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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대전 지역에 남아활동을지속할수 있는 원리를도출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을중심으로창업 기업의 

입지 요인과 공간적 연계를 분석 하였다. 연구 개발 연계의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유리한 가운데에서도 대전의 연구 기관의 

역량이 뛰어나다. 이에， 수도권 기업은 이를 활용하는 대전권에 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권 기업들은 대전권의 연구 

기관 연계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대전권에서는 불리한 시장 및 신기술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도권의 기업들 

과 연계를가지고 있다.생산및 판매 연계의 측면에서는대전지역의 입지 조건이 수도권의 입지 조건에 비하여 정책적인 인 

센티브를 받는 것 외에는 대부분 불리하다. 이에 2차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대전권 입지 기업이 수도권 

에 불리한 입지 조건을 극복하는 원리를 보았다. 이들 기업 가운데에서 소비재 공급 기업 은 대전의 입지 조건을 크게 불리하 

게 여기지 않는반면， 생산재 공급 기업은대전의 입지 조건을보다불리하게 여기고 있다. 이들생산재 공급 기업은근접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관점으로 하여 볼 때， 거래 기업들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거래의 촉발 단계에 있어서는 인맥이라는 사 

회적인 근접성을 주로 활용하고， 거래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인식적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를 포함하는 판매 기 

능을활용하고 있다.근접성의 다차원적인측면의 활용을통하여 지리적 근접성의 부재를보완함으로써 대전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유지할수있다. 

주요어 : 대전， 입지 요인， 입지 조건， 공간적 연계， 혁신， 다차원적 근접성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location factors and spatial networks of enterprises established in and 

around Daeje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row principles that make enterprises maintain business 

activities in Daejeon. For this , an analysis about what differences of location conditions between Daejeon 

and the capital region make enterprises established in Daejeon leave for the capital region is conducted. 

And based on this , an analysis about what is the characteristics about enterprises which remain in Daejeon 

is conducted. 

Through the first survey and interviews , the differences of location conditions between Daejeon and the 

capital region and the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between enterprises in Daejeon and enterprises in the 

capital region is analyzed. In the feature of research development networks , the capital region is superior to 

Daejeon. But capacity of research institutes in Daejeon is also excellent. So enterprises in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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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 the connections to the research institutions in Daejeon. Enterprises in Daejeon also make use of 

connections to the research institutions in Daejeon and they make effort to have connections to enterprises 

in the capital region for the market and technology information. 1n the feature of production and marketing 

networks , most of location conditions of Daejeon is disadvantageous to that of the capital region except 

incentive policy. So in this feature , the countermeasures of enterprises in Daejeon are mainly focused 

subject. 

Through the second survey and intensive interviews , the principles which the enterprises in Daegeon 

overcome the disadvantageous location conditions with are analyzed. Among these pick-upped enterprises , 

enterprises which produces consumer products do not strongly feel disadvantageous about location 

conditions in Daejeon. But enterprises which produces production goods feels strongly. So enterprises 

which produces production goods make use of the multidimensional proximity well. To overcome these 

disadvantages , most of them use personal relationships as social proximity for making first transaction. And 

most of them maintain marketing centers which employ many technicians near their p따tners for keeping 

cognitive proximity. Making full use of multidimensional proximity helps to overcome disadvantageous 

location conditions and to maintain business activities in Daejeon. 

Key words : Daejeon, location factor , location condition, spatial network, innovation, multidimensional 

proxlmlty 

1.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대전 지 역은 대덕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뛰 

어난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 

변에 배후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연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최 

근 혁신 시스템의 창출을 통한 지역 혁신 역량의 

증대로지역 경제를발전시키끄냐F는정책적 시 

도의 원리와도같다고할수있다. 

대전은 1970년대 대덕 연구단지 설립과 함께 30 

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연구 도시로 성장 

해 왔다. 특히 90년대 후반에 IMF 시기를 겪으면 

서， 대덕의 연구 기관의 연구 인력에 대한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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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이어 다가온 코스닥 열풍이 맞물려， 대덕 연 

구단지와 대전에서는 수많은 벤처 기업이 창출되 

었다. 

최근에 대전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경제에 대한 대전과 

대덕 연구단지의 이러한기여가과연지역에도긍 

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 동F는 관점에서 가 

지는 의문이다. 성공적인 벤처 기업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진출하였고， 대전에 남은 

기업들은 대전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만큼 선도 

적이고강력한기업들로성장하지못하고있다. 이 

에 지역의 혁신 역량의 증대와 이를 통한 기업의 

창출이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 

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대전 지역에 남아 활 



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리를 기업의 활동 차원에서 

도출하고자한다. 이에 기업이 입지를결정하는선 

택에 있어서 대전권은 수도권에 비교하여 어떠한 

입지 조건의 차이를 보이기에 대전의 연구 공간에 

서 창출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와 대전권과 수도권이 입지 

조건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대전권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수도권과의 입지 조건의 차이 가운데 불 

리한 요소를 어떠한 원리로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 

를다루파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대전에서 창업한 기업 

가운데에서 대전 지역 창업 보육센터를졸업한 기 

업으로 한정한다. 이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 기관 

의 기록과 같은 자료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추 

적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대전이라는 지역에 

서 활동한 경험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지 

결정을살필수있다는측면에서 의의가있다 

대전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에 대하여 초점을 둘 수 있다. 하 

나는국립 연구기관및 대학，대전소재 기업 연구 

소 등에서 스핀오프(spin-offi 형태로 창업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창업보육센터를 거쳐 창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출신 연구 기관에 부 

설된창업보육센터를거쳐 창업하기도하여，두가 

지 유형 모두에 속하기도 한다. 

대전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스펀오프 형태의 창업 기업에 대하여 초점을 두게 

되면，수도권에서 바로창업한경우의 기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대전과 처음부터 연계나 관련성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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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역에 기업을착근화할수 있는원리를찾고 

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창업보육센터를 거쳐 창업한 기업에 

초점을 두게 되면， 보육 기간을 포함하여 기업의 

지 역에서 가지는 공간적 인 연계를 관찰할 수 있다. 

이에 초점을 창업보육센터 출신 기업으로 두게 되 

었다는것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연구 지역의 범위는 수도권과 

대전권으로 한정되어 진행된다. 이는 대상 기업의 

분류 및 현재 입지 추적 결과 소수의 기업을 제외 

하고는 모두 창업보육센터 졸업 시점에서 수도권 

과 대전 및 대전 근교의 충청권을 자신의 입지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설 

문은대전지역 창업보육센터를졸업한기업 가운 

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고， 2 

차설문은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가운 

데 대전권에 입지하면서 수도권과강한구매 및 판 

매 연계를가지고있는기업을대상으로하는설문 

이다. 

1차 설문의 설문지는 2005년 6월을 기준으로 인 

터넷 및 창업보육센터 내부자료를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인터넷과 전화를 통하여 현재까지 활 

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발송 

하였다. 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4837R 

기업 가운데 2005년 8월 현재 확인된 존속 기업은 

2517R 기업이다. 이 251개 존속 기업 가운데 기타 

지역에 있는 7개 기업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63개 

기업， 대전권에 1817R 기업이 있다 2차에 걸쳐 통 

일한 내용의 설문 244부를 발송하였고， 회수율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일부 기업을 방문하여 설문 

을 수집하였다. 이에 총 수집된 설문은 58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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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은 23.8%였고， 대전권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회수된 설문이 41부(22.7%) ， 수도권 지역 

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회수된 설문이 17부 

(27.0010) 였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 분석 이후 분류된 대전권 입 

지 기업 14개 기업을대상으로 2005년 10월에 인터 

뷰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집된 설 

문은 총 9부이며， 인터뷰는 7개 기업에서 이루어졌 

다. 

2. 문헌연구 

1) 기업의 입지 요인과공간적 상호작용 

기업은 경제 활동의 중요한 기본 단위이다. 기업 

은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며， 자원을 비축 

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높은 적응력을 유지 

하게 해 준다. 또 사회 경제적 조직 사이의 네트워 

크의 구성단위가 되며， 학습과 지식의 전달， 혁신의 

주체이자 매개체가 된다(Maskell ， 2001; Taylor and 

Asheim, 2(01). 이에 기업을 연구하는 것은 공간상 

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경 

제지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기존 경제 

학적인 논의에서 경제 환경은 주어진 것이며， 기업 

은 주어진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적응하는 객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기업은 주어진 

조건에 반응하는 객체라고 하기 보다는， 경제 공간 

을 구성하고， 시간과 공간을 조율하여 안정적인 경 

제 활동과 경제적인 이윤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주체이다. 공간이 기업에게 제약을 주고 기회를 주 

듯이 기업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하여 공간의 누적 

된 특성을 만들어 간다. 공간과 공간 속의 기업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것이다(Porter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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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nberger, 2000; Maskell , 2001; Taylor and 

Asheim, 2(01). 이는 주어진 조건으로서 의 공간적 

인 환경보다는 기업이 혹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외 

부조직들이 만들어 가는누적된공간적 특성이 다 

시 기업에 환경으로작용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기 

업의 입지 요인에 대하여 이러한 상호작용적 관점 

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최근 경제지리학에서 기업과 공간의 상호작용 가 

운데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간적인 집적이라는 영 

역이다. 집적의 이익과 불이익은 고전 경제학에서 

외부경제의 하나로서 취급되어， 경제학에서 일반적 

으로 다루어지는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Marshall은 

‘특정 장소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많은 소규모 기업 

들이 집적에 의하여，또는흔히 말하는산업의 국지 

화에 의하여’ 효율성이 증대된다고하여 집적의 이 

익 에 대하여 강조하였다(Marshall ， 1890; 박삼옥， 

1999에서 재인용). Marshall은 이 러한 관점 에서 전 

문화된 소기업이 집중된 특정 지역을 산업지구로 

보고， 이러한 지역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가지게 하 

는 공간적 특성으혹서 산업의 국지화로 얻는 외부 

경제의 효과와 지구 내 기업들 사이의 분업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통하여 유기 

체적인 결합을 보이는 경향，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 

동하고 재생산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지역 사회의 

기업 활동 분위기 등에 주목하였다(Marshall ， 1890; 

Marshall, 1920; 박삼옥， 1999에서 재 인용). 공간상 

에 이루어지는 기업의 집적은 말하자면 집적이 이 

루어진 공간과 그 공간 속의 기업 사이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서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 

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는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 

이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리적인 거리를 단축 



시켜 왔으며， 이에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공간적인 

구속은 사라지고 기업의 입지는 자유롭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반대 

로 기업의 활동은 세계화 되는 동시에 보다 국지적 

으로 집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누적적인 맥락의 

차이가 공간의 강력한 경쟁적 우위 요소로 작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져 

온 공간적 자유는 글로벌 경쟁의 장에서 지역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기에， 기업의 활동에 경쟁력을 

더해줄 수 있는 특정한 지역으로 지향성이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다(박삼옥， 최지선， 

2000; 박삼옥， 2002) 

특히 주목받는 것은 혁신을 보다 활발하게 발생시 

키는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지역적으로 고유한 맥 

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혁신은 기업의 근본적인 

프로세스의 급진적인 변화로부터 일상적이며 점진 

적인변화에 이르는모든과정을말하며，이는기업 

의 활동의 모든범위를포괄하는매우넓은범위에 

서 이루어진다(Smallbone ， 2뻐).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혁신이 생산성 향상과 물질적인 복리 

의 증대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 

다(Edquist， 1997). 기술변화와 같은 혁신의 과정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는 기술변화 

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그 증거가 충 

분히 밝혀졌다고 한다(박삼옥， 1999). 요컨대 혁신 

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포괄 

하는 의미로서 이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혁신을 보다 활발하게 발생시키는 지역의 고유한 

공간적 특성이 무엇인가 'Õ}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현재 경제지리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경제지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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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접 학운 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논의의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혁신체계(Lundval ， B. A., 1992, 

Edquist, 1997, Braczyk, et a1., 1998, Cooke, 2001) , 

혁 신 클러스터 (Porter, 1994; Porter, 2에0; 박삼옥， 

2003) , 상호작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서 의 학습지 역 (Florida ， 1995 , Morgan , 1997 , 

Asheim, 1999, Keeble, et al. , 1999)과 같은 여러 가 

지 용어와 관점을 통하여 혁신이 활발하게 나타나 

도록 하는 공간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 

다. 이러한논의는주로실리콘밸리를비롯한서구 

의 선진 첨단 산업 지구의 경제적인 성공에 대하여， 

이러한지역들을이해하고분석하여 이러한지역의 

성공 요인을 다른 지역으로 적용해 보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와 시도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 

되는 혁신이 활발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공간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암묵적인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며(Lawson and 1ρrenz ， 

1999; 박삼옥， 2002) ， 생산자 서비스와 연구 기관， 정 

부 기관， 비정부 기관 등의 제도적 집약이 이루어진 

다(Keeble ， 앉 띠.， 1999). 그리고 기 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지역의 

자유로운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하여 있으며 

(park, 2001) , 제도적인 고착 현상(1ρck-in)을 방지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외부와의 열린 네트워크를 유 

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Fuchs and Wolf, 1999; 

Park, 2001).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2) 다차원적인 근접성의 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업과 공간의 상호작용 

을보는관점으로서 학신이 일어나는환경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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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맥락을 살피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환경과 지 역 

적인 맥락으로서 집적의 의의를 논의하는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분제는모든집적된공간이 경제적 

인 성공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집 

적은 동시에 과도한 경쟁과 반목， 제도적인 고착 

현상과같은집적의 불이익을통하여 지역과기업 

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Toπe and Rallet, 2005). 이에 집적의 양면적인 성 

격을두고긍정적인 방향의 성격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 가운데 하나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근접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해석이 

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단순히 지 

리적 근접성의 중요성만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공 

간상에 이루어지는 집적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가리고있다는관점을바탕으로한다. 이에 

근접성을 지리적 근접성과 조직적 근접성으로 나 

누어 고찰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고(Torre and 

Rallet, 2005) , 이를 보다 세분화 하여 인식적 근접 

성， 조직적 근접성， 사회적 근접성， 제도적 근접성， 

지리적 근접성의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 

하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Boschma ， 2005). 

Torre와 Rallet(2005)의 관점 에 의하면， 공간적으 

로 이루어지는 집적인 국지화와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요구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조직적 

근접성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지리적인 근접이 공 

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이기에， 지리적 근접성 

과 조직적 근접성은 상호보완인 역할과 대체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Boschma(2005)의 관점에 의하면， 지리적 근접성 

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근접성 역시 상호 학습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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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이해하기 위한중요한요소이며，이에 인식적 

근접성， 조직적 근접성， 사회적 근접성， 제도적 근 

접성，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여러 차원의 근접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과 상호 

학습의 유발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각각의 근접성 

들은 모두 과도하거나 모자라면 혁신과 상호 학습 

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적절하게 조정되 

고 조화되어야 한다고 하며， 서로 다른 차원의 여 

러 가지 근접성이 지리적 근접성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있다고한다. 

이러한 근접성에 대한 다차원적이 논의의 논점 

들은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 아직 어느 하나의 통일 

된 결론으로 합의되어 정착된 것이라고 하기는 힘 

들다. 물론 실증적인 연구 방법론 역시 일반화 되 

어 있지 않다. 이에 근접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논 

의의 관점을 실증적인 연구에 도입하기 위하여서 

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점을 더하여 논의의 맥락 

을정돈할필요가있다. 

본 연구에서 다차원적인 근접성의 논의는 근접 

성의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하여 지리적 근접성과 조 

직적 근접성， 사회적 근접성， 인식적 근접성， 제도 

적 근접성을 나누어 본다는 측면에서 

Boschma(2005)의 관점을 차용하되， 몇 가지 변용 

을 가하여 분석하는 적용의 틀로 삼고자 한다. 우 

선 문화와 인종 및 민족， 언어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지역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거시적 

차원의 인종이나 문화적 동질성， 언어의 동질성 등 

을의미하는제도적 근접성은우선 논의에서 소거 

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된 Boschma(2005)의 

분류를 다소 변용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정의하 

여적용하였다. 

이 가운데 주요한 개념인 사회적인 근접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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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접성의 다차원적인 측면의 적용 

물리적인 거리에 한정하여 지삭 및 재화에 대한 물리적인 거리에 따른 거래 비용의 측면에서 논의를 한정 

함. 

기업의 공간적인 분화나 아웃소싱 등 경제적/재무적 의존 및 상호 의존성의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를 조직 

이라고한정함.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암묵적 지식 전달의 계기이며 이에 대한 기획주의적 행동을 

막는 기제이기도 함. 거래를 촉발하는 촉매로 작용하기도 함. 

상호간에 지식의 종류의 차이나 지식수준의 격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 

국내의 지역 연구에서는 인종이나 문화 언어와 같은 거시적인 제도 차원에서 동질성을 가지므로 근접성에 

대한논의의 의미가없음 

면， Boschma(200S)는 이 사회적인 근접성을 단순 

히 사회적인 맥락에 기인한결속으로보아암묵적 

지식 전달의 촉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와 

동시에 지식 전달과정에서 일어날수있는기회주 

의적 행동을 방지하여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기제가된다는측면으로보았다. 이를실제적인사 

례 연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맥락에 기 

인한 결속을 보다 명확히 구명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신뢰의 형성과 공간적인 경험 

의 공유로 보기로 하였다. 신뢰는 친족， 친우와 같 

이 경험적으로 누적되어 확률과 기뱃값의 개념으 

로 연관되는 신뢰와 직업에 대한 신뢰와 같이 제도 

적으로 통제되어 유지되는 신뢰(김용학， 손재석， 

1998; 김용학， 이무원， 200이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기업 활동의 지식 및 재화의 거래 측면에서 중 

요한 것은 대개 경험적인 확률 측면의 신뢰이다. 

이러한 신뢰는 대개 공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확률을 담보하기 위한 경험 

의 축적이 대개 공간적인 경험을 기반으로하기 때 

문이다. 

지리적인 근접성 이외의 다른 차원의 근접성들 

의 적용은 크게 나누어 지리적인 근접성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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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촉발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과 공간 

적인 근접성을 대체하는 대체재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집적의 상 

황에서 지리적 근접성만으로 자연스럽게 혁신이 

창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원의 근접성들 

이 집적 경제의 작동 원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이는 풀어서 설명하면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구축되고， 인식적인 차원 

에서 지식의 범위와 수준이 상호간의 교류의 목적 

이나 기준에 부합할 때 내부적인 상호작용이 촉발 

되고 학습과 혁신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자 

의 경우에는 나머지 차원의 근접성들이 지리적 근 

접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이 

전의 지리적 공간과 거리의 종말이라는 논의로 회 

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차원의 근 

접성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대개 공간 

적인 속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이러한 

형태는 공간적인 속성을 통하여 형성된 근접성을 

원거리에서도 관성적 차원에서 보완하고 유지하 

는 것을 통해 나타나며， 이에 공간은 이러한 다른 

차원의 근접성을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한의미와 역할을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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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전 지역 창업 보육 센터 졸업 기업 현황과 졸업 및 존속 기업 현황 

훌활홍짱 썼!월뿔 불훌싫수〈 훌혔廳~t 3 쩡I뚫없쫓앓랬용ι 7 혼I엉옥수 

ZCf>
대전시중소기업지원센터 30 정보처리 및 컴뷰터관련업 38 22 
대전S/W지원센터 25 S/W산업 36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창업보육센터 20 99 59 

원연창업보육센터 24 자원·에너지산업 10 10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 19 바이오·환경산업 14 13 
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창업보육센터 13 자원·에너지산업 5 

표준과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 8 의료·정밀등제조업 4 3 

한뉴국가계연구원신기술창업보육센터 11 기계·장비제조업 0 0 

동부신기술사업화센터 22 바이오·환경산업 0 0 

대학 
SK(주)대덕창엽보육센터 3 바이오·환경산업 0 0 

한화벤처인큐베이터 13 바이오·환경산업 4 4 

한전전력벤처기업육성센터 7 전기관련제조엽 10 7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140 136 52 

한발대학교중소기엽협력단 26 석유화학제품제조업 37 22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5 비금속·금속류제조업 24 11 
목원대학교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26 정보처 리 및 컴퓨터관련업 20 4 

대학 대 전기능대학 창업보육센터 21 기계·장비제조업 9 4 

한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8 석유화학제품제조업 17 6 

한국정보통신대 창업보육센터 18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6 2 

대전대 창업보육센터 12 의료·정밀등제조업 12 2 

사설 충남창업보육센터 10 전자부품등제조업 4 3 

겨| 501 483 251 

〈표 3) 존속 기업의 지역별 분포 

3. 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 및 졸업 
기업의현황 

1) 대전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현황 

대전 지역에는 현재 21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이를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는 

공공 부문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민간 부 

-100-

문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로 나눌 수 있다. 이 

들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수는 해마다 증감이 있 

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총 501실이다. 창업보육 

센터는대개 각자의 특화된분야를가지고 있는데， 

각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이 이러한 

특화분야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와 관련 

이 깊은 기업들이 집적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 

다. 이는 동종 기업 사이에서 더욱 활발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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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 입지 경향성과 특성을 같이한다. 이들 기업들이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대전 지 역과 전국 서울과 수도권의 첨단 산업 군집 지 역의 구성원으 

에 불었던 벤처 열풍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이 되는 로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대전권 입지기업의 경 

곳이 바로 이들 창업보육센터이기도 한데， 특히 한 우 〈그림 3)과 같이 대전을 중심으로 대전 근교의 

국전자통신연구원 창업보육센터와 한국 과학기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지역에 기업이 집중되어 있 

원 신기술창업지원단이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대덕 연 

역할을 하였다. 구 단지 부근인 대덕구와 유성구에 대부분의 기업 

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2) 대전 지역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의 현황 는 이들 기업들이 대덕의 연구기관과 지리적인 근 

접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이 지 역에 대 

대전 지역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의 수 덕 연구단지 배후 산업단지로의 인프라 구축이 잘 

는 〈표 2)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5 되어 있다는 측면에 기인한다. 

년 현재 기준으로 누적하여 총 4837ß 이다. 이 가운 

데 2005년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은 251 4. 대전 지역 창업 기업의 입지 요인 
개인데，이는그동안창업보육센터에서보육시기 분석 

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립한 483개 기업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약 52%만이 현재까지 존속하여 1) 대전지 역 창업 기 업의 입지 요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2005년 8월 현재 수도권에 63개 기업， <그림 

2) 수도권 존속 기업 분포도 대전권에 1817ß 기업 

이 존속하고 있다. 앞서 전제로 삼았던 것과 마찬 

가지로 2517ß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을 제외한 대부 

분의 기업들이 대전권과 수도권에 최종적인 입지 

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표 3)과 〈그림 1) 에서 

이러한〈그림 1) 존속 기업 분포도결과를 확인할 

수있다. 

수도권 입지 기업과 대전권 입지 기업의 입지에 

있어서도각각의 경향성이 있는데，우선수도권 입 

지 기업의 경우 〈그림 2)와같이 한강 이남의 구로 

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이와 가까 

운서울근교의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되는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신창호， 정병순(2002)과 같은 연구 

들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첨단산업 벤처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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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지 요인과 입지의 선택 

앞서 대전 지역 창업 보육센터 졸업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대전지역에서 창업을하여 성장한기업 

들이 창업보육센터 졸업하는시점에 이르면，독립 

적인 입지 공간을 마련할 때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 

고는 수도권과 대전권을 두고 선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 기업이 수도권과 대전권 

가운데 입지를 선택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과대전권의 두곳에 대하여 각각의 지역에 

대하여 입지 요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 조 

사를시행하였다. 

기업에서 입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 

는 여러 변수를 선정하여 문항을 설정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변수의 선정 에는 기 업 

입지에 관한 이전 연구에 대한다양한문헌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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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존속 기업 분포 

바탕으로， OECD 및 Eurostat에서 2001-2003년에 

걸쳐 시행하였던 ‘CIS m (The Third Community 

Innovation Survey)’ 설문지와 STEPI(과학기술정 

책연구원)에서 2005년에 수행한 ‘2005 기술혁신 

활동조사’ 설문지를 주로 참고하고， 개인적으로 

창업 보육센터에 대하여 연구하는 목적에서 2004 

년 6월에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설문 

의 결과와 본 연구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2005년 7 

월에 실시하였던 대전 지 역 관련 종사자 대상의 설 

문 및 사전조사 인터뷰 결과를 더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변수는 모두 21개로， 이를 5점 척도 

분석을 하기 위하여 유리함과 불리함의 가치를 부 

여하여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하여 2005년 8월에 수행한 1차 설 

문 조사에서 각 입지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고 

려되었는가와 각각의 입지 요인들이 수도권과 대 

전권에서는 얼마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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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도권 입지 기업 분포 

흉111“￡ 

ltlllWlk 

織~

〈그림 3) 수도권 입지 기업 분포 

척도로 설문하였다. 이에 중요하게 고려한 정도에 

대한 응답은 그 자체의 점수를 가지고 분석하고， 

수도권과 대전권이 얼마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응답은 일종의 입지만족도의 의미로써， 

자신의 입지 지역 평가점수에서 나머지 입지 지역 

평가 점수를 차감한 점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는 어느 한 곳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 보다는 수도 

권과 대전권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그 기업이 두 

지역을 두고 하나를 선택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의미 있게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각 입지 요인에 대한 평가 결과 
앞서의 설문 웅답 결과를 각 항목별로 평균을 산 

출하여 서 열화 하였다. 이 결과가 〈표 4) , <표 5) 

의 내용이다. 이러한 서 열화를 통하여 수도권과 대 

전권 입지 기업들이 각 입지 요인들에 대하여 수도 

권과 대전권이 얼마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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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입지 요인에 대한 평가의 차이 
;\영;앗싹κ흉‘ μRι샅 

원자재 혹은 부자재의 수급에 유리 

대기업과의 연계에유리 

제품판매망구축에유리 

시장의 반응 및 시장에 대한 정보 구득에 유리 

신기술에 대한 정보 구득에 유리 

대학， 외부 연구소와의 일상적인 교류 협력에 유리 

대학， 외부 연구소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유리 

생산직 인력 고용， 유지에 유리 

사무직 인력 고용， 유지에 유리 

연구직 관련 고급 인력 고용， 유지에 유리 

세금과 관련한 지원 정책에서 유리 

용지와 관련한 정책에서 유리 

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책에서 유리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임 

입지에 대한규제와제약이 덜함 

사옥， 생산 공장 등의 지가 사상에 대한 기대 

벤처 단지， 산업 단지 등 인프라 구축 

회계， 법률，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에 대한 기대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 유리 

첨단 사업과 관련된 도시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 

기업 활동에 대한생동감 있는분위기 

지 조건에 대한 평가의 차이와 이 입지 조건의 차 

이들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한 정도를 각 요인별 

로비교하여볼수있다. 

우선 수도권과 대전권이 얼마나 유리하다고 생 

각하는지 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보면， 수도권과 대 

전권 입지 기업이 모두 원부자재 수급， 대기업 연 

계， 판매망 구축， 시장정보， 신기술 정보， 생산직 

고용， 사무직 고용， 연구직 고용， 지가상승 기대， 

사업서비스， 기업 활동 생동감에서 수도권이 유리 

하다고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 

과 대전권 입지 기업 모두 세금지원정책， 용지지원 

정책， 자금지원정책， 행정지원 자세， 입지 규제， 주 

거 환경에서 대전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점 

이 있다. 그리고 일상적 연구연계， 프로젝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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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짧훌繼‘? Vζ;輔 “、

1.82 4 -1. 31 18 

2.12 2 -1. 71 21 

2_53 -1. 46 19 

L88 3 -1. 49 20 

0.94 7 -0.27 11 

053 12 0.10 9 

0.65 10 0.27 8 

L76 5 -0.93 15 

L76 6 -1. 02 16 

0.76 9 L32 17 

-1. 41 20 0_90 2 

L65 21 LOO 1 

-0.76 18 0_02 10 
0_06 16 OA4 7 

-1. 24 19 0.80 3 

0.35 14 OA9 14 

0.00 15 0_61 4 
0_94 8 0_39 12 

-0 .18 17 OA6 6 

0.59 11 0.46 5 

053 13 OA1 13 

연계， 첨단산업 도시 이미지에 대하여 수도권 입지 

기업은수도권이，그리고대전권 입지 기업은대전 

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벤처 산업 인프라는 수 

도권 입지 기업은 수도권과 대전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전권 입지 기업은 대전권이 유 

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요하게 고려한 정도에 대하여서는 수도권과 

대전권 입지 기업이 모두 벤처산업 인프라， 연구직 

고용， 자금지원정책 등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 

았고， 반면에 주거환경， 지가상승기대， 사업서비스 

는 공통적으로 털 중요하게 보았다논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이 대전권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기업 연계， 생산직， 사무직 고용을 

중요하게 본 반면， 대전권 기업들은 수도권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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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입지 요인의 중요하게 고려된 정도의 차이 

、、

원자재 혹은 부자재의 수급에 유리 

대기업과의 연계에유리 

제품판매망구축에유리 

시장의 반응 및 시장에 대한 정보 구득에 유랴 

선기술에 대한 정보 구득에 유리 

대학， 외부 연구소와의 일상적인 교류 협력에 유리 

대학， 외부 연구소와의 공동 쓰로젝트 수행에 유리 

생산직 인력 고용， 유지에 유리 

사무직 인력 고용， 유지에 유리 

연구직 관련 고급 인력 고용， 유지에 유리 

세금과 관련한 지원 정책에서 유리 

용지와 관련한 정책에서 유리 

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책에서 유랴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임 

입지에 대한 규제와 제약이 털함 

사옥， 생산 공장 등의 지가 사상에 대한 기대 

벤처 단지， 산업 단지 등 인i라 구축 

회계， 법률，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에 대한 기대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 유리 

첨단 사업과 관련된 도시의 상정성과 브랜드 가치 

기업 활동에 대한생동감 있는분위기 

에 비하여 일상적 연구연계， 프로젝트 연구연계 , 세 

금 지원정책， 첨단산업 도시 이미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표는 어느 한가지만 

으로는 대전 지역 창업 기업의 입지 조건의 차이를 

밝히는 것으로 부족하며，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지역에 대한 평가에 있 

어서 어떤 요인이 한 지역이 유리하다고 보는 입지 

조건의 차이가 실제로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것 

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그 것 

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는가의 여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2) 대전지역 창업 기업의 입지 요인과입지 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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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흩짧 ‘繼쩍 뿔 ~:i' 패했찮i웠 i늪월 

3.82 9 3.83 3 

371 11 346 16 

4.06 6 3.85 2 

3.71 12 3.54 12 

3.71 13 3.54 13 

3.47 17 3.61 9 

347 18 3.61 10 

4.41 l 3.39 19 

4.41 2 329 20 

4.29 4 376 5 

318 21 3.51 14 

3.76 10 371 7 

4.29 5 3.83 4 

3.94 7 3.61 11 

3.88 8 3.63 8 

3.41 19 3.41 17 

435 3 4.05 

3.29 20 2.90 21 

3.53 15 341 18 

3.53 16 3.73 6 

3.65 14 3.51 15 

대전권과 수도권 가운데 어느 편을 더 유리하다고 

보는가 하는 것과 그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 

였는지 , 보다 덜 중요하게 고려하였는가 승}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6) 과 〈표 7) 

과 같은 결과가 된다. 여기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과 보다 덜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눈 

기준은 중요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전체 21개 문항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1번째 안에 드는 문항은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12번째부터 21번 

째 문항까지를 덜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았다. 

우선 수도권 입지 기업들을 보면， 지원 정책 및 규 

제， 주거 환경， 벤처 단지 산업 단지 등의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입지 요 

인에 대하여 수도권이 보다 유리하다고 보았는데， 



이 가운데에서 특히 원부자재의 수급， 대기업과의 

연계， 제품 판매망의 구축과 같은 구매와 판매 연 

계의 부분， 그리고 생산직 인력， 사무직 인력， 연구 

직 관련 고급 인력 등의 고용에서 수도권이 유리하 

다고 본 것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반면대전권 입지 기업들을보면，용지와관련한 

정책， 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책，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임， 입지에 대한 규제와 제약이 덜함， 벤처 

단지 , 산업 단지 등 인프라 구축， 세금과 관련한 지 

원정책등과같은지역의 정책적인유인혹은인센 

티브와 관련된 요인들에서 대전권을 유리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부자재의 수급， 제품 판매망의 

구축과 같은 구매와 판매 연계의 부분， 그리고 연 

구직 관련 고급 인력 등의 고용에서 대전권이 불리 

하다고본것이 보다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볼 

수있다. 

대전권 입지 기업의 경우 수도권 입지 기업에 비 

하여 도시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라는 요인을 중 

요하게 보는 경향이 크고， 대기업과의 연계라는 요 

인을 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우선 도시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라는 요인의 경우 이는 대전 

권 입지 기업의 경우대덕과대전이라는지역 이미 

지가 첨단 산업 벤처 기업으로서의 인지도 증대나 

신뢰성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연계를 

덜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우선 설문 

문항 설정에서 대기업과의 연계가 생산 및 판매 측 

면의 연계인지 연구 개발 연계인지가 불명확한 것 

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대전권에 입지하는 

기업은 뒷부분의 분석에도 나타나겠지만， 대기업 

과의 거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특별한 일이 없으 

면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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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측 

면이있을수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연구기관과의 일상적인 

교류 협력이나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수도권 입지 기업은수도권이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대전권 입지 기업들은 대전 

권이 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개발 연계에 있어서는 수도권 

입지 기업이나 대전권 입지 기업을 가릴 것 없이 

대전권을 유리하다고 평가하리라던 예상과는 다 

른 결과인데， 이는 대전권에 대한 비교 대상이 다 

른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 자원의 지역별 분 

포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전국을 기준으로 연구개 

발투자의 22.3%, 연구개발 조직의 38.0%, 연구개 

발 인력의 30.1%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투자의 37.7%, 연구개발 조 

직의 23.9%, 연구개발 인력의 경 2%를 가지고 있 

다. 반면 대전은 전국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투자의 

12.4%, 연구개발 조직의 5.4%, 연구개발 인력의 

9.9%를 가지고 있는다(강현수， 2005). 대전권은 수 

도권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연구개발 

에 있어서 경쟁력을가지고 있는지역이지만，수도 

권에 비하여 본다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덕에 있는 연구 기관의 수준 자체 

가 높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업이나 대학교라는 연계의 대상은 

대전권에 비하여 볼 때， 수도권에 대체할 만한 대 

상이 많이 존재하지만， 국책 연구 기관 등의 연구 

기관으로 본다면 대체가 불가능 한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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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유리하게 평가 

수도권을 
불리하게 평가 

대전권을 
유리하게 평가 

대전권을 
불리하게 평가 

〈표 6) 수도권 입지 기업의 입지 요인 

원부자재의수급 

대기업관의 연계 

제품판매망구축 

생산직 인력 고용， 유지 

사무직 인력 고용， 유지 

연구직 관련 고급 인력 고용， 유지 

용지와관련한정책 

자금지원과관련한정책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임 

입지에 대한 규제와 제약이 덜함 

벤처 단지， 산업 단지 등 인프라 구축 

시장에대한정보구득 

신기술에대한정보구득 

외부 연구기관과의 일시적인 교류 협력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지가상승에 대한기대 

사업서비스에 대한기대 

도시의 상정성과 브랜드 가치 

기업활동에대한생동감있는분위기 

세금관관련한지원정책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 유리 

〈표 7) 대전권 입지 기업의 입지 요인 

외부 연구기관과의 일상적인 교류 협력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 스포젝트 수행 

용지와관련한정책 

자금지원과관련한정책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임 

입지에 대한 규제와 제약이 털함 

벤처 단지， 산업 단지 등 인프라 구축 

도시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 

원부자재의수급 

제품판매망구축 

연구직 관련 고급 인력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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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관련한지원 정책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 유리 

대기업과의 연계 

시장에대한정보구득 

신기술에대한정보구득 

생산직 인력 고용， 유지 

사무직 인력고용，유지 

지가상승에 대한기대 

사업서비스에 대한기대 

기 업활동에 대한 생동감 있는 분위기 



5. 대전 지역 창업 기업의 공간적 연 
계의특성 

1) 연구 개발 연계의 특성 

(1 ) 연구 부문의 공간적 분리 

대전지역창업 기업의 기업 내 연구부문의 공간 

적인 분리를 보면， (표 8)과 같이 수도권 입지 기 

업과대전권 입지 기업사이에는차이가있음을볼 

수 있다. 수도권 입지 기업의 경우 17개 응답기업 

가운데 24%인 4개의 기업에서 연구부문이 분리하 

여 입지하고있는데， 4개 기업의 연구부문은모두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보다구체적 

으로는 1개 기업의 연구 부문이 강원도 춘천시에 

입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3개 기업의 연구 부문은 

대전권에 입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전권 입지 기업 

의 경우 41개 응답기업 가운데 7%인 3개의 기업 

만이 기업에서 연구 부문이 분리하여 입지하고 있 

는데， 이 3개 기업 가운데 2개 기업이 기업의 연구 

부문이 대전권에 입지하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 창 

업한 기업 가운데 수도권 입지 기업이 대전권 입지 

기업에 비하여 연구부문을분리하는비율이 높고， 

분리된 이 연구 부문들은 대개 대전에 입지하게 되 

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측면은앞서 살펴본 입지 요인의 분석에 

서 거론하였듯이， 수도권이 연구 개발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변이 있기는 하지만 대전권 역시 연 

〈표 8) 연구기능의 공건적인 분리 

쪼젖쳤I f혐후훌쯤휩 (r:했휩훌훌앓) 

수도권 
4 3 

17 
24% 18% 

대전권 41 
3 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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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에 있어서 기업이 필요로하는공간적인 역 

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혁신 활동의 정보 원천 

기업들이 헥신 활동의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어 

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에 대한 설문은 기 업 

의 연구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한 

다. (표 9) 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탐색과 기술 개발 

을 위한 혁신 활동의 원천에 관하여 수도권 입지 

기업과대전권 입지 기업의 공통되는면과함께차 

이가 나는 면이 같이 나타나는데， 먼저 공통되는 

면으로는 대전권의 대학 및 연구원을 중요하게 보 

는 반면， 경쟁 업체에 관하여서는 수도권 기업을 

중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CEO의 비공식 

적 모임을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모임의 공 

간적인 범위는모두동일한지역 내에서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연구 인력의 비공식적 모임의 

경우 CEO의 비공식적 모임에 비하여 중요도를 낮 

게 보는 반면， 범위가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표 9) 에서 나타나는 혁신 활동의 원천에 관한 

수도권 입지 기업과 대전권 입지 기업의 차이점은 

수도권 입지 기업은 연구 기관보다 타 경쟁 기업을 

보다 중요한 혁신 활동의 정보 원천으로 고려한 반 

면에， 대전권 입지 기업은 경쟁 기업보다는 연구 

기관， 그 가운데에서도 대학보다는 연구원을 보다 

중요한 혁신 활동의 정보원천으로 고려하고 있다 

는 것이며 이들의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 원천 

으로서의 대상은 대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이다. 

수도권 입지 기업은경쟁 기업을보다중요한혁신 

활동의 정보 원천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 이 

경쟁 기업의 위치는 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는 10개 기업이 모두자신의 입지 지역인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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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혁신의 정보 원천 

+!ë.i혈 입，;1 '1않 

훌훌촬E숱 월훨힘차 

ι 윷쫓셜0/셨 수도권 LII혔월 
청했짧처{ 10 58.8% 10 0 16 

LII학 6 35.3% 3 3 l6I 39.9% 
옆구월 8 47 .1% 3 5 22 I 53.7% 

원찬협우4 쫓옹앓!ë. 
유-...-

수~궐 

CEO벼공식 8 47 .1% 8 

연구씬뭘버공작 5 I 29 .4% I 2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대전권 입지 기업은 연구원 

을 보다 중요한 혁신 활동의 정보 원천으로 고려하 

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원의 위치는 이를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137R 기업 가운데 10개 기업이 

자신의 입지 지역인대전권에 있다고하였다. 

(3) 연구 개발 언계의 경험 
기업이 연계의 대상을 혁신 원천으로 인식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외부의 혁신 원천과의 연 

계 활동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 의 결과와 같다. 수도권 

입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구원과의 연구 

경험에 있어서 대전권의 연구원과의 연계 경험이 

있는 기업이 수도권의 연구원과의 연계 경험이 있 

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고， 대전권 입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경쟁업체와 연계 경 

험이 있는 업체가 대전권의 경쟁업체와 연계 경험 

이 있는 업체보다 많다는 것과 대전권 입지 기업 

가운데 연구원과의 연계 경험이 있는 23개 기업 가 

운데 1개 기업만이 수도권 연구원과의 연계 경험 

이 있다는것이다. 

수도권 입지 기업의 연구원과의 연계 경험에 관 

하여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17개 대전 입지 응 

와혐법위 4灣01쳤 

-116-

0 21 } 512% } 
3 15 I 36.6% 

12 
6 

0 

3 

답 기업 가운데 52.9%인 9개 기업이 연구원과 연 

계활동을수행한경험이 있다고하였는데， 이 가운 

데 2개의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한 연구원과 연계 

활동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6개 기업은 대전권의 

연구원과 연계 활동을 수행하였다. 

대전권 입지 기업의 경쟁 업체와의 연계 경험에 

관하여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41개 대전 입지 

응답 기업 7}운데 12%인 5개 기업이 경쟁 기업과 

연계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 1개의 기업만이 대전에 입지한 기업과 연 

계 활동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4개 기업은 수도권 

의 기업과 연계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계 

활동은 주로 공동 기술 개발과 공동 프로젝트였으 

며，이러한결과들로볼때대학및 연구원외의 기 

업과의 외부 연계 활동에 있어서 대전 입지 기업의 

기업 대상의 연계 활동은 수도권 지향적임을 확인 

할수있었다. 

대전권 입지 기업의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 경 

험에 관하여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41개의 대 

전에 입지한 응답 기업 가운데 51. 2%인 21개 기업 

이 대학과 외부 연계를 가져 본 경험이 있다고 하 

였으며， 58.5%인 24개 기업이 연구원과 외부 연계 

를 가져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대학의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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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 개발 연계의 경험 

치를밝힌 19개 기업 가운데 16개 기업이 대전권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가졌다고 하였으며， 연구원의 

경우 위치를 밝힌 23개 기업 가운데 22개 기업이 

대전권에 있는 연구원과 연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중복되는기업을감안하여 대전 입지 기업 가운데 

대학이나 연구원과 연계의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 

체 41개 기업 가운데 80%인 33개 기업이며， 이 가 

운데 29개 기업이 연계의 대상은 대전에 있는 대학 

이나연구원이었다고하였다. 대전지역 입지 기업 

들은 활발하게 대학 및 연구원과 외부 연계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러한 대부분의 연계는 같은 지 

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연계는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반 한 것이기도 하지 

만， 여기에는 사회적 근접성도 중요하게 작용하였 

다고할수 있다. 대전권에 입지한응답기업 총 41 

개 기업 가운데 여러 가지 외부 연계의 계기에 대 

하여 %개 기업이 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공적인 

관계나 공식적인 주선을 통하였다고 답한 경우는 

5개 기업에 불과한 반면 21개 기업이 사회생활이 

나 연구원 등의 인맥을 통하여 연계를 가졌다고 답 

했으며， 나머지 8개 기업도 고향 및 중고등학교， 

대학의 인맥이 연계의 계기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지리적 근접성에 사회적 근접성이 더하여지면서 

교류및 연계에촉매적인 역할을하였다는것이다. 

2) 생산 및 판매 연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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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업의 생산 및 판매 부문의 공간적 분리 

생산부문의 경우 〈표 11>과같이 수도권 기업과 

대전권 기업이 모두 공간적인 분리 양상을 보이기 

는 하지만， 수도권 기업이 대개 수도권 안에서의 

분화를 보이는 것에 비하여 대전권 기업의 분화는 

수도권을 지협F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우선 수도권 입지 기업의 경우 기업 내에서 

제조 부문을 분리하는 경우가 6개 업체， 아웃소싱 

을 통하여 제조 부문을 외주하는 경우가 5개 업체 

이며， 제조 부문의 분리와 제품 일부의 ö}웃소싱을 

겸하는 업체가 2개 업체 존재하여， 전체 17개 업체 

가운데 53%에 달한 총 9개 업체가 본사에서 제 

조 기능을 전부 또는 일부 분리하여 제품을 생산하 

고 있다. 생산을 분리하거나 아웃소싱 하는 이 러한 

9개 업체 모두가， 수도권 내에서도 보다 과밀하여 

지가가 높고 제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서울특별 

시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 

고 9개 업체 가운데 78%인 7개 업체가 수도권이라 

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생산 부문의 분리나 아웃 

소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생산 기능의 

공간적 분리는 주로 비용 절감， 혹은 제조업 시설 

입지의 정책적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다고할수있다. 

대전권 입지 기업에도 생산 기능의 공간적인 분 

리가 나타나지만 그 비율이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작고 이들이 기업의 본사와동일 지역에 있 

는 비율이 43% 밖에 되지 않는다. 수도권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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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저|조 기능의 공간적인 분리 

17 

41 

35% 

3 

7% 

11 
27% 

53% (78%) 

14 (6) 

34% (43%) 

주) 수도권의 경우 생산 부문 분리와 아웃소성이 겹치는 업체가 있어 중복 제외. 

〈표 12) 판매기능의 공간적인 분리 

비교하여 볼 때， 고정 비용 절감과 같은 요인보다 

는 기업 조직을 공간적으로 분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간적인 이익이 이러한 기업 조직의 분리와 

아웃소싱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이러한 생산 기능의 

분리와 아웃소싱 현황을 보이는 업체 가운데에서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자재 구매와 제품 

판매의 수도권 거래 업체의 비율이 모두 50%를 넘 

는다. 이는 구매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지리적 근접 

성이 이러한 기업 조직의 분리와 아웃소싱과 관련 

이 있다는것을의미한다. 

판매 부문의 경우 역시 표와 같이 수도권 입지 기 

업들에 비하여 대전권 입지 기업들에 있어서 높은 

비율로 공간적인 분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대개 수 

도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연구 개발 기능의 공간적인 분리에서 수도권 입지 

기업이 기업 조직의 차원에서 특성을 가지는 측면 

이 있었다면， 판매 기능의 공간적인 분리에 있어서 

는 대전권 입지 기업이 기업 조직의 차원에서 특성 

을가진다. <표 12)와같이수도권 입지 기업 17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만이 판매 기능을 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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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대전권 업체는 설 

문응답총 41개의 기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8 

개 업체가 판매 기능을 분리하거나 아웃소싱을 활 

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수출을 위 

한아웃소싱을활용하는한개의 업체를제외하고 

는 이들 업체는 모두 분리된 판매 기능을 수도권에 

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생산 기능의 분리와 함께 

대전권이 구매 및 판매의 연계에 불리하다는 입지 

선택 요인 분석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대전 지역 입지 기업들은 이러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조직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거나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대전권 입지 기업의 구매 및 판매 연계의 특성 

@ 매출규모에 따른분류 

대전권 입지 기업의 구매 및 판매 연계를 살펴보 

는 것은 대전에 입지한 기업이 어떠한 공간적인 연 

계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현상을 분석한다 

는 것에 더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대전권이 구매 

및 판매 연계에 있어서 불리한상황에서 대전에 현 

재 입지해 있는기업들은어떻게 이에대응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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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구매 및 판매 거래에서 각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보는 기업의 비율 

는가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원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의 영역은 앞서 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대전권이 수도권 

에 비하여 불리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면서 중요하 

게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전권 입지 기업의 구매 및 판매 연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우선 대전지역의 응답기업을기 

업의 매출 규모 10억을 기준으로 기 업들을 두 집단 

으로 나누고 서로 비교 하였다. 기업의 매출 규모 

10억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로는 25% 이상 

의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고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전권 입지 기업의 평균적인 현황을 보았을 때， 

매출 규모가 10억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대개 일 

반적인 계속기업으로서 꾸준한 순이익을 내는 기 

업의 집단이 아니라고보았기 때문이다. 이런경우 

기업의 활동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장의 

원리와는 다른 지 역 인센티브와 같은 개별적 인 특 

수한 사안으로 보아야 송F는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 

하고 고찰하기로 하였다 다만 대전권의 응답 기 업 

의 매출규모의 분포를보면 이러한기업들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제외하고 생각하 

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매출을 가지는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고 생각하였다. 대전 지역의 41개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매출 규모가 10억에 미치지 못판 경우는 

37%에 해당하는 15개 기업이었다. 

대전권 입지 기업의 원자재 구매 및 제품판매 연 

계를살펴보기 위하여 거래의 형태와거래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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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원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거래의 형태는거래 기업의 지역별비중과구 

매 거래의 방식에 대한 설문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 

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가운데 중요 

한 것은 〈표 13) 에서 볼수 있는 것과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입지기업에 있어서 원자재의 

구매와 생산 제품의 판매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 

하는 기업이 대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비하여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매 

출 규모 10억 미만의 기업에 비하여 매출 규모 10 

억 이상의 기업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구매 

및 판매 거래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표 14) 와 <

표 15)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출 규모 10억 

미만의 기업과매출규모 10억 이상의 기업에 있어 

서 공통점 보다는차이점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 

표 14) 에서 보면， 매출 규모 10억 이상의 기업은 

매출규모 10억 미만의 기업에 비하여서 원자재 구 

매 거래가 고정적으로 이루어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원자재 구매 거래에 있어서 매출 규모 10억 

이상의 기업은 8%의 기업만이 시장을 통하여 다수 

의 업체에서 원자재를 구매한다고 한 것에 비하여 

매출 규모 10억 미만의 기업은 26.7%가 시장을 통 

하여 다수의 업체에서 원자재를 구매한다고 하였 

다. 이에 원자재 구매에 있어서 매출규모 10억 미 

만의 업체보다 매출 규모 10억 이상의 업체들이 원 

자재 구매 회사와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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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생산 제품 판매 거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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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집단별 구매 및 판매의 시작 계기 설문 

구매(4접 01상 응앓 없율} 짧DH(4짧 01혔 뚫당 벼율} 
10억 []I얹 10악 01상 10Ç않 lJ l만 

과격겸쟁헥 93.3% 80.0% 40.0% 61. 5% 
풀절 몇 학활웠챙§혁 100.0% 80.0% 93.3% 1000% 

평판3랭쏘l흉 80.0% 76.0% 867% 885% 

했심윈력의 었짧 333% 8.0% 533% 26.9% 

풍답업체 담당 얹형 13.3% 28.0% 53.3% 462% 

71래 엽줬| 휩당얀혁 20.0% 24.0% 40.0% 26.9% 

거래를 보면 매출 규모 10억 이상의 기업은 11.5% 

의 기업만이 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업체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한 것에 비하여 매출 규모 10억 미만의 

기업은 33.3%가 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업체에 제 

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특히 대기업에 고정적으 

로 판매한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매출 규모7} 10 

억 이상인 업체의 38.5%에 비하여 매출 규모 10억 

미만의 업체는 13.3% 밖에 되지 않았다. 대기업 연 

계에중심을두고보지 않는다고하더라도매출규 

모 10억 이상의 기업은 매출 규모 10억 미만의 기 

업에 비하여 거래의 형태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 

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업 보육 센터 관계자들이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대전 지역의 첨단 산업 창 

업 기엽은 대개 나름대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벤처의 성공이 기술이나 제품 개발의 문제 

보다는 경영자의 상업적인 마인드와 거래를 창출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보다 좌우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거래의 방식에서도 이러한 경 

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구매 및 판매 거래의 동기는 〈표 16)과 같다. 이 

설문의 문항은 가격 경쟁력，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응답 회사의 평판 및 신용， 

응탑 회사의 담당 인력， 거래 회사의 담당 인력， 

CEO 및 연구 인원부자재 구매의 경우 매출 규모 

10억 미만의 기업들은매출규모 10억 이상의 기업 

에 비하여 핵심 인력의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한 기 

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웅답 업체의 구매 담당 인 

력은중요하게 생각한기업의 비율은낮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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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핵심 인력이 기업 내 

의 구매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면을보여주는 것이라할수 있다. 판매에 

있어서 역시 매출 규모 10억 미만의 기업들은 매출 

규모 10억 이상의 기업에 비하여 핵심 인력의 인맥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은 높고， 가격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았 

다. 가격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 

이 낮은 것은 아직 제품이 표준화 단계에 이르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단계에 이르 

지 않은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고， 핵심 인력의 인맥과 거래 업체의 구매 담당 인 

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출 규모 10억 ò]상 

의 기업에 비하여 원자재 구매와 마찬가지로 CEO 

와 같은 핵심 인력의 역량이 기업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는것을의미한다. 

@ 생산 활동의 주된 영역에 따른 분류 

매출규모가 10억이 넘는기업 가운데 거래 기업 

의 비율을기준으로원자재 구매 거래의 거래 기업 

과 제품 판매의 거래 기업의 수도권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기업을 분류하였다. 이는 총 41개 응 

답 기업 가운데 34%인 14개 기업이었다. 이에 이 

러한 기업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일부 기업을 선별하여 2차 설문 및 인터뷰 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14개 기업 가운데 9개 기 

업 에서 응답하여 주었다. 

우선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그림 4)와 같이 대 

전권에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1개 

기업은 연구 기능도 서울에 있어서 대전권에는 명 

목상의 본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 연계에 있어서 본사를 위주로 분석 

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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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대전권에 대한 지 역 

파급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유명무실 

한 본사 기능을 대전권에서 유지하는 것은 세금을 

지원 받고 대전권에 대한 지원에 가까운 형식으로 

내려오는 각종 프로젝트에 대하여서 대전권 기업 

으로서 우선권을 가지는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 

이다. 

생산 기능을 생산 부문의 분리 및 생산 아웃소싱 

의 활용 등으로 수도권에 두고， 연구 기능을 대전 

권에 두는 기업은 3개 기업인데， 이들 기업 역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은 생산 기능과 함께 설치하는 

판매 영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여 

준다. 단지 연구 기능을 대전에 둠으로써 기업 조 

직의 공간적 분화를 통하여 대전의 연구 기관과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사회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생 

산과 구매와 판매는 수도권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는 앞서 기능이 없는 본사를 대 

전권에서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게 세금을 지원 받 

고 대전권에 대한 지원에 가까운 형식으로 내려오 

는 각종 프로젝트에 대하여서 대전권 기업으로서 

우선권을가지는등의 혜택 역시 이러한선택에중 

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볼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대전권에 남아 있다는 것으로 생산 및 사 

무직 인력의 고용， 전후방 산업 연계 등의 파급효 

과 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연구 시설로서 공간 

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의 파트너가 되는， 혁 

신 체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변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기대하는고용효과및수직적，수평적 

파급효과를통하여 지역에 기여할수 있는형태는 

앞서 살펴본유형의 기업보다는생산활동이 대전 

권에서 이루어지는유형의 기업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성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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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인터뷰 및 설문 기업수 

지역 경제가활성화될수있기 때문이다. 

@ 제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생산 활동이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은 크게 

두 유형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하여 소매 및 총판 위주로 판매가 가능한， 소비 

재 산업에 가까운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원료 소재 및 부품 등 생산재 위주의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 가운데 전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산 활동이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1Q7R 기 

업 가운데 2개 기업이었고， 후자에 해당하는 기업 

은 8개기업이었다. 

소비재 위주의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설문 및 인터뷰 결과 첨단 산업 기업의 분류에 들 

어가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존 산업이 

라고 칭하는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과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비슷한 기업 활동의 양상을 보여 준다. 이 

들기업의 입장에서 보면판매와구매가주로수도 

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전권에 입지하 

는 것이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에 비하여 이들 기업 

에 특별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이 제품에서 창출하는 부7까치에 비하여 운 

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첨단 산업적 특성 

이 유효한 것에 더하여， 대전은 전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서 지 

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 

송비 측면에서 꼭 불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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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 활동인데， 이들의 

경우 소매에 가까운 형태로 대량 판매하는 기업이 

기 때문에 이 굳이 생산 기능의 위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교적 기계화된 설비로 대량 생산하 

여 대량 판매 하는 기업적 특성상， 개별 수요 및 반 

응에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기 위하여 생산 기능 및 

연구 기능을 시장에 공간적으로 근접하게 둘 필요 

가 없이 수도권의 영업소로 수도권에 거점을 두면 

각 소매점이나 총판， 대 리점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들 기업은 각각 

친환경 도료와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최신 

소재 정보를 국가 연구 기관에서 습득할 수 있다 

는， 대전권의 공간적인 학습 역량에 대하여 큰 기 

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생산 및 

판매 연계적인 부분에서 큰 불리함이 없고， 연구 

개발 연계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다， 대전권 

은협동화단지의 사례와같이 벤처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 시켜 주는 정책이 있어 제조업 생산 

시설의 입지적 제약이 적고， 세제 지원 및 자금 지 

원의 기회도다양하기 때문에 이들기업이 대전 입 

지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재 위주의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 

업은 위의 소비재 위주의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비하여 원자재 구매 및 제품판매의 수도권 

연계 부분에서 대전권 입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상대적으로 수요처가 다ÒJ:하지 않아 

{ 
L[ 생산 및 연구 양01 모두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1 개 기업 

생산’‘동안 수도켠에서 이후지는 기업 3개 기업 

생산흩톨01 대씬월야써 어.c에XI용 71엉 , 4채 기얻 

Lr 소뼈 

〈그림 4) 2차 인터뷰 및 설문 대상 기업 분류 



수도권의 거래 기업을 상대로 고정적인 거래를 창 

출하고유지해 내야대전지역에서 그활동을 이어 

나갈수있기때문이다. 

우선 이들 기업은 그들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구 

매 연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인터뷰 및 원자재 구매 거래처의 성격에 대한 설문 

분석 에 따르면， 이들이 구매하는 원자재가 독점적 

이어서 공간적인 제약을 주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인터뷰역시 이러한결과를확인할수있었다. 

이에 논의를 이러한 생산재 위주의 기업의 원자 

재 구매 및 제품 판매 거래의 논의에서 제품 판매 

거 래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들 기 업은 제품 

판매 거래를고정적으로한다는특성이 있다. 제품 

판매 거래의 방식에 대하여서 이들 8개 기업 모두 

고정적인 거래처와 주로 거래를 유지한다고 하였 

고， 이 가운데 6개 기업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나머지 2개 기업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소수의 기 

업에 제품을판매한다고하였다. 소수의 거래처와 

고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주된 판매 경로라는 것 

이다. 이 고정적인 거래를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들 기업이 대전권에 입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 대전권에 있으면서도 수도권 

에 있는거래 기업과의 고정적인 거래를만들어내 

어 유지할 수 있다면 지 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와공간적인학습의 기회를얻기 위하여 기업이 대 

전에 입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제품판매 거래를거래의 촉발과유 

지로나누어 살펴보았다. 거래의 촉발과유지를비 

교하는 설문에서 모든 업체가 거래를 촉발하거는 

것이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인맥의 영향이 크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수도권의 판매 거래업체와 주로 

어떻게 서로를알게 되어 거래를시작하게 되었는 

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분류된 응답 기업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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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5개 기업이 CEO 및 핵심 인력의 인맥이 계 

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공개적인 홍보 활동이나 

거래처 회사의 시장 탐색이라고 답한 1개 기업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하여 이 구체적인 내용이 공 

개 입찰에 웅찰하여 낙찰 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어디에 입지하던지 기술과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가능한 공개 입찰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의 기업에서 연구원과 대기업 등 이전 직장에서 형 

성된 인맥 (4개 기업)이나 친목 및 교류 모임을 통 

하여 형성된 인맥 (2개 기업)등， 지리적 근접성을 

사회적 근접성으로 대체하여 활용함으로써 서로 

수도권에서 연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원료 소재 및 부품과 같은 소비재 위주의 상품 구 

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제품 판매 거래를 유지 

측면은 엔지니어로 구성된 영업소를 수도권에 설 

치하는 것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 이는 이들 기업 

이 소수의 거래 기업과 반복적인 거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판매 사원을의미하는 영업 인 

력보다는 거래 기업과의 인식적 근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엔지니어 영업 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들 엔지니어 영업사원은주로거래 기업 

과 기술의 수준 및 종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등 

의 부분에서 인식의 차원을 통일하게 유지하는 역 

할을 한다. 이에 이러한 인식적인 수준의 정보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서 기업이 대전에 

입지하면서 수도권 거래 기업과 연계를유지할수 

있도록한다는것이다. 이에 인터뷰대상 5개 기업 

모두가 수도권에 영업소를 개설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의 역할로판매 거래의 주선 이외에 앞서 서술 

한 것과 같이 제품의 지향성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조율， 문제 상황에 대한 공통 해결과 같은 부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대전권 입지 기업의 연계 형태를 그림으 



대전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입지 요인과 공간적 언계 

로나타내면다음의 〈그림 5)과같다. 

6. 결론 

수도권과 대전권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입지 조건 

의 차이를 보면， 대전 지역이 나름대로 연구 기관 

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수도권에 비 

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되지 못하며， 구매 

및 판매 연계 및 고용의 측면에서 대전권이 수도권 

에 비하여 불리하게 여겨지는 것이 입지 선택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에 지역의 정책적인 유인에서 대전 지역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하더라도대전지역창업 기업의 수 

도권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개발 연계에 있어서는 수도권 입지 기업들 

의 경우 대개 수도권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 

음에도， 수도권 입지 기업 7}운데 일부는 대전 지 

역에 연구기능을분리 입지시키는경우도있었고， 

혁신 활동의 원천에 관한 설문의 결과를 보면， 수 

도권 입지 기업과 대전권 입지 기업이 모두 대전권 

의 대학 및 연구원을 중요하게 보는 반면， 경쟁 업 

체에 관하여서는 수도권 기업을 중요하다고 본다 

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 그리고 수도권 입지 

기업은 경쟁 기업을， 대전권 입지 기업은 연구원을 

보다 중요한 혁신 활동의 정보원천으로 고려한다 

는차이점이 있었다. 실제 연계를가져 본 경험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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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간적 연계의 형태 

있어서도 수도권 입지 기업의 대전권의 연구원과 

의 연계 경험이 있는 기업이 수도권의 연구원과의 

연계 경험이 있는기업보다많다는것을확인할수 

있었고， 대전권 입지 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경쟁업 

체와 연계 경험이 있는 업체가 대전권의 경쟁업체 

와연계 경험이 있는업체보다많다는것과대전권 

입지 기업 가운데 연구원과의 연계 경험이 있는 대 

부분의 기업이 대전권 연구원과 연계 경험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 및 판매 연계의 특성은 앞서 입지 요인의 분 

석에서 살펴본것과수도권 기업과대전권 기업이 

모두수도권이 유리하다고보는측면에 있고， 이것 

이 기업의 입지 선택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기에， 유리한 지역에 입지한 수도권 입지 기업보 

다는 대전권 입지 기업이 이러한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고대전지역에서 기업 활동을유지할수있 

는가에 대한분석이 보다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우 

선 기업 부문의 공간적인 분리에 있어서， 생산 부 

문과판매부문모두대전권 업지 기업은수도권을 

지향하는 공간적인 분리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시장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의미가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전 지역에서 수도권에 비하 

여 불리한 이러한 조건들을 극복하는 원리를 살펴 

보기 위하여 일련의 기준들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 

출 규모를 보이는 기업 가운데 생산과 판매 활동이 

대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을 살펴보면， 

이는 다시 소비재 위주의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생산재 위주의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생산 

재 위주의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 업들은 불리 

한 조건을 사회적 근접성의 활용으로 얻어진 거래 

에 대하여 인식적 근접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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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수도권에 비하여 불 

리한 측면은 해소하고， 유리한 측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대전지역에남아기업활동을이어 

갈수있다는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인맥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근 

접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업만이 성공한다는 것 

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근접성의 중 

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이 주어진 조건으로만 존재 

하는 것0] 아니고， 공유된 공간적인 경험을 바탕으 

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 

하여 사회적인 근접성을 보다 넓고 깊게 구축하고 

활용하는것이 기업에도움이 되리라고생각한다. 

이처럼 다차원적인 근접성을 활용하여 공간적인 

원거리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입지 조건의 

불리함은 극복하고 지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또한 이용함으로서，기업이 보다경쟁력 있는활동 

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더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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