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다지 

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정보에 대한 강의를 받 

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뿐 아니 

라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모임도 있다고 한다. 이 

모임의 회장님과의 인터뷰에서 벤처빌딩에 입주 

한 업체들의 업종이 서로 다르지만， 마케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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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의 교류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업종 

간의 교류가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벤처빌딩 내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W사의 경우， 벤처기업들끼리 서로 정보교 

류를 하기도 하고， 인력이나 장비 측면에서의 도 

웅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M사의 대표 

이사는 IT업종과 비 IT업종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기도 한다고 했다. 

구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은 생산의 

외부화나 정보교류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서 기 

업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를 지원하 

는 제도나 분위기도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 

다. 일부 이러한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는 모임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 

요할것으로보인다. 

(4) 기존 업체 이전 유도와 토지이용 고도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구로공단 입주 증가는 

기존 업체의 입지적 구조재편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3,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말부터 노동집약적 단순제조업체들은 더 싼 임 

금과 토지를 찾아 외부로 이전해나간 경우가 많 

았고， IMF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또한 업체들의 

이전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업체들은 서울 

의 핵심지역의 임금과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경 

쟁력을 상실하고， 구로공단의 토지를 매각한 후 

외부로 이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적지 

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고 있으며， 따라서 기 



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이전해 나간 자리를 아파트형공장이 대 

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6년에 최초로 들어선 아파트형공장이 

성공을 거두자 그것에 힘입어 많은 업체들이 기존 

공장용지를 아파트형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이 지역에서 증가하 

고 이러한 입주가 성공하게 되자， 계속적으로 이 

러한 입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러한 수요증가와 기존업체의 구조재편 전략이 맞 

아 떨어져서， 기존의 업체들이 토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고， 외부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구로공단에 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 

기업은 다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입주를 유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형공장의 건설 증가와 

地理學論養 저139호 (2002.3) 

기존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9월 현재， 구로공단의 입주완료된 아파 

트형공장은 5개로 이곳에 아파트형공장이 세워 

지기 전에는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던 자리였다.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D사 정밀기기 제조업체인 

A사，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D사， 도자기 제조업 

체인 Y사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H사가 도산하거 

나 이전해나간 자리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섰 

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다른 아파트형공장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 

에 있다. 인터뷰 결과 염색업체인 H사와 인쇄업 

체인 S사가 이전해 나간 자리에 아파트형공장이 

건설 중이다. 또한 의류업체인 L사가 이전해 나 

갈 예정이며 그 자리에도 아파트형공장이 들어 

설예정이다 

〈그림 5) 구로공단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 현황 

톰톰 71를업JIIOI원핵ltl/OI현예정ltl 

• 언쳐l딩 g 톨쳐l딩 (건‘를/예정) 
• 이며톨를융장 緣 이찌IW훌장 (건M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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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구로공단의 이전적지와 이전예정 

지， 그리고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의 위치와 

현황을 나타낸다. 아파트형공장은 구로공단에서 

기존업체가 이전해 나간 이전적지를 대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형공장은 대체로 8 

층 이상의 고층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의 건물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이용을 고도화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 

다. 특히 구로공단 1단지에 아파트형공장이 급증 

하고 있으며， 밀집해서 존재하고 있다.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이 지역을 테크노파크로 조성할 계 

획을 세우고 있으며 벤처빌딩인 커콕스벤처센 

터 또한 2차가 건설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 

곳에는 많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집적하게 

되고， 이러한 집적은 앞으로 기업간 연계와 협력 

강화로 이어져서， 공단의 구조재편과 구조고도 

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4. 소결 

지금까지 구로공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구조재편에 있어서의 역 

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로공단에 신규입주한 

업체 중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벤처기 

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업체들보다 구로공단의 구조고도화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계 · 전기 

전자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술집약적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생산에 있어서 외부 

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들이고， 입지 

를 살펴보면 주로 벤처빌딩이나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에 

창업한 업체의 비율이 높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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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제품/서비스 출시 단계나 대량생산화 단 

계에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구로공단이 창업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단계를 거친 

기업들이 성장기에 입주하는 유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로공단 입주는 주로 벤처빌딩이나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시설의 매력에 의해 이루 

어졌으며， 이러한 사업공간에 대한 만족은 비교 

적높게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구로공단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주업체의 다수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다. 이 

들의 지역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의 역할과 기여 

가능성을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기업의 구 

조재편전략과 구로공단의 지역 산업구조재편 전 

략이 맞물려 이 지역에 상당수의 업체들이 입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 고도 

화와 지역의 기술개발 잠재력이 증가하게 되었 

다. 또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엽문화 정착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며 기술 · 정보 교류의 펼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서 기업간 협 

력이 증진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리고 공간 

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아파트형공장이 증 

가하게 되어，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효율성이 증 

가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기존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집 

약적 중소기업의 역할은 시작단계이며， 아직 완 

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기업의 입주를 

통해 이 지역을 기술집약 업체의 집적지로 발전 

시키고 기술혁신의 센터로서의 역할로까지 구조 

고도화 하려면 기업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고 정 

책적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구로공단 구조고도화 

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혁신 



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 

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구로공단의 

입지정책은 이러한 기술집약 업체들의 입주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그 

러나 이들 엽체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기술개 

발 활동을 하고， 기업간 협력을 통해 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집약 업체들이 성 

장 후 더 넓은 생산공간 확보를 위해 다시 이 지 

역을 떠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술혁신 순환과정 또 

한중요하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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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로 

지금까지 구로공단 산업구조변화의 역사적 측 

면을 고찰하고 이러한 산업구조변화가 1990년 

대 후반에 와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 

보았다. 또한 신규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의 지역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 

서분석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구로공단의 산업구조재편과 지역 

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기존업체의 이전적지에 아파트형공장이 건설되 

〈그림 6)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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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는 벤처빌딩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 

되었다. 이에 따라 구로공단에 신규입주 기업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규입주 기업 중에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벤처기업과 같은 기업형태를 가진 업체도 많다.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입주가 성공을 거 

두게 되자 이는 다시 기존업체의 이전을 유도하 

고 또 다른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촉진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 구로공단 

의 토지이용 고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술집약적 중 

소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인력의 수 

와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 

개발을통해 지역의 기술력을높이고， 이러한활 

동을 통해 기업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과 인식 

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존업체들도 구조재편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노동시장 고도 

화나 분리신설기업 창출을 통한 지역의 혁신력 

증가，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창출하는 데에는 미 

흡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본다. 

〈그림 7) 구로공단의 산업구조재펀과 지역변화 

기업간 협력 필요성 증가 

노동시장고도화 

--니 기술개발， 혁신 증가/불리신설기업 

기업간연계와 협력 증가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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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분석을 통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후반 들어서 구로공단의 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로공단 구조고 

도화 정책과 업체들의 구조조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아파트형공장과 벤처빌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주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다. 신규 입주업 

체들은 중심지 서울에 있으면서도 강남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구로공단의 분양가와 임대료 때 

문에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로공단의 기존업체들도 구조재편이 이 

루어지고 있다. 구로공단에 입주기업이 증가하 

였지만 한편으로는 1990년대 들어서 많은 노동 

집약적 업체들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해 나갔 

다. 남아있는 업체들은 공장의 규모를 축소하거 

나 연구인력 중심으로 인력구성을 변화시키거나 

하청 비율을 증가하는 형태로 구조재편을 추진 

하였다. 또한 기술개발 투자를 증가하거나， 생산 

공장을 연구소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연구개발 

의 비중과 중요성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셋째， 구로공단에 신규 입주한 업체들의 특성 

을 살펴본 결과， 중소규모의 업체가 많고， 기술 

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구로공단의 산업구조재 

편을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많고， 기계 · 전 

기전자 업종과 같은 제조업이 다수를이루고 있 

다. 또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 

으며， 창업기보다는 어느정도 성장기에 있는 업 

체의 비율이 높다. 

넷째，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 기술집약적 중소 

기업의 역할은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고도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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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기술개발력 향상과 혁신성 증대， 기업간 연 

계와 협력증진， 기존업체 이전유도와 토지이용 

고도화의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로공 

단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이나 연구 

인력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 

역의 기술개발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업 

간 연계나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 물자연계가 강 

하지만 정보나 기술교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간 협력이 증진될 것으 

로기대된다. 

다섯째 신규입주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토 

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 

다. 이들의 입주가 증가하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 

자， 기존업체의 이전적지에 아파트형공장이 건 

설되었고， 이것은 경쟁력이 떨어진 기존업체들 

의 이전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구로 

공단의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벤 

처기업이 전국적으로 급증하였고， 이러한 업체 

들은 주로 태헤란밸리와 같이 기존 산업의 기반 

이 없는 새로운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기존의 산업 집적지역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이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구 

로공단 지역은 강남지역과는 달리 창업의 장소 

보다는 이미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있는 업체들 

이 이전해 오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아 

이디어와 연구개발 단계 이후의 제품생산의 공 

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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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공단의 구조고도화 정책은 이러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구로공단으로 유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파트 

형공장과 벤처빌딩과 같은 시설의 설립과 저렴 

한 분양가， 임대료가 이러한 기업들을 꿀어들이 

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이 이전해 나가지 않 

고， 또는 이전해 나가는 기업이 있더라도 다시 

입주하는 기업들이 순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 

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구로 

공단 지역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 이 지역이 기술혁신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타기업이나 기관과 협력 

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구로공단 지역 

의 업체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계가 약하 

고 기업간 연계와 협력의 정도도 아직 미약하 

다. 이러한 점은 지속적인 기술개발 활동에 있어 

서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분석과 결론을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같다. 

첫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은 아파트형공장 

이나 벤처빌딩과 같은 입지지원이나 세제혜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의 적극적 기업활동 

을 위해서는 통신시설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를 

더욱 개선하고， 사업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을 확 

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산업단지공단과 기업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술집약적 종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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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각 업체에서 구로공단의 개선해 

야 할 점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했 

다.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는 양호한 환경이 매 

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와 소음 

없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인력들 

을 위한 편의시설과 오락시설 등도 이들에 맞게 

개선되고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간 연계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인 첨단 중소기업 

집적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업간 연계와 협 

력이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 

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지역 분위기가 조 

성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창출이 가능하 

게 된다. 산업구조재편에 있어서도 이러한 협력 

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협력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 

하고， 혁신적인 지역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존 입주업체와 선규입주 

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서로 배치되는 것 

이 아니라 연계하고 협력할수 있는환경을조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의 신규입주 못지 

않게 기존 업체들의 구조재편과 구조고도화 노 

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로공단에 남아 있어 

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이전을 유도하여 

새로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남아있는 기업은 연구 

개발과 기술개발을 활발히 하고 업종전환이나 

업종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 

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 

서 도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과의 

협력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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