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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왜 궁정적인 장소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장소는 매력적인 장소상품이 되며， 이러한 장소정체성이 형성 

된 장소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에 대한 물음의 답을 얻71 위한 시도이다. 바꾸어 햄면， 장소상품화의 시각에서 장소정 

체성의 형생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리학의 장소와 장소정체성의 논의를 마케팅의 시각에서 재해석 

하고 이들 논의에서 도출된 장소정체성 형성 메카니즘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여， 한때， 벤처기업의 메카로서 장소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된 테혜란밸리 사례를 통해 적용모텔을 검토하고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장소정체성이 형성되어 있 

는 장소는 그 장소정체생과의 ‘통일시’ 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향상시키려는 욕구에 의해 매력적인 장소상품이 되며， 이러한 

‘통일시’ 를 통한 장소를 이루는 ‘물리적 국면’ , ‘활동적 국면’ , ‘상정적 국면 의 ‘이미지 일치’ 에 의해 형성된다. 아울러 유 

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면들의 장소 형성은 장소이미지 또는 정체성을 강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미지 유사 

및 일치’ 는 장소정체성 형성의 선행변수이자 결과변수로 이해된다. 결국， 새로운 벤처활통의 영입으로 형성된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의 형성 메카니즘은 ‘활동적 국면(벤처활동)의 정체성장소정체성과의 통일시 -각 국면의 이미지 일치 -장소정 

체성 형성’ 으로 모식화된다. 사례지역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작적으로 ‘성공벤처의 메카’ 라 정의 할 수 있는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은 첫째， 테헤란밸리 벤처기업은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과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벤처기 

업의 정체성이 테헤란밸리 장소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긍정적인 주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둘째， 테혜란밸리에 입주한 벤처기 

업은 장소정체성의 영향(장소정체성과 ‘동일시’ )을 받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치우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셋째， 테헤 

란밸리 외부의 벤처기업 중 테혜란밸리에 입주의사가 있는 벤처기업의 이유는 테혜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을 ‘통일시’ 하여 다 

른 기업과 차별되는 기업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갖고자 함이었다. 넷째 테혜란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 중 비싼 임대료와 경 

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테혜란밸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려는 성향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장소의 위신을 향유(통일시)와 장소 

애착(장소상품에 대한 충성도) 때문이었고， 장소정체성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주했을수록 지속적으로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장소경험의 깊이도 입주지속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각 국면의 이미지 일치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테헤란밸리 내부 벤처기업(활동적 국면)의 활동， 페혜란밸리’ 용어(상정적 국면)가 지칭하는 범위， 테헤란밸리 장 

소정체성의 일치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시기별 벤처기업의 입주 특정과 페혜란밸리’ 용어(상정적 국면)가 지칭하는 범 

위는 장소정체성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테혜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은 활동적 국면， 상정적 국면이 ‘동일시 및 이미 

지 일치’ 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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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장소정체성， 장소정체성 형성 메카니즘， 동일시， 이미지일치， 브랜드싸， 장소마케팅， 테혜란밸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ual and empirical nature of an mechanism 

of place ident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s the viewpoint of marketing and brand-equity and 

c1arifies place identity from the point so that it might be better understood and ultimately inform place 

marketing and real estate marketing. The Teheran Valley , a largest venture businesses zone which has a 

strong and positive place identity in seoul is selected for the cas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refer to Teheran Va11ey as ‘a mecca for successful venture business' . 1 

purpose and taste a model of ‘Identity of activity facets-Place Identification-image congruity-Place 

Identity' derived from a structura1 equation of ‘Brand Persona1ity-Brand Identification-Brand Equity' in 

order to establish an mechanism of place identity.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laddering procedure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data from the executive members of venture businesses. The result are as follows; 1. 

The identity of venture companies is very similar to place identity of Teheran Va11ey. 2. The identity of 

venture companies at Teheran Va11ey are influenced by the identity of Teheran Valley so that they have a 

il1ibera1 image. 3. The reason why venture companies located at Teheran Va11ey is to obtain awareness and 

fame for self promotion. 4. In spit of high cost to rent office space and economic regression, there is a some 

tendency to continually stay at Teheran Valley, Because of place attachment or place identification. 5. 

Two-way ANOVA shows that the identity of Teheran Valley, venture companies' spacial distribution and 

rage of Teheran Valley which people aware are smiler. In conc1usion, place identity of Teheran Va11ey is 

made by image congruity of place' s three facets. 

Keywords : Place Identity , Place-Self Identification, A Mechanism of Place Identity, Image Congruity , 

Brand-equity , Place Marketing, Teheran Valley 

1. 서론 

U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최근 우리는 장소를 상품으로 인식한다. 이는 정 

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 자본의 세계화， 지방자치제 

의 실시， 소비성향의 변화 속에 국가， 도시， 지자체 

에서 건물 수준에 이르기까지1) 장소 간 경쟁이 치 열 

해져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때문에 장소마케팅2)이 

나 부동산 마케팅 등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거나， 

사회적으로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장소상품의 가 

치를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인식되는 장소정체성3) 

의 형성 메카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간과하 

1) 장소로 포괄되는 범위는 넓게는 국가에서 작게는 특정 자리까지로 매우 다양한 스케일을 지닌다. 
2) “특정 장소가 자신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그 이미지(정체성)를 부각하여 홍보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는 전랜(유우익， 

1995:28) 
3) 장소는 세계자본주의의 경쟁 강화로 기업들이 장소간의 작은 다양성과 특성에 더욱 민감하게 되므로， 도시지자체는 도시간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매력적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이미지 생산에 열중하게 된다.(Caπ ， 1992 ， 김덕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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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동체적 유대를 통한 생 

활의 만족감과 여유로움을 더해 줄 수 있는 장소성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보 

해야 한다(박영한， 2000:269)는 지적에서처럼 장소 

정체성은 비단 마케팅의 측면뿐만 아니라 삶을 윤 

택하게 만드는 개념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장소정체성의 형성 메카니즘 

을 밝혀 , 장소정체성을 이용한 효과적 마케팅전략 

이 모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논문의 함의 

가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지리학에서 논의되어 오던 

장소와 장소정체성의 논리를 마케팅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장소정체성의 형성메카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새롭게 소개하고자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주로논의할 연구과제는다 

음과 같은 물음으로 정리된다. 

• 왜 긍정적인 장소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장 

소는 매력적인 장소상품이 되며， 이러한 장 

소정체성이 형성된 장소는 어떻게 만들어 지 

는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사례지 역은 긍정적 

인 장소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어있던 테헤란밸리 

이며， 연구방법은 벤처회사의 임원과 벤처관련 업 

종에 종사하는 이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이다. 

地理學論흙 저144호 (2004.9) 

2) 연구지역과 선정이유 

본 연구의 연구지 역은 테헤란밸리의 오피스 밀집 

지역으로 정하였다. 마케팅 측면에서 이러한 선택 

의 의의는 시장 세분화(segmentation)와 시장표적 

화( targeting)에 있다 4) 

즉， 마케팅 타깃과 소비자가 명확해지며， 소비자 

의 시각에서 장소상품과 장소정체성을 파악 가능 

하게 한다. 특히 장소정체성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 

해 가지는 인식과 연상이미지 동 추상적인 논리와 

이해가 요구되는 것으로， 장소의 소비자가 실제 장 

소의 성격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차원의 접근방법 

이 펼요하다. 이는 또한 ‘장소마케팅’ 연구의 문제 

점， 거시적인 시각에서 오는한계점(장소는다목적 

으로유형화 지을수 없는불특정한다수를 대상으로 

삼는다5)). 

즉， 장소상품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 

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 가능케 한다. 다시 말해， 

장소상품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추구의 장’ 이며， 

대상은 ‘기업’ 이다. 한편， 오피스 밀집지역은 잠시 

머무는 관광지로서 장소보다는 더 깊은 장소정체 

성과 자아정체성의 통일시가 보다 선명하게 일어 

난다. 

‘테헤란밸리6) ’ 란 상징적 용어가 적용되는 강남 

구 및 서초구의 오피스 밀집지역이 본 연구의 공간 

적 대상기이며，테헤란밸리가가진장소정체성을직 

4) 시장세분화는 크고 다양한 전체시장을 통질적인 성격을 띠는 하위시작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 따라， 지리적 세분화， 인 
구통계학적 세분화， 소비행태적 세분화 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표적화는 시장평가를 통해， 세분시장 중에서 마케팅 활동을 집 
중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분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정하는 과정이다.(이무용， 20()3:42) 

5) Gregory J. Ashworth and He따 voogd, 1994 
6) 테헤란밸리는서울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즈니스클러스터를 명명동}는 말로서， r쩨기업과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관련 중 
소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7) 강남구 및 서초구의 오피스 밀집지역이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이며 강남구와 서초구의 오피스 밀집지역은 장소를 바라보는 시각 
에 따라 테혜란밸리라 칭해지는 장소정체성 이외에 다른 장소정체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 주제의 선명성과 연구가능성을 위 
해， 장소정체성 자체도 명확하게 한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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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뿔g 

〈그림-1) 연구의 공간적 대상 

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은 벤처이다. 

이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오피스 

밀집지역으로서 ‘물리적 국면의 대표성’ , ‘특정 

활동의 집중도’ , ‘장소정체성 형성’ 둥으로 다음 

과같이설명된다. 

첫째， 강남의 오피스 밀집지역은 서울 3대 오피 

스 하부시장8)의 하나로 한국 오피스 밀집지역의 

대표성을 지니며， 최근 3대 하부 시장 중 가장 빠 

른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둘째， 95년 전후 이 지역에 벤처기업이 몰리기 시 

작하여 현재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은 전국의 약 

2CWo, 서울의 약 40>/0 정도로， 탁월한 집중을 보인다. 

셋째， 1990년대 후반 ‘벤처기업이 성공하려면 테 

헤란밸리로 가야된다’ 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벤처 

기업은 실제로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테혜란 

밸리는 벤처기업에 적합한 장소상품으로 그 필요 

와 욕구를 채워줬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의 장 

소정체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9) 즉， 테혜란밸리 입 

주 기업은 ‘성공한 벤처기업의 메카’ 로 정의되는 

장소정체성과 기업정체성을 동일시하여 ‘성공한 

8) 최막중(1995)의 구분 

벤처기업’ 이라는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얻기 위 

해 이 장소상품을 선태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론적 논의 

1) 장소정체성의 개념 및 형성 메카니즘 

“장소정체성은 그 장소를 단순히 다른 곳과 구분 

하거나 개별성을 제공하며， 분리된 실체로 인식하 

는기반으로서 기여를하는것으로，개인이나집단 

이 장소를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장소에 대한 정 

체성’ 이다." (김덕현， 1996:63-64). 또한， “장소정체 

성은한개인이나집단이 어떤장소를다른장소와 

구별하여 인식하고 회상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 

는 것으로 (장소)정체성은 그것만의 독특함과 선 

명성을 지닌다" (이석환 외 , ibid). 한편， Beynon 

and Hudson(1993)은 “장소는 삶의 터로서 그들 

생활의 모든 측면에 관계되는 의미를 공유하며， 어 

디에 거주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어디에 

속핸 누구인가라는 (7.}아)정체성Gden따)을 형 

성 한다，" (이무용， 1996, 재인용)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장소는 인간 실존의 근간으로서 인간 

과 깊은 긴밀성을 가지며 자아정체성의 한 차원을 

구성한다(Relph ， 1976). 요컨대， 장소정체생과 자 

아정체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 아니 

라 양자는 서로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상 

호간의 ‘통일시’로설명된다. 

「정체성은 영어의 identity어| 해당하는 말로 그 어원 

9) 실제 많은신흥 IT기업(벤처)들은 이 지역이 갖는장소적 이미지로 인해 이 지역에 입지하는가 여부가사업의 성공을가늠동}는중 
요한 요인으로 인식될 정도였다.(시정개발연구원，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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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라틴어인 identitas. identicusOI 며 idem, 즉 동 

일하다는 뜻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체성은 다른 사 

물과 구별되는 배 타적 공유성과 다른 비슷한 것과 통 

합되는 상관적 공유성을 모두 포괄한다. 정체성의 개 

넘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동일성(sameness)과 

개 별성(i ndividuality ， oneness)이 다. 정체성을 도시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성은 ‘도시는 그 도시답 

다’ 라는 개념이고 변화에 대한 연속성과 동일화 

(i dentification)라는 개념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뻐|도 불구하고 

‘기본적민 그 무엇은 변함이 없다’ 는 것이 연속성이 

고 ‘그 도시에 관련되는 나는 그 도시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지거나 ‘그 도시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 

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 는 귀속감을 가지는 

것을 동일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성은 ‘도시 

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고 더 낫다’라는 개념으로 특 

이성과 우월성으로 세분된다. 특이성은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월성은 

‘그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는 무언가 뛰어나다’는 것 

을 의미한E너10) 

즉， 장소정체성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만 

의 매력으로 장소 차별화를 구현하는 ‘개별성’ 의 

요체이자， 또한 장소에 속한 인간이 스스로를 장소 

와 ‘동일시’ 하여 장소정체성으로 자아정체성을 확 

립시키는 장소의 상징적 국면11)이다. 이러한 까닭 

에 인간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자아실현욕구 

는 장소정체성이 형성된 장소에 대해 욕망을 가지 

게한다. 

10) 계기석 외 5인， 2001:3-4 

地理學論훌훌 제44호 (2004.9) 

즉，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는 욕구에 의해 그러 

한 장소정체성이 깃들어진 장소를 선호하게 되며 

장소정체성의 동일시 현상에 의해 주어진 장소에 

대한 위신과 명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향유하게 된다. 또한， 장소정체성에 대한강한욕구 

와 오랜 경험은 장소와 자아의 ‘동일시’ 를 깊게 만 

들게 함으로써 장소에 애착또는귀속감을생기게 

한다. 이 때문에， 장소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정감， 소속감， 유대감 퉁이 유발되고， 

장소는 결국 인간의 ‘삶의 질’ 을 높인다. 

Relph(1976)에 의하면， 이러한 장소정체성은종 

합적 장소경험을통해 형성되는것으로，장소를구 

성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인 물리적 국면， 활동적 

국면， 그리고 상징적 국면들의 상호작용， 즉 이들 

간의 의미가 연관되는 방식과 연계에 의해 형성된 

다. 즉 장소정체성의 형성은 장소경험과 장소구성 

요소간의 연관과 연계에 의해 파악되며， 따라서 인 

간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경험적 깊이는 연관과 연 

계의 깊이를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장소경험의 깊이 정도에 따라 장소정 

체성의 형성과정은 구분될 수 있다. 더불어 장소경 

험의 깊이는 ‘동일시’정도에 따라서도설명이 가 

능하다. 먼저， 인간은 장소와의 관계를 가지게 되 

고， 그 장소에 대해 인간은 반웅을 한다. 반웅은 또 

한， 장소에 의미부여를 일으키며， 이는 곧 장소정 

체성의 형성이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반 

웅과 의미부여는 장소의 활동적 국면인 인간의 정 

체성과 장소정체성과의 ‘동일시’ 로 깊이와 의미 

가결정된다. 

11) 장소란 일정한 공간(물리적 국면)내에 위치(지리적 실체로서의 장소)핸 인구(활동적 국면)들이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형성(입 
지로서의 장쇠하면서 공유된 가치 · 신념 · 상징(상직적 국면)을 보유(문화적 실체로서 장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공간 
적 토대이다.(김인， 1991:18) 따라서 장소는 물리적 국면 · 활동적 국면 · 상징적 국면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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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정체성의 형성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즉， 장소정체성의 형성은 인간의 정체성과 장소 

정체성과의 ‘동일시’ 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동일 

시는 연관과 연계에 대한 개념인 진솔성 

(authencity)으로 파악된다. 진솔성은 환경 형태의 

속성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의 속성이다. 과정이라 

는 측면에서 장소의 진솔성은 인간들이 한 장소를 

타 집단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활용하는 방식인 

사용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장소가 지 역 고유의 풍 

토적 특질(지역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 

된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장소의 진솔성은 사람들 

이 그들의 존재양식인 세계(시대적 배경)와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석환 외， ibid:179). 이는 〈그림-2)와 같이 모식 

화할수있다. 

요컨대， 장소정체성은 인간이 장소에 부여한 장 

소가치의 총체적 개념으로 기존 장소의 지역성과 

물리적 국면을 바탕으로 활동적 국면과 상정적 국 

면(문화적 차원)들의 긴밀한 연관에 의해 형성된 

다.그리고이국면들의 연관은서로간의 ‘통일시’ 

로 이어져 각 국면은 ‘일치’ 하게 된다. 

그리고 장소이미지 일치 (image congruity)는 물 

리적인 장소 및 개인의 자기 이미지와 관계하고 있 

.. 

시때적 g인 

… ;…”…ι춘.~←←←-듀-
•• ，톨.톨짚풀표E를.톨 ..... 

r ’ “+…‘”’ . 
i 장소 ‘ i 
; :+‘ ~ ……~!연현요잉1.. ‘ 서 -

; : ........ 、
: ;.;싼TTti ---iT땀 •• ' 

지찍상 

사회훈힘정IiI 

출처 : 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톨 

〈그림-2) 장소정체성 형성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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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와 가치관01 들어맞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 

한 이미지 일치는 장소정체성 및 장소애착에 강력 

한 영향을 준다(Hull VI , 1992:189, 이석환 외 , 

ibid:180, 재인용). 

2) 장소상품의 브랜드자산으로 장소정체성 

의 형성메카니즘 

브랜드 자산가치는 단순히 브랜드로서 설명되기 

어려운， 상품명에 속한 인지도와 이미지 같은 추상 

적으로 추가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표-1) 

참조)으로 지명에 의해 인지되고 연상되는 장소정 

체성과 ‘인지’ , ‘연상’ , ‘가치’ 의 공통 의미를 가 

진다. 이러한 시각은 장소를 상품이라 보는 관점에 

서 장소정체성을 브랜드와 통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있게한다. 

따라서 브랜드 형성 메카니즘을 장소정체성 형성 

메카니즘에 적용하여 밝혀볼 수 있다. 이유재 외 

(2002)는 “브랜드 퍼스낼리티-브랜드 동일시-브랜 

드짜” 모형을 통해 상품의 인간적 특성과 그 특 

〈표-1) 브랜드 자산가치의 개념정의 

William. 

L. 상품멍에 속한추가적인 가치 

W ilikei (1989) 

kevin 

L 

ke 11 er( 1993) 

박찬수 (1995) 

WelL et al 
(1992) 

소비자측면에서 브랜드 자산가지는 브랜드 

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 
해 브랜드 지식이 미치는 차별화된 효과 

고객이 어떤 상표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됨으로써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푼의 가 

지가증가된 부분 

상품에 가치를 더해주는 우수한 상품명의 

이익 

출처 : 강석정，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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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장소정체성과소비자 정체성의 동일시 

성을 ‘동일시’ 하려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 브 

랜드자산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브랜드 퍼스낼리티는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게 귀속시키는 인간적 특성들의 집 

합12) (the set of human charaαeristics or traits that 

consumers attribute to a brand)" 이 며 , 소비자들은 

이러한인간적 특성，특히자신의 정체성과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소비지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자아-규정 의식 (sense pf self

defmi띠on)’ 을 느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커 

뮤니케이션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개념13) 

(자아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브랜 

드에 동일시를 느끼고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된다. 

이 러한 의 미 에서 브랜드 동일시 (brand 

ident퍼cation)는 ‘고객기반 브랜드자산(customer

based brand equiη)’ 의 선행변수이자 결과변수로 

간주된다. 즉， 브랜드 동일시가 높아질수록 브랜 

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및 브랜드 충성도도 높아 

져 결과적으로브랜드자산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브랜드 동일시와 브랜드자산은 선순환의 

고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이유재 , 2002:6). 이 러 

한 모식도는 장소정체성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12) Aaker 1997,1999, 이유재， 2002 ， 재인용 

있다. 

즉， 장소상품은 활동적 국면을 포괄하고 있기에 

인간적 특성， 브랜드 퍼스낼리티를 풍부하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소내부의 장소소비자 

는 장소정체성의 인지도 및 연상을 높일 뿐만 아니 

라， 동일시를 통해 장소상품의 충성도를 높이는 변 

수가 되어 장소정체성이 브랜드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소외부의 소비자에게 긍 

정적인 장소정체성은 소비욕구와 소비자의 선호를 

유발한다((그림-3) 참조). 

다시 빨~， ‘z싸와 일치’ 하는 정체성을 지닌 상 

품을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경향과 À}Ó}가 선망하는 

정체성을가진장소를선호하는욕구는 ‘동일시’라 

는측면에서파악된다. 

결국 장소정체성과 장소소비자 정체성의 동일시 

는 새로운 장소정체성 형성과 강화에 선행변수이 

자 결과변수이며(각 국면의 이미지 또는 정체성은 

‘동일시’ 를 통해 연계되고) 각 국면의 ‘이미지 일 

치’ 는 장소정체성의 형성요인이 된다. 

요컨대 ‘브랜드 퍼스낼리티-브랜드 동일시-브랜 

드 자산형성’ 모형은 활동적 국면을 내포하고 하 

고 있는 장소상품경우에는 ‘활동적 국면의 정체 

성-장소정체성 동일시-각 국면의 이미지(정체성) 

13) 자아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느낌 (an individual’ s ideas and feelings about self)"으로서， 개인적 아이멘티티 
(personal identi미)와 사회적 아이멘티티(social identity)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이유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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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장소정체성 형성’ 으로 변형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1. 벤처기업은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을 보 

고 입주하였다. 즉 테헤란밸리에는 장소정체 

성이 형성되어 있다 

가실2.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과 벤처기업의 정 

체성은 동일시된다. 

2-1) 테헤란밸리의 활동적 국면인 벤처기업의 정체 

성은 ‘성공벤처의 메카라는 테헤란밸리의 장 

소정체성을 생산한다. 즉， 브랜드 퍼스낼리티 

(인간적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는 자 

신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상품을 선호하여 

이를 소비한다. 따라서 테헤란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정체성은 테헤란밸리 장소정체성 

과유사하다. 

2-2) 테헤란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테헤란밸리 

의 장소정체성에 영흔를 받아 긍정적인 이미 

지를 갖는다. 

2-3) 벤처기업들이 테헤란밸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테헤란밸리의 정체성과 기업의 정체성을 동일 

시하여 기업의 민지도와 이머지를 높이기 위 

해서이다. 

2-4) 테헤란밸리의 기업들은 장소정체성과 기업정 

체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장소애착(충성도) 

이 나타난다. 

가설3. 벤처활동은 장소상품의 구성요소로 장소정 

체성을 생산 또는 형성(브랜드 퍼스낼리티 

제공)하고 있어 벤처활동과 장소정체성은 일 

치한다. 그리고， ‘테헤란밸리’란 명칭도 장 

소정체성과 일치된다. 

3. 테헤란밸리의 형성과 오피스 임대 
료와공실률의변화 

테헤란밸리14)는서울시에서 가장규모가큰벤처 

집적지를 명명하는 말로서 강남지역의 오피스 밀 

집지역을 가르킨다. 강남지역 오피스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하는 서울의 3대 오피스 밀집지역의 

하나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오피스의 37.3%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그림-4) 참조). 

그리고 이 지역 벤처기업의 밀집을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벤처기업의 

48%, 전국 7,987 벤처기업의 24%의 높은 밀집을 

나타낸다. 시정개발연구원(2001)의 연구에 따르 

면， 테헤란밸리의 벤처기업들은 90년대 말 경제 전 

반의 침체 회복에 따라 강남지 역의 오피스 시장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4) 서울시 오피스 하부시장 

14) 테혜란로는 서울 특별시 역삼동 825-15(강남역사거리) 서초구 계에서 송파구 잠실통 50번지(삼성교)에 이르는 길로， 길이 쟁m 
너비 50rn의 대로로 2호선 상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길이다.72년에 ‘삼릉로’ 로 명칭되었다가 1977년 중동 건설 붐 시기에 테혜 
란 시장의 방한을 기념하여 펙l혜란로’ 로 개명되어 한국과 이란간의 외교적 선린정책과 중동시장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상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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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업력별 벤처기업 분포 뚫% 

였
 썼
 썼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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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 "'" 

、~、、

ι ‘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벤처기업명단(2003.2) 

자료 : 중소기업청， 2001 

또한 정보통신부(2002)에 따르면， 테헤란밸리에 

서 창업하는 기업 외에 외부에서 창업하였다가 테 

헤란밸리로 이전하는 기업도 같은 기간에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기초로 벤처기업의 수가 급증 

한 1999년와 벤처기업의 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2002년 하반기 이후의 임대료와 공실률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 벤처기업의 입주가 강남오피스 

밀집지역에미친 영향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1999년 초반에 이 지역의 공실률〈그림-8) 은 

15%으로 나타난 도심의 다음으로 서울지역 평균 

공실률 12%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던 것 

이 하반기에 들어서 2%미만으로 급감하여 서울지 

역 평균 5%에 크게 못 미치게 되었다. 

또한 임대료도 1999년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세가 평당 약 5만원， 

보증금이 평당 약 50만 원가량 급상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별 오피스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1990년 중반이후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1999년에 벤처기업의 증가가강남오 

피스 밀집지역에 끼친 파급효과가큰 것을파악할 

수있다. 

한편 2이2년의 공실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지역 

의 공실률은 1%미만으로 낮은 양상을 보이다 벤처 

〈그림-5) 서울시 구별 벤처기업의 분포 

즉， 테헤란밸리의 형성에 따라 오피스의 공급량 

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공실률은 긍정적인 방향으 

로 변화하였다. 강남구와 서초구 벤처기업의 수는 

아래 〈그림-6) 에서와 같이 1998년 1 ，000개에 미치 

지 못하다가 2001년 2 ，500여개를 웃돌고， 2003년 

에는 1,700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테헤란밸리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 

의 추이를다음 〈표-2)를통해 살펴보면， 테헤란밸 

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1990년 이전에는 16.3% 

인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7.5%였다가， 1991 

년 이후에는 전국과 비슷한 성향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 전국평균 20.20/0보다 6%가량이 

높게 1999년에 증가하였다. 

뼈
 없
 때
 때
 때
 w& 

1900 2tXXJ axl1 2002 ;n)3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넷， 벤처기업명단(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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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증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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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1) 서울지역별 보증금 변화 

-10-

자료 : 알투코리아 내부자료 

〈그림-10) 서울지역별 전세 변화 



기업이 줄어들기 시작한 하반기부터 공실률이 3%이 

상으로 크게 늘었다가 % 가량으로 서울시 전체 공 

실률과 비슷하게 안정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4. 벤처기업의 정체성-장소정체성 
동일시-각 국면의 이미지 일치
장소정체성 형성 

U 설문조사와분석방법 

(1) 조사와 문항구성16) 

설문조사는 전국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설문 조사 대상의 표집은 벤처기업 명단을 기 

준으로 하였고， 웹설문지의 발송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웹설문지는 이메일로 발송， 설문자들은 실 

시간으로설문에웅답하였다.약 5에0여개의 이메 

일이 보내졌으며17) 웅답은 2003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웹설문으로 수거된 데이터 

의 샘플은 400여 개가 넘었고， 이중 유의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설문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샘플 

은 테헤란밸리 내부(강남구와 서초구) . 외부벤처 

기업이， 각각 154개와 150개이다. 

설문의 문항은 문헌연구，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 

성한 내용을 코엑스 전자전 사전 설문으로 수정을 

거친 후， 테헤란밸리 내부， 외부 설문으로 구분하 

여구성하였다. 

테헤란밸리 내부 설문 내용윤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1) 기업의 분류， 창업 년도， 업종 

둥의 일반적인 기업 통계， 2) 입주사기， 입주위치， 

16) 부록의 설문지 참조 

地理學論훌훌 저~호 (2004.9) 

〈표-3) 테헤란밸리 장소선택 항목 

출처 : 강남구， 2002 ， 산업연구원， 2001 등에서 도출된 중 

요입주 요인을 정리 

107r지 입주요인(장소선택요인) , 이전 유무와 이 

전 이유와 이전시기， 이전하기 않았다면， 이전하지 

않은이유와앞으로의 이전의사동기업의 입지에 

관한 문항， 3) 테헤란밸리의 인지 범위， 4) 작성자 

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테헤란밸리 외부 설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1) 기업의 분류， 창업 년도， 업종 둥의 

일반적인 기업통계， 2) 테헤란밸리 내부 기업에 대 

한 이미지， 3) 운용상에 여유가 있다는 가정 하에 

테헤란밸리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사유무와 이유， 

4) 테헤란밸리의 인지 범위， 5) 작성자의 기본 인 

적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테헤란밸리 내 외부를 대상으로 10가지 장 

소선택요인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3장에서 언급된 테헤란밸리 입주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인터뷰조사결과를분석하여위의 〈표-

3)과같이도출하였다. 

17) 메일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300여 개의 메일 주소와 벤처기업 투자 컨설팅 회사와 벤처관련 포럼 둥의 커뮤니티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발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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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71-지 설문 항목은 기존 테헤란밸리 연구결 

과에서 입주요인으혹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인터 

뷰조사결과테헤란밸리 입주요인으로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 가지 장소구성요소 ‘물리 

적 국면’ , ‘활동적 국면’ , ‘상징적 국면’ 의 비율을 

비슷하게설계하였다. 

(2) 자료의 분석방법 

다음의 1071-지 장소선택항목과 입주시기와 입주 

위치를 자료로 사용하여 장소정체성의 시 · 공간 

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뼈)을 실시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장소정 

체성， 요인은 입주시기와입주위치로 설정하였다. 

사후분석으로는 Tukey 검정방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통계 패키지 SAS를 이용하였고 분 

산분석 이외에분석은단순통계법을사용하였다. 

2) 장소상품 선택요인으로서 장소정체성 

가실1. 벤처기업은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을 보 

고 입주하였다. 

테헤란밸리 내부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결과， 벤처기업이 테헤란밸리를 선택한 10가지 요 

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장소선택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20의 ‘주 

요고객과 시장에의 접근성(요인 7)’ 이고 다음으로 

‘성공벤처의 메카’ 라는 ‘장소 이미지(요인 8)’ 가 

3.68로 높게 나타났다. 장소이미지와 동일하게 두 

번째 중요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이 ‘2호선， 직선대 

로의 편리한 교통(요인 3)’ 으로 교통요인과 주요 

고객과 시장에의 접근성은 비슷한 맥락으로 편리 

한 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요인에 비해 주요고객과 시장에의 

접근성이 좀더 높은점수를받은 것은 이 지역에 

정보통신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적지 않은 벤 

처기업이 대기업의 외주업무나 대기업의 서비스 

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 두 

번째 중요요인으로 ‘성공벤처의 메카’ 라는 ‘장소 

이미지(요인8)’ 즉， 장소정체성이 높게 평가된 것 

은 이 지역에 장소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 

을입증하는결과이다. 

이는 테혜란밸리 벤처기업의 입지요인을 묻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2002)에 

따르면， ‘장소자체의 위신， 명성(지역 이미지， 혁 

신적 분위기)’ 가 입지선택 중요도의 가장 높은 요 

18) 분산분석이란 두 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동시에 비교하는 하는 경우， 이를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제품 브랜드 별 소비자 반웅의 차이를 살펴 볼 때 유용한 분석 도구 이다. 분산분석은 분석 대상 인자의 수에 따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 다원배치 분산분석이 있다. 분산분석이란 ‘측정 
치 전체의 분산을 몇 개의 요인효과에 대웅하는 분산과， 그 나머지의 오차분산으로 나누어 검정이나 추정을 실시하는 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측정치에 대한 변동의 크기는 편차의 제곱 합(sum of squares)으로 혜아려진다. 전체의 변동을 나타내는 총 편차 
의 제곱 합은 각각의 요인효과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처리요인에 의한 변통)과 문제삼은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포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오차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잔차요인에 의한 변동)으로 분해된다. 편차제곱의 합은 그 요인효과의 상대적 크 
기를 나타내는 기여율을 계산하는데도 이용된다. 편차 제곱의 합을 그 자유도로 나눈 것은 제곱평굵 또는 불편분산이라 부른다. 
어떤요인에 대한검정은그불편분산을오쁨산둥으로나눈분산비(F비)에 의해서 실시된다. 검정의 순서는귀무7냄 및 대 
립가설을 설정하고， 유의수준 a을 설정한 후 검정통계량 F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F값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따른다. 
F=(집단간 변량)/(집단 내 변량) 
이후 유의수준과 비교할 확률 p를 계산한다.p값은 F분포에 있어서 F이상의 값이 발생할 확률이다. 유의 수준과 비교할 확률 p 
를 계산 후， 얘t 혹은 기각치에 의해 귀무가절을 판정한다. 

19) 정보통신부(2002)에 따르면， 테혜란밸리 벤처기업 중 비즈니스 지원산업의 비율은 27. (jyo.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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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테헤란밸리 장소선택 요인 (n펴 54) 

번호 항목내용 
전혀 중요치 

。}。 | 중요치 않음 
i훌c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정보통신부(2어2)의 

결과에서도마찬가지이다. ‘편리한 주변교통여건’ 

다음으로 ‘지역의 이미지와 분위기’ 는 중요한 입 

지요인으로 나타나 장소정체성이 벤처기업의 장 

소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뒷 

받침 해주고 있다. 세 번째 중요요인은 ‘전문기술 

인력 확보의 용이성(점수 3.53, 요인6)’ 으로드러났 

다. 이는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관련 

벤처기업의 집적으로 인한 측면과 두 번째 장소선 

택 요인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교통과 장소정체성 

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피고용인 

의 입장에서 출퇴근하기 편리한 교통여건이 마련 

된 지역이 선호될 수밖에 없으며， 장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지 역보다 이미지가 좋은 지 역에 근무하 

는 것이 기업이 장소이미지를 보고 회사 위치를 

선택하듯，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도 이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일 것이다. 네 번째 중요 요인은 ‘신 

보통 중요 매우중요 겨| 중요도 

있다. 다음으로 ‘테헤란밸리라는 명칭이 주는 상 

정성(점수， 3.41 요인 10)’ 으로 웅답하였으며， 이 

는 장소정체성을 대변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금융 증권 벤처캐피 

탈， 컨설팅 업체의 밀집(점수 3.39, 요인하 과 ‘관 

련 벤처업체의 집적(점수 3.34，요인9)’ 으로 나타나 

실제 벤처기업이 느끼는 업무관련 지원업체의 밀 

집과 벤처의 밀집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소선택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와 선 

행연구고찰을 통해，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은 

장소선택 결정에 있어 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는것이확인되었다. 

즉， 테헤란밸리는 장소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은 벤처 

기업들을끌어들이는중요한요인이 되었다. 

규오피스， 인텔리전스 빌딩(점수 3.47, 요인3)’ 으 3) 장소정체성과 벤처기업 정체성의 통일시 
로 기업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과 첨 

단산업을 하는 벤처기업의 업무효율성을 보장해 가설2.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과 벤처기업의 정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체성은 동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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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정체성의 형성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1) 테헤란밸리 벤처기업의 정체성 

가설2-1. 테헤란밸리의 활동적 국면인 벤처기업의 

정체성은 ‘성공 벤처의 메차’라는 테헤란 

밸리의 장소정체성을 생산한다. 즉， 브랜 

드 퍼스낼러티(민간적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소비자는 자신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상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테헤란밸 

리에 입주한 벤처 기업정체성은 테헤란밸 

리 장소정체성과 유사하다. 

정보통신부(2어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자본금이 높을수록， 종업원 수가 많을 수록， 즉 회 

사운영이 어느정도 안정궤도에 진입한 기업일수록 

벤처둥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테헤란밸 

리의 경우， 벤처둥록 비율이 “ 1%로 전국의 40.3% 

를상회하고있다. 

이는 테헤란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비교적 성 

공한 기업이 많음을나타내 준다. 인터뷰를통해서 

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수 있다. 

fOI 지역(테헤란밸리)에 있는 벤처들은 다른 지역의 

벤처보다 회사 운영에 여유가 있는 기업이 많습냐다 

이 곳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입주하기도 어럽고 운 

영자금이 여유 높지 않으면 오래 버티질 못하니까 

돈 없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어있어요. 

구로공단에 빌딩을 사서 들어가는 버용과 여기 임대 

료는 맞먹을 정도로 여기가 많이 비압니다.J(강남대 

로에 입주한 |사의 KOI 사) 

「우리 회사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회사 운영에 여유 

가 생기면서， ‘성공한 벤처기업이 모인 곳’이란 이 

곳 이미지를 활용할 여유가 된다고 생ζ때서 이곳으 

로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 회사같 

이 점단산업을 구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 

으니까요.J(테헤란로에 입주한 C사의 M사장) 

위의 두번째 인터뷰에서 언급된 ‘첨단사업을 구 

가하고 있다는 이미지’ 는 테헤란밸리의 주류 업종 

및 벤처유형과 관련이 있다. 

서연미 (200이에 따르면， 창업률이 가장 높았던 

1999년 정보통신부문 서비스업 창업기업의 50%가 

강남구 및 서초구에 몰려 있는 점 둥을 통해 테헤 

란밸리 벤처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둥 

IT벤처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 러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강남구(2002)에 따르면， 테헤란밸리 벤처기업의 

주력 업종이 1999년의 첨단제조업에서 2001년에 

는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로바뀌고 있다20) 

또한 이 지역 벤처기업의 특성은 벤처캐피탈 투 

자기업의 비중이 전국과 비교해 높다21) (그림-12 ， 

13) . 

벤처유형은 벤처 우수， 특허신기술， 벤처캐피탈， 

20) 1999년에는 첨단제조업이 55.5%,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업이 27.“'Ó, 일반제조업이 8.6%이었으나， 2001년에는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업이 56.0%, 첨단제조업이 갱.6%， 일반제조업이 5.8%:로 특히， 2001년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엽의 경우에는 
테혜란밸리 벤처기업의 비중이 전국의 45.2%로 나타난다. 강남구， 서초구에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은 2 ，2327~로 전체 
의 기업의 56.7%가 집중되어 있다.(강남구， ibid) 

21) 테혜란밸리의 벤처기업의 인중기준 유형 분포는 연구개발 38%, 특허/신기술 29%, 벤처캐피탈 25%, 벤처평가우수 80/0'순이며， 전 
국 벤처기업의 인중기준유형의 분포， 연구개발 300/0，특허/신기술 300/0， 벤처캐피탈 16%, 벤처평가우수 12%와 비교할 때 테헤란 
밸리의 벤처기업의 인중기준 유형은 특허/신기술의 비중이 낮은 반면， 벤처캐피탈과 연구개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강남구， 
ibid). 이 지역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접에 의해 대면접촉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이미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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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기업청， 2001 

〈그림-12) 1999년 전국 벤처기업 유형 

자료 : 중소기업청， 2001 

〈그림-13) 1009년 테헤란밸리 벤처기업 유형 

벤처평가우수22) 등이 었으며 이중 벤체캐피탈 투 

자유형은 정부의 정책사업이나 정부의 평가에 의 

해 제도적으로 지정된 기업보다는 개별기업의 기 

술과 아이디어 둥이 뛰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미 래 

성공률에 도전하고 있다.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경 

영 형태가 아닌 고위험·고소득을 노리는 성향이 

강해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보다 벤처기업다운 ‘모 

험적’ 이미지가 강하다(강남구， 2002:104 ， 참조). 

종합하자면， 테헤란밸리에 위치한 벤처기업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의 벤처기업과 비교하여 성공 

地理學論훌훌 제44호 (2004. 9) 

한 기업 또는 자금상의 여유가 있는 기업이며， 첨 

단 산업을 구가하고 있고， 모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있다. 

이는 ‘성공 벤처의 메카’ 라는 테헤란밸리의 장 

소정체성과유사한것으로판단할수있어，벤처기 

업은 자신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상품을 선호함 

을알수있다. 

(2) 테헤란밸리 벤처기업의 이미지 

가설2-2 테헤란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테헤란 

밸리의 장소 정체성에 영흔떨 받아 긍정 

적인 이미지를갖는다. 

테헤란밸리 외부에 위치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테헤란밸리 내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타 지역의 

벤처기업과 비교한 설문조사의 결과， ‘투자 유치 

가 용이한 이미지(70010)’ ‘내실보다 회사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이미지(68%)’ 에 관한 항목은 긍정적 

인 반웅을 나타냈고， ’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이미 

지(19%)’ , ‘수익률이 좋은 이미지(23%)’ 로 20010 내 

외만긍정으로답해 부정적인 입장을보이고 있다. 

요컨대， 외부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테헤란밸 

리 내부 벤처기업의 이미지는 투자를 비교적 받기 

쉽고， 내실보다 회사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며， 

자기자본 비율은 낮고， 수익률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이렇듯 외부 벤처기업이 테헤란밸리 내부 벤처기 

22)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 7년 이내에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총액 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신주인수총액 
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2. 연구개발투자기업: 최근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3. 특허/신기술 개발기업: 특허기술이나 신기술(정부기술개발사업) 제품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 또는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4. 벤처평가우수: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기업(강남구，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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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 치우친 이미지를갖고 있다는사실은테 

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이 테헤란밸리 내부에 있 

는 벤처기업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 

준다.그러나한편，이러한부정적인이미지와는정 

반대로 벤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테헤란밸리벤처기업의 이미지는 매 

우긍정적이었다. 

「한동안 벤처기업들 간에 테헤란로 인근 지역으로 입 

지하게 되먼 주가상승 차익만도 엄청날 것이라는 소 

문이 돌았다고 한다. 심지어， 투자자들로부터 이 X 

역으로 옮기라는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J 경) 

「실제 많은 신흥 IT기업(벤처)들은 이 지역이 갖는 장 

소적 이미지로 민해 이 곳 입지하는가 여부가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24)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벤처기업의 임원과의 인터뷰에 

~I첩단산업 이미지 

자기자본 벼뚫01 높쯤 이이지 

후자 유*m 용01한 이머지 

기슐력이 좋온 이미저 

수익톨이 훌온이미지 

내싫보다회사이미지에 
신경훌쓰논이미지 

ι、‘ i 

‘잠 

;확錢t혈i‘l 

0% 25% 

서알수있다. 

r고객회사 ，협력회사 임직원들은 회사가 테헤란밸리 

에 있으면 자금 운용상에 여유가 있고 기술력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J( 터|헤란로에 입주한 C벤처기업 M 

사장) 

그렇다면 테헤란밸리 외부 벤처들이 테헤란밸리 

벤처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벤처기업은 테헤란밸리에 있는 벤처기 

업에 대해 대게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벤처경기가 

활황일 때는 투자가 테헤란밸리 쪽으로만 몰렸던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에는 과잉투자의 부작용과 여러 비리들 

이 터져 나오면서25) 테헤란밸리 벤처이미지는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벤처라는 기업이미지를 

감、t 

fí)% 75% 100% 

톨전혀그렇 ^I 않용 III 그렇지않용 디보흉입 디.:l뿔컷잃 fl] OH 쭈.:l짧것앓 

〈그림-14) 테헤란밸리 내부기업의 이미지 (n펴 50) 

23) 이재열， 2001 
24) 시정개발연구원， 2001 
25) 벤처투자를 받은 뒤， 운영은 둥한시하는 한탕주의 벤처문화의 기숭과 여러 건의 부조리한 정경유착 형 벤처비 리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는 경제상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1년 ‘벤처거품’ 설을 낳았다(권오혁 외，2002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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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생겨났죠.J (테헤란로에 입 (3) 장소선택 동기 

주한 C벤처기업 M사장)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벤처가 큰 

호황을 누리던 1999년과 2에0년의 테헤란밸리 벤 

처기업의 이미지는 ‘성공 벤처의 메카 라는 장소 

정체성과 더불어， 즉 영향을 많이 받거나， 실제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기업들이 대거 모여 있어 이 

른바， ‘성공한 벤처기업’ 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이 

미지를 가졌었고 지금도 일부 지속되어 오고 있다. 

(가설 2-2) 

그러나 2001년 이후， 벤처산업이 위기와 여러 부 

작용이 들어나면서 긍정적 이미지는 퇴색 되어 갔 

고， 특히 테헤란밸리 외부 벤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있다. 

한편， 테헤란밸리 내부 벤처기업이 회사이미지 

에 치중한다는 항목의 긍정정도7r 가장 높게 나타 

난것은간접적으로벤처기업들이 ‘성공벤처의 메 

카 라는 장소정체성과 기업의 정체성을 동일시하 

여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테헤란밸리 

에 입주하였다는사실을나타낸다(가설2-3). 

거훌UI Slt .~Ät와S했 를쩔훌 
휩ec 

.사S갱 ~Xl !i.톨 훌OPI 휘했 

i훌훌.，11월，함.T~훌 시셜 01 
훌 o.쩌 

I예A.OJll앓lot :r.~훌01 획2!l 

0% 앓5찍$ 

가설2-3. 벤처기업들이 테헤란밸리를 선호하는 이 

유는 테헤란밸리의 정체성과 기업의 정체 

성을 동일시하여 기업의 인지도와 이미지 

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다음 〈그림-15>은 테헤란밸리 외부 벤처기업 중 

회사 운영상의 여유가 있다면， 테헤란밸리에 입주 

할 의λ까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벤 

처기업의 장소선택 이유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설 

문웅답자 150명중에 47명이 테헤란밸리에 입주 희 

망 의사를 나타냈고， 장소선택 이유에 대해 〈그림-

15>와 같이 반웅하였다. 앞서 테헤란밸리 내부 장 

소선택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옹 고객과 시장에의 

접근성과 동일한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래 

처와 투자자와의 근접을 위해’ 는 가장 긍정적인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회사의 인지도 

를 높이기 위해’ 는 82%.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회사 이미지에 도웅이 되므로’ 도 75% 

이상으로긍정적인 이유로나타났다. 이는장소선 

택의 이유가 테헤란밸리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장소정체성과 기업(자아) 정체성의 통일시하여 기 

50% 75% ?짧% 

l헌8t:l훨 XI않옳 CJ :l훨 Xj 않옳 OS!톨앓 口:l혁짧 훨 0"￥:l협짧 O .lf.훌앓 

〈그림-15) 입주희망 이유 (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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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임을 나타 

낸다. 게다가， ‘교통， 빌딩， 하부구조 등의 시설이 

좋아서’보다동일시를위한사항이 훨씬긍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을 미루어 물리적 시설이 제공하는 

실용적인 혜택보다상징적 혜태이 장소선택하는 

데 더 중요한 고려 이유가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테헤란밸리의 입지요인을 분석한 다음의 

연구에서도알수있다. 

『개별입지요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입지특성을 살펴 

보먼， 소규모이지만 신생기업일 수록 기업의 인지도 

증대와 기업 홍보효과를 위해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 

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한 기업 

의 경우에는 도로 전면이나교차로 및 지하철에서 멀 

어진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 .1웅) 

(4) 입주지속 이유 

가설2-4. 테헤란밸리의 기업들은 장소정체성과 기 

업정체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장소애착 

ÃI명삐 .OR짝를 당111때문 

이 나타난다. 

테헤란밸리 내부에 위치한 벤처기업에게 테헤란 

밸리에 계속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전체 154명 중 105명인 68% 

가 계속 입주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웅답하였으 

며， 입주지속 이유에 대해， (그림-16)와 같이 응답 

하였다. ‘정보와 인력의 교류에 유리하고 투자자 

와 거래처의 근접 때문? 이 80%이상으로 가장 긍 

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나온 장소상품 선 

택의 중요요인과 동일한 맥락의 질문으로 집적의 

이익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보여 

지며，테헤란밸리내부벤처기업들간의 정보와인 

력의 교류 둥이 활발히 j이루어지는 것을 간접적으 

로알수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반웅을 보인 ‘이사의 비용과 

번거로움때문’은이윤을추구하는기업의 입장에 

서 경제적 비용은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 

로 파악된다. 그리고 장소정체성과의 동일시와 관 

련 있는항목， ‘지역에 애착을느끼기 때문에’ ‘지 

역의 명성과 위신을 계속 향유하고 싶어서’ 에 대 

|훌펀팩그렇치않를 원그렇:;1않를 용 보통얹 짧그라할얻 DH루그러합| 

〈그림-16) 입주지속의사에 대한 이유 (n=걱 05) 

26) 강태규， 2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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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입주지속 유무와 장소정체성의 중요도 

(n펴 5띠 

지속적 입주의사가 있는 벤처기업 

(n=105) 

지속적 입주할 의사가 없는 

벤처기업 (n=105) 

4.07 

2.84 

한 긍정적인 답변은 각각 53%， 630/0로 높지는 않지 

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상세하 

게 분석하여 보면， 장소정체성을 보고 장소를 선택 

하였는지에 따라， 장소경험과 깊이에 따라 장소애 

착이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의 〈표-5>는 테헤란밸리에 계속 입주할 의사 

가 있는 105개의 기업과 그렇지 않은 49개의 기업 

이 장소정체성의 중요정도를 나타낸다. 전자의 기 

업은 입주 선택시 장소정체성의 중요도를 4.07(5 

점 척도)로 후자의 2.84보다 장소정체성에 대해 중 

요하게 인식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장소정체성을 

입주선택 요인에서 높게 평가한 기업은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비해 장소에 오래 지속적으로 머물려는 

경향이 있음을나타낸다. 

그리고 테헤란밸리에 지속적으로 입주의사를 밝 

힌 105개 기업을 살펴보면， 테헤란밸리에서 창업 

한 기업 92개 중 71개， 그렇지 않은 기업이 62개중 

34개의 기업이 긍정으로웅답해， 장소경험의 깊이， 

즉， 창업 초반에 어려운 시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또한 장소에 얼마나 오래 머물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두 가지 결 

과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테헤란밸리에 김은 애착을 느끼고 있고， 벤처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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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누구나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 강남대로에서 처 

음 시ξ빼서 .... 테헤란밸리의 장소이미지를 얻기 위 

해 ... 테헤란밸리로 이전하면서 추가된 운용 비용이 2 

배가 넘습니다. 뭐， 인테리어비， 임대료 .. 등 해서 강 

남대로보다 여기가 훨씬 비싸죠 .... 그러한 비용을 부 

담해도 테헤란밸리에 온 것을 만족하고， 여건이 닿는 

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 .!(터|헤란로에 위치한 MÁr 

벤처 사장 L씨) 

위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테헤란로를 테헤 

란밸리라 여기고 있고 장소정체성을 얻기 위해 강 

남대로에서 테헤란로로 이전했음을 알 수 있다. 

즉，강남대로보다테헤란로에장소의 위신을더욱 

느끼고 2배의 비용이 더 추가되어도 테헤란로 이 

전에 만족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장소애착， 즉， 높 

은 충성도를 가지고도 있다. 

이와는 반대의 사례， 창업하지 않은 기업의 인터 

뷰내용은다음과같다. 

「우리회사는 원래 관악구에 있다자 2000년 12월에 

테헤란밸리에 처음입주 했는데'" 강남역 사거리에 있 

다가 테헤란로로 다시 옮겼죠. 여기 오게 된건 테헤 

란로가 2호선 라인의 관통하고 있어서， 고객사와 협 

력사와 상호 방문이 용이하고 직원들도 출퇴근하기 

편하고 ... 별로， 이 곳에 특별한 애착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J테헤란로에 위치한 C사 벤처 사장 H씨) 

위의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벤처기업은장소 

정체성 보다는접근성과집적의 이익 때문에 이 지 

역에 입주하였으며，타지역에서 창업을하여 장소 

애착이 덜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주지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경제침 

체에 따른회사수익의 악화와 이 지역의 높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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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강 

남구(2002)의 설문조사결과에서 테헤란밸리지역 

에 입지한 벤처기업의 70010가 높은 임대료를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로 짐 

작할수있다. 

4) 벤처활동- ‘테혜란밸리’ 용어-장소정체성 

의 일치 〈그림-17) 벤처기업 입주추이 (n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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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벤처활동은 장소 상품의.구성요소로 장소정 

체성을 생산 또는 형성(브랜드 퍼스낼리티 

제공)하고 있어 벤처활동과 장소정체성은 일 

치한다. 그리고 ‘ 테헤란밸리’ 란 명칭도 장소 

정체성과 일치한다. 

〈그림-18) 벤처기업 입주위치 (n:킥 54)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강남구 기 

타와 서초구 기타에 비해 작은 면적임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벤처기업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적 분포의 특정은 강남 서초구의 벤처기 

업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강태규， 2001)에서도 통 

일하게확인할수있다. 

(2) 벤처활동과 장소정체성의 일치 

앞서 살펴본， 시 · 공간적 벤처활동의 특징을 기 

준으로 입주요인 중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인 

‘성공벤처의 메7F 라는 장소이미지에 대한 장소 

내부 소비자들의 웅답결과를 가지고 분산분석 

(Twθway ANOVA)하여，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 

성이 시기별， 공간적 분포별 벤처활동의 특징과 일 

치하는지알아보았다. 

검정통계량이 3.56이고 그때의 유의확률 O.CX>1S 

-20-

(1) 시기별 공간별 벤처활동의 특징 

테헤란밸리 장소상품의 시기별 벤처기업이 입주 

한 특정을 〈그림-17)로 살펴보면， 1998년과 1999 

년에 벤처기업이 전년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998년의 비중은 전체의 

10010.로 1982-1997년간의 증가율에 비해， 4배 가까 

이 증가하였으며， 1999년의 벤처입주률의 비중은 

전체의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1년 

이후의 벤처기업의 입주률도 전체의 360/0로 벤처 

기업은꾸준히 이 지역으로입주하고있음을알수 

있다. 

그리고 벤처활동의 공간적 특정을 〈그림-18) 통 

해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공간적 분포는 테헤란로 

38%, 강남구기타 21%, 양재-포이 16%, 서초구기 

타12%， 강남대로 11%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 

해， 테헤란로에 벤처기업이 가장 두드러지게 밀집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테혜란로와 강남대로 

의 비중이 전체의 쐐o를 차지핸 것으로 나타나， 



〈표-6) 분산분석 검정통계량 

<유의수준( a=0.05) 이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표-6) 참고). 즉 장소정체성은 기간별， 지역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7) 아노바 테이블 

〈표-7) 기간별， 지역별 차이를 구분하여 살펴보 

면 기간별， 지역별 모두 유의 확률 <유의수준 (a 

=0.05) 이므로 기간별， 지역별에 따른 장소정체성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별*장소별 유의 

확률 OJE7 ) 유의수준 ( a=0.05) 이므로 교호작용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사후 검증을 통해 재확인을 해보면， C구간 및 1 

지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간별， 

지역별 모두 두 그룹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 

〈표-8 TUKEY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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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장소정체성의 시 · 공간적 차이 (n펴 54) 

인할 수 있다((표-8) 참고). 

위와 같은 결과를 프로파일 도표로 시각화하여 

본 결과는 〈그림-19)과 같으며， 장소정체성은 1지 

역(테헤란로， 강남대로)， 2지역(테헤란로와 강남대 

로를 제외한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라 기간별로 

변화를보이고 있으며， 지역간 · 기간별 변화의 차 

이가있음을알수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지역의 테헤란로와 강남대 

로일대 지역 및그외 서초，강남구지역모두시기 

별 변화가 있으며， 그 변화량 및 변화추이 또한 시 

기별 벤처활동의 특정과 매우 유사한 성향으로， 94 

년 이전과비교하여 1998년은가장급격하게 상승 

하며， 이후 그 변화량이 완만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지역인 테헤란로와 강남 대로를 제외한 

양재-포이지역， 강남기타， 서초구기타지역의 기울 

기는 %년 까지 급상숭하였다가 98년 이후 하락하 

는경향을보인다. 이는%년 이후 이 지역에 입주 

한 벤처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며， 또 

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1지역에 비해 벤처활동 

이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 

정체성 형성이 미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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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재-포이지역은 따로 양재-포이밸리로 명칭이 

구분되어 있어 테헤란밸리로 인식되기 어려우며， 

구성업체의 성격이나 지원인프라의 정도， 기업간 

웅집성과 문화 동에서 대조적인 측면긴)을 가지고 

있어(권오혁， 2002:214) 테헤란밸리 장소정체성으 

로보기 어려운인식이 확산된것으로보여진다. 

이와는 반대로， 테헤란밸리로 인지되고 있는 1지 

역인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는 장소정체성이 강하 

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95-98년 장소정 

체성의 급상승은 99년과 2어0년에 벤처기업이 대 

거 입주하는 주요 동인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이후， 99년과 2000년은 완만한 상승패턴을 보 

이다， 벤처기업의 증가율이 둔화된 2001년 이후에 

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벤처활동 

과 테헤란밸리 장소정체성의 변화패턴의 일치한 

다고해석할수있다. 

(3) 장소정체성과 ‘테헤란밸리’용어의 일치 

앞장에서 테헤란밸리 장소정체성이 테헤란로주 

변과 강남대로 주변에서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장에서는 장소정체성과 ‘테헤란 

밸리’ 용어가 적용되는 범위가 일치하는 지를 살 

펴보면다음과같다. 

테헤란밸리 내부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테헤란밸 

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림-2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주변으로 답 

한 웅답자는 4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테헤란 

로와 그 주변이라는 웅답비율도 36%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비중을나타냈다. 

요컨대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주변이 테헤란밸리 

〈그림-20) 테헤란밸리의 범위 (n펴 54) 

라고 여기는 웅답자는 전체 비중의 84%로 대부분 

을 차지한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강남구와 서초 

구라는 웅답이 9%, 강남구라는 웅답이 4%, 강남 

구， 서초구， 송파구라는 웅답과 무웅답이 각각 2% 

와 1%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장소정체성과 ‘테헤란밸리’ 란 

용어가 일치됨을 보여주며， 실제 벤처활동의 집중 

도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은 ‘테헤란밸리’ 란 

용어의 ‘테헤란’ 이 테헤란로를 지칭하고 있기 때 

문으로풀이된다. 

5) 소결: 벤처기업의 정체성-장소정체성 동 

일시-각국면의 이미지 일치-장소정체성 

형성 

전국의 벤처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테헤란밸리에 전국의 20%, 

서울의 4αVu가 넘는 벤처기업이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는 테헤란밸리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주효했다 

(강남구， 2002 ， 참고). 

다시 말해， 테혜란밸리는 널리 인지될 뿐만 아니 

라 머릿속에 긍정적인 여러 연상을 일으키는 강한 

장소정체성이 형성된 장소이다. 이렇게 장소정체 

27) 페헤란로 주변’ 에는 주로 지명도가 있고 일정수준의 규모를 갖춘 회사들이 집적되어있으며， 벤처캐피탈과 홍보대행사 둥 각종 
지원지고나이 겸비된 반면， 양재-포이밸리에는주로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권오혁， ibid，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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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하게 형성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테헤란밸리 장소정체성을 브랜 

드 자산으로 설정하여 ‘브랜드퍼스낼리티-브랜드 

동일시-브랜드자산’ 형성의 모형을 테헤란밸리에 

대입하여장소상품의특성에맞게 ‘벤처기업의 정 

체성장소정체성 통일시-각 국면의 이미지(정체성) 

일치-장소정체성 형성 ’ ‘동일시’ 결과들은 〈그렴-

21)과같이 도식화할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정체성과 벤처기업 정체성의 ‘통 

일시’ 는 테헤란밸리 장소를 이루는 ‘물리적 국 

면’ , ‘활동적 국면’ , ‘상징적 국면’ 의 이미지 일치 

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의 정체성-장소 

정체성 동일시각 국면의 이미지(정체성) 일치-장 

소정체성 형성’ 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테헤란밸리 내부에 있는 벤 

처기업이 장소정체성을 생산(브랜드 퍼스낼리티 

제공)하는 지， 그리고 동일시를 통해 각국면의 이 

미지 또는 정체성은 일치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기별 · 공간별 

장소정체성의 특정과 벤처기업 활동의 특정을 비 

교하여 활동적 국면과 장소정체성의 일치성을 연 

구한 결과 일치하는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장소정체성과 ‘테헤란밸리’ 용어의 지역 

적 적용 범위도 이와 일치하는 성향을 보여， 테헤 

쏘비욕구짜극 

려t삐IÄI띄 센~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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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밸리의 활동적 국면， 상징적 국면이 장소정체성 

의 얼치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각 국면은 ‘동일시’ 란 연결고리로 통합 일 

치되어 장소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테헤란 

밸리의 장소정체성은 활동적 국면인 벤처기업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성공한벤처，혹은자금운영에 여유가있는등 

의 특성(퍼스낼리티)을 가진 벤처기업은 ‘성공벤 

처의 메카’ 라는 장소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이를 지 

향하는 벤처기업을 유인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자아정체성과 브랜드정체성이 일치(image

congruence)할 때， 브랜드가 À}아이미지를 보호하 

고 향상시킬 수 있을 때， 해당 브랜드에 대한 평가 

는 더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구매가 

증가하여 충성고객 이 된다(Graeff 1996; Grubb 

and Grathwohl 1967; Hogg et al. 2000; Sirgy 

1982, 이유재， 2001 ， 재인용)"에서와 같은 맥락으 

로이해된다. 

즉， 이 논리는 ‘통일시’ 가 내포하고 있는 순환적 

인 관계에서와 같이 ‘동일시’ 나 각 국면의 ‘이미 

지 일치’ 는 장소정체성 형성에 선행변수이자 결과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일시가 높아질수록 

장소 인지도， 장소정체성 연상이미지 및 장소 충 

성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장소정체성 형성이 강하 

I힐쇼힐폼 구매요믿] 

〈그림-21) 테헤란밸리 장소정체성과 벤처기업 정체성간의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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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된다. 

부연하자면， 장소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 

는 장소일수록 해당 장소와의 동일시가 더욱 매력 

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소비자의 자아정체성 속으 

로 병합될 수 있는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5. 종합토론과시사점 

본 연구는 장소상품과 일반상품이 매우 다른 특 

성을 갖는 것의 강조점을 장소상품이 활동적 국면 

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장소마케팅은 물리적 국면을 강화하 

거나 상징적 국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친 면 

이 많았고 이는 적지 않은 비판을 불러왔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장소정체성이 형성된 장소를 구현하 

기 위해， 또는 장소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운 건축물을 짓거나 광고를 통해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이미지를 조작하는 마케팅 기법이 보편적으 

로자주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진솔성(authencity)을 획득하지 못 

한 채 이미지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 

꾸어 말해， 장소이미지와 장소정체성의 차이점은 

진솔성 획득 여부에 있고 그러한 진솔성의 확보는 

활동적 국면이 제공하는 정체성에 달려 있다. 

Relph(1976)는 진솔성을 획득하지 못한 장소를 

“무장소성(placelesness)'’ 이라 비판하며 , 인간이 

장소에서 소외되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박탈된 상 

태라 보았다. 즉， 인간의 정체성이 없이는 장소정 

체성은 ‘동일시’가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장소정체성은 ‘활동적 국면의 정체 

성’ 을 결여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장소정체성 

형성에 인간적 특성， 인간의 정체성은필수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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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소비^l-들은 지협}는 가치 

에 부합한 정체성을 가진 상품에 더 쉽게 이끌리고 

활동적 국면이 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 

이다. 

요컨대， 바람직한 장소정체성을 보다 효과적으 

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축제와 같은 이벤 

트 보다는 지속적으로 장소에 거주하여 장소정체 

성을 형성하는 활동적 국면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 

고， 마땅히 이러한 활동적 국면의 정체성은 그 해 

당 장소상품의 소비자가 가치 지함}는， 수립하고 

자 하는 장소정체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이 

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기존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는 정체성과 일치되는 것이 

라야 장소정체성 조작이 비교적 쉬울 것이다. 이는 

앞서 , Hull VI(1992)와 이석환(1997)이 지적하였듯 

이， 장소이미지 일치는 장소와 인간의 이미지와 관 

계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관이 들어맞아야 함을 의 

미하며， 또한 이는 장소를 활용하는 방식이 지 역성 

과 존재양식과 깊은 관계， 즉 기존의 지역 여건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문화와도 결부되어야 함 

을의미한다. 

한편， 수단목적 사슬(Means-End Chain)로도 이 

미지 조작의 허구성은 설명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상품인식은 속성-혜태-가치로 연결되는데， 장소정 

체성을 뒷받침 해줄 수 없는 속성과 혜택 없이는 

장소상품의 총체적 가치인 장소정체성은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속성과 혜택이 없는 장소는 

장소정체성 형성에 핵심이 되는 바람직한 정체성 

을 가진 활동적 국면， 즉 인구를 유인할 수 없다. 

테헤란밸리의 장소 선택요인에서 보았듯이， 테헤 

란밸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벤처기업을 유인할 만 

한많은유리한속성과혜택을지녔다. 

결국， 장소상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서는 바람직한 정체성을 가진 인구(활동적 국면) 

를 유입하거나 그러한 정체성을 지닌 인구로 육성 

하는 것이 필수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정체성은 장소의 다른 국면(물리적 국면， 

상정적 국면)의 혜택이 그에 맞게 효용성이 뒷받 

침되느냐， 그리고 각 국면의 정체성， 또한 기존의 

정체성과일치되는가를고려할필요가있다. 

6. 요약과결론 

본 연구는 마케팅적 시각에서 지리학의 장소와 

장소정체성을 재해석하여， 장소상품을 이해하고， 

장소정체성의 형성 메카니즘을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한다. 

이를 위해， 이론연구에서 장소와 장소정체성에 

적합한 마케팅의 개념과 모델 또는 전략을 적용하 

여 소비자가 인지하는 장소상품과 장소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설정하였다. ‘브랜드 퍼스낼 

리티-브랜드 동일시-브랜드자산’ 의 모형을 장소 

상품의 특성에 맞게 ‘활동적 국면의 정체성-장소 

정체성 동일시-각 국면의 이미지 일치-장소정체성 

형성’ 변형하였다. 그리고 이를 테헤란밸리 사례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장소정체성은 인간 

이 장소에 부여한 가치개념으로， 강한 장소정체성 

은 ‘인지도’ 와 ‘독특한 연상이미지’ , 장소정체성 

과자아정체성간의강한 ‘동일시’를가지고있다. 

이는 마케팅 분야에서 브랜드뺀01 “상품명에 추 

가된 가치”개념이며 탁월한 인지도와 강한 연상 

작용， 그리고 소비자 정체성과 상품정체성의 ‘통 

일시’를갖는것과개념적 의미가일치한다. 

그리고 형성 메카니즘 측면에서 장소정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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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국면’ , ‘활동적 국면’ , 

‘상정적 국면’ 의 변증법적인 작용을 통해 형성되 

며 각 국면의 ‘이미지 일치’ 는 장소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이는 소비자 정체성과 

브랜드 정체성의 ‘이미지 일치’ 가 브랜드자산 형 

성의 선행변수이자 결과변수인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의 자아정체성과 유사하 

거나 선호하는 정체성을 가진 장소정체성은 소비 

자들에게 ‘동일시’ 하고 싶은 소비욕구를 유발시 

켜 소비를 자극하고， 장소내부자의 정체성과 장소 

정체성은 서로 ‘동일시’ 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 는 장소애착 

또는 충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장소를 구성하는 각 국면의 ‘이미지는 일치’ 되어 

결국 장소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선순환의 역할을 

한다. 

결국， 브랜드자산 모형을 변형시킨 ‘벤처기업의 

정체성-장소정체성의 동일시-각 국면의 이미지 

일치-장소정체성 형성’ 의 형성 메카니즘이 이론 

적으로 도출 가능하며， 이를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테헤란밸리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벤처기업은테혜란밸리의 장소정체성을보고 

입주하였다. 즉 테헤란밸리에는 장소정체성이 형 

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은 입주이유를 

묻는 107ß의 문항(5점 척도)에 대해 ‘주요고객과 

시장에의 접근성 (4.20)’ , ‘장소이미지 (3.68)’ , 

‘편리한 교통(3.68)’ ‘전문기술인력 확보의 용이 

성(3.53)’ , ‘신규오피스， 인텔리전스 빌딩<3.47)’ 

등의 순으로 웅답하였다. 이를 통해 장소정체성 

을 나타내는 ‘장소이미지’ 가 두 번째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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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벤처기업을 강하게 유인하는 장소정체성 

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테헤란밸리의 장소정체성과 벤처기업의 정체 

성은 동일시된다. 구체적으로， 

1) 테헤란밸리의 활동적 국면인 벤처기업의 정 

체성은 ‘성공벤처의 메카 라는 테헤란밸리의 장 

소정체성을 생산한다. 즉， 브랜드 퍼스낼리티(인 

간적 특성)을 제공한다. 테헤란밸리 벤처기업은 

다른 지역 벤처기업에 비해， 비교적 성공한 기업 

이 많으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사업이 주류를 

이루며， 모험적 성향이 강해 더욱 벤처다운 면모 

를가지고있다. 

2) 테헤란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테헤란밸리 

의 장소정체성에 영향을 받아 투자자 및 고객에게 

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 

벤처기업들에게는부정적인 이미지를갖는다. 

3) 벤처기업들이 테헤란밸리를 선호하는 이유 

는 테혜란밸리의 정체성과 기업의 정체성을 통일 

시하여 기업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다. 

4) 테혜란밸리의 기업들은 장소정체성과 기업 

정체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장소애착(충성도)이 

나타난다. 비싼 임대료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머무르려는 성향이 적지 않다. 

3. 벤처활동은 장소상품의 구성요소로 장소정체 

성을 생산 또는 형성(브랜드 퍼스낼리티 제공)하 

고 있어 벤처활동과 장소정체성은 일치한다. 그 

리고， ‘테혜란밸리’ 란 명칭은 장소정체성과 일치 

한다. 구체적으로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벤처활동 

의 시기별 · 공간적 분포별 특성과 장소정체성의 

일치정도를 파악하였고 결과는 유사한 성향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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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또한 장소정체성과 ‘테헤란밸리’ 용어 

의 지역적 인식 범위를 비교하여 상징적 국면과 

장소정체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테헤란밸리의 활동적 

국면과 상징적 국면은 장소정체성과 일치하는 것 

으로밝혀졌다. 

따라서 테헤란밸리 장소정체성의 형성요인은 벤 

처기업 정체성의 유입과 이를 위시한 각 장소를 이 

루는 국면의 정체성 혹은 이미지 간의 ‘동일시’ 를 

통한 ‘이미지 일치’로요약할수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 오던 장소정 

체성을 실중한데에 무엇보다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소정체 

성을브랜드자산으로설정하여 이 둘의 개념과메 

카니즘이 맥을 같이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구체 

화 시킨 것도 좋은 기여라 생각된다. 또한， 장소정 

체성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가치들의 

집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소비자의 인지적 

시각에서 고찰한 의의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소정체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메카니즘의 연구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 

지고있다. 

첫째， 벤처기업이 인식하는 장소정체성을 시기 

별 공간별로 분산분석을 하여 수치와 그래프로 표 

현을 하였지만， 인간의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추상 

적인 수준에 대한구체적인 정도 치를 정밀하게 고 

찰하지 못한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한계는 인간의 내면을 분석할 수 있는 심리학 

의 다양한 방법론이 도입될 필요성을 나타낸다. 

둘째， 테혜란밸리 사례만을 연구하여 이와 비슷 

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또 



한분산분석에서 사용한표본의 수는시계열분석 

에다소무리가따르는양으로해석의 일반화에문 

제점을가지고었다. 

셋째， 장소정체성의 형성이 동일시를 통해 각 국 

면의 이미지 일치라는 것을 밝혔지만， 시기별 테헤 

란밸리 장소정체성의 변화에 이에 영향을 주는 여 

러 영향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다루지 못하 

였다. 이는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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