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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경대도시권에서 도심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이정훈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동경 도심에서 교외로 이전한 고차업무기능의 

성격과 이전의 요인을 구명하며 이러한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의 성격과 그것이 가지는 공간조직적 함의를 이 

론적， 경험적 측면에서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기존 

대도시권 업무기능 입지에 관한 연구에서 본사지원기능(back office)의 교외 

화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고， 사무실공간 수요주체로서 기업의 입지 

행위과정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도심에서 교외 

로 고차업무기능을 이전한 기업 83사를 파악하고， 이중 58개의 기업에 대해 

서 면담 혹은 우편설문의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정량 

적， 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동경대도시권에서 도섬업무기능이 공간적으로 

분화되는 양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공간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구 

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경권에서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변화 경향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1991-1996년 사이에 전통적 중심업무지구인 千代田區， 中央區，

港區， 新宿區 등에서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업무부분 종사자 수가 감소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서 그 주변의 品川區， 文京區， 江東

區에서는 이 기능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주변지역에서는 幕張新都心，

川 ú倚市， 橫파市의 港北區， mm21地區， 多摩地區의 동부(調布市， 府中市， 三應

市)， 多摩뉴타운地區(八王子市， 多摩市， 昭島市) , 大宮지구， 훔木지구 등에서 



업무기능이 성장하였다. 이로서， 이전 시기와는 달리 대도시권 내에서 동경 

교외의 일부지구와 동경도 23구부의 전통적 중심업무지구(CBD)의 외곽지구 

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외이전 기능은 광역적 기능과 기술 • 정보집약적 기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서 도섬에 남는 기능은 일반적 · 사회적 지식에 기반한 

활동(일반관리기능)이나 국지적 대면접촉에 의존적인 기능(영업기능， 기타사 

업서비스기업) ,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기능 및 상징적 본사기능(사장실， 비 

서실)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업이 입지이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하는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A: 합리화형， B: 통합 · 정보거점 구축형， C: 연줄망형， D: 구조조정형 등 네 

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각 유형별 이전에서 기업이 얻은 비용과 편익을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편익은 임대료의 절감(C:연줄망형을 제외한 전 유 

형)과 통합 · 정보거점의 구축을 통한 기업내부거래비용의 절감(B: 통합 · 정 

보거점구축형) , 기업의 연줄망 유지 (C: 연줄망형)였다. 또 교외의 친자연적 

환경과 넓고 쾌적한 최선의 업무시설， 직주근접 등이 교외이전을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편익에 해당되었다. 이에 비해서 중요한 비용은 외부거래비용 증 

가(A: 합리화(전체이전)형의 일부를 제외한 전 유형)와 이전 초기에 드는 초 

기비용(사무실 이전비용， 종업원 거주이전비용， 거래의 공간적 관계망의 변화 

에 적응하는 비용)이 있다. 이 이외에 기업의 업무기능 입지와 관련된 비용 

요소인 통근비용 노동력 확보 비용의 경우는 기존의 논의에서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서 도심과 교외간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 결과 교외에 새로운 업무지구가 형성되었 

다. 이 지구에는 광역시장의 통괄기능이나 기술 · 정보집약적 지식을 활용하 

는 기능들이 입지하고 있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동경 주변의 업무지구 

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외의 업무기능 성장지구 형성은 공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것은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와 기존의 도섬업무지구 간에 기능적 보완 

관계가 형성되며 또한 기존과는 다른 상호적인 업무활동의 흐름이 두 지역 



간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두 가지는 도시네트워크의 중요한 속성 

이다. 이로부터 교외에 새로운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온 것은 대도시권에서 

공간적 네트워크화의 단초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상에서， 도섬에서 교외로 이전하는 업무기능은 도심업무기능에 비해서 

저차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동경도심에 입지하 

고 있던 고차의 업무기능이 교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업무기능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성격을 구분하는 기존의 구분방식과는 달리 ‘업무기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거해서 기업활동의 공간적 분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 

심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은 장차 대도시권 공간구조가 네트워크화하는 단 

초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동경대도시권，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 기업공간조직， 본사지원기 

능， 도시 네트워크， 도심-교외간 기능적 보완성 

학 번 : 94208-802 





< 차 례 >

쩌11 장 서 론 ................................................................................................. 1 

제 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 1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 5 

1. 연구대상 ............................................... …… .......................................................... 5 

2. 연구지 역 ........................................................... …………… .................................... 11 

3. 연 구방법 과 자료 ................................................................................................. 14 

4. 논문의 구성 ...................................................................................................... 20 

저1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 23 

제 1절 선진국 대도시권에서 교외의 변화 ................................................................... 23 

1. 미 국에 서 엣지 시 티 (edge-city) 개 념 과 평 가 ..................................................... 24 

2. 유럽에서 대도시권 변화경향 ............................................................................. 26 

3. 일본 동경 대도시 권의 변화 ............................................................................... 27 

4. 대도시권에서 교외발전과정 모형 ...................................................................... 30 

제2절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 입지변화에 관한 논의 ............................................... 32 

1. 도심과 교외간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 양식 ................................................ 32 

2.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 입지결정의 요인 ....................................................... 39 

3. 업무기능교외화에 따른 공간조직 변화: 도시네트워크론 ................................ 47 

제3절 연구과제 및 분석틀 ........................................................................................... 55 

1. 기 존연구의 한계 ................................................................................................. 55 

2. 연 구과제 및 분석 틀 ........................................................................................... 56 

쩌13장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 변화와 그 사회경제적 배경 .................. 59 

제 1절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 변화 .......................................................................... 59 

1. 변화의 개요 ........................................................................................................ 59 



2. 업무기능 입지의 지역별 변화 특성 ......................... …·… .................................. 63 

3. 업무기능 입지변화의 업종별 특성 .................................................................... 69 

4. 지역에 따른 업종별 기업규모 차이의 특성 ..................................................... 81 

5. 업무기능 성장의 지리적 패턴 ........................................................................... 86 

제2절 업무기능 이심화의 사회경제적 배경 ............................ …… ............................. 92 

1. 경 제 적 요언 ........................................................................................................ 92 

2. 정책적 요인 ...................................................................................... …… ............ 97 

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구조 재편전략에 따른 오피스 공급의 교외확대 .......... 101 
4. 부동산시 장 변화현 황 ........................................................................................ 116 

제3절 소결 ............................................. 、 .................................................................... 121 

저14장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공간분화양식 ...................................... 125 

제 1 절 조사대상기 업 의 일 반적 특성 "",,,,,,,,,,,,,,,,,,,,,,,,,,,,,,,,,,,,,,,,,,,,,,,,,,,,,,,,,,,,,,,,,,,, 125 

1. 개 요 ................................................................................................................... 125 

2. 조사대상기업 이전의 특징 ............................................................................... 129 

제2절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 .......................................................... 134 

1. 업 무기 능의 공간적 분화 유형 분류 .................................................................. 134 

2.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유형별 특성 .............................................................. 150 

제3절 소결 .................................................................................................................. 185 

쩌15장 도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요인 ...................................................... 189 

제 1절 교외화과정 분석의 기본개념과 교외화의 내외적 조건 ................................ 189 

1. 분석의 기본개념 ............................................................................................... 189 

2. 업무기능의 교외화에 영향을 미친 내외적 조건 ............................................ 192 

제2절 업무기능 이전유형구분 및 유형별 특성 ................... … .................................. 195 

1. 유형구분 기준의 설정 및 구분 ................................................. ……… .............. 195 

2 업 무기 능 이 전유형 별 특성 .............................................................................. 203 

제3절 업무기능 교외이전의 비용과 편익(cost-benefit) .......................................... 209 

1. 비용-편익의 분석 방법 .................................................................................... 209 

2. 유형별 비용-편익 구성특징의 개념적 해석 ................................................... 214 

- 11 -



3. 업무기능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구성의 특성 .......................................... 221 
제4절 소결 .................................................................................................................. 232 

쩌16장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의 특성과 공간적 힘의 ............................. 237 

제 1절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의 기능적 특성 ............................................................ 237 
1. 개 관 ................................................................................................................... 237 

2. 각 업무지구별 입주기업의 특성 ...................................................................... 240 

제2절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 형성의 공간적 함의 ................................................... 245 
1. 업무기능 교외화와 공간조직 변화간의 관련성 ............................... … ............ 245 

2. 업무기능 교외화와 도섬-교외간 기능적 보완성 ............................................ 246 
3. 도심과 교외간 업무유동의 연계망형성 ........................................................ …249 

제 3 절 소결 ............................................................................................................. 258 

쩌17장 결 론 ............................................................................................. 261 

참고문헌 ................................................................................................... 269 

부록 1 : 사례기업개요 .............................................................................. 283 

부록 2: 질문지 ......................................................................................... 298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 

- 111 -



< 표 차례 >

〈표 1-1> 산업 기 업 의 조직 계 층과 각 계 층의 기 능 ............................................................. 8 

<표 1-2> 우리나라 수도권의 중심도시와 동경권의 중심도시 규모 비교 ....................... 12 

〈표 1-3> 우리나라 수도권의 주변지역과 동경권의 주변지역 규모 비교 ......................... 12 

〈표 1-4> 사례조사의 결과 ................................................................................................. 17 

<표 1-5> 모집 단 성 격 에 따른 사례 기 업 구성 .................................................................. 18 

<표 1-6> 조사대상기업의 1부상장기업 내에서 매출액 순위분포 ...................................... 19 

<표 1-7> 조사대상기업 중 비상장기업의 규모 비교(매출액기준) ................................... 20 

<표 2-1> 지배적 기술패러다임에 따른 시기구분 및 각 시기의 특징 ............................ 42 

<표 2-2> 경 제조직 유형 의 비 교 ........................................................................................ 48 

<표 2-3> 중심지체계와 네트워크체계의 속성 .................................................................... 50 

<표 3-1> 지역별 전산업의 취업자 및 업무부문종사자 증가수 및 비율 ......................... 63 

<표 3-2> 시구별 업무부문 종사자수 변화순위 상위 24개 지역(1991-1996) .................... 65 

〈표 3-3> 시구별 업무부문 종사자수 변화순위 하위 207R 지역(1991-1996) ...................... 66 

〈표 3-4> 업종별 분석 단위의 산업분류 내역 .................................................................... 69 

〈표 3-5> 광공업기업 업무부문 종사자의 지역별 증감수 및 비율 .................... … ........... 70 

<표 3-6> FIRE산업 종사자의 지 역 별 변화현황0986-1996) .............................................. 71 

<표 3-7> 정보서비스업 · 조사 · 광고업 종사자수의 지역별 변화현황0986-1996) ........... 75 

<표 3-8> 기타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지역별 증감수 및 비율0986-1996) ...................... 78 

<표 3-9> 광공업기업 업무부문의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 82 

<표 3-10> 광공업에서 업무부문 종사자 비중의 지역별 변화현황 .................................. 83 

〈표 3-ll> FIRE 산업에서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 …… ................. 83 

〈표 3-12> 정보서비스 · 광고 · 조사업 업무부문의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 84 

<표 3-13> 기타 사업서비스업에서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 85 

<표 3-14> 업종별 지역별 업무기능 입지변화 특정 ........................................................... 87 

〈표 3-15>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업무기능의 성장과 감소지구 현황 ................... 91 

<표 3-16> 기업 업종별 부동산사업분야 진출 상황 ........................................................... 95 

〈표 3-17> 민활촉진법 의 지 원조치 ...................................................................................... 98 

<표 3-18> 동경 권 업무핵 도시 지 정 현황 ............................................................................ 100 

- IV -



<표 3-19> 주요 업 무지 구 개 발목적 과 시 공간적 특성 .................................................... 102 

<표 3-20> 주요 업무지구 개발주체의 조직적 특성 ......................................................... 109 

〈표 3-21> 幕張메세와 퍼시피코橫판(mm21지구)의 사용자 현황 .................................... 114 

〈표 3-22> 랜드마크타워 방문자의 거주지 분포 ............................................................. 115 

〈표 3-23> 방문자의 방문목적 .......................................................................................... 115 

〈표 3-24> 동경권의 상업지 공시가격 누적변동율 추이(1983년 =100) ............................. 118 

〈표 3-25> 동경도의 오피스 입주율 변화 .......................................................................... 121 

〈표 4-1> 조사대상기 업 현황 ............................................................................................... 127 

〈표 4-2> 오피스 이전 시기와 빌딩 소유형태간의 관련성 ............................................... 130 

〈표 4-3> 이 전의 방향과 거 리 분포 ................................................................................... 131 

<표 4-4> 조사대상기업의 업종 및 조직 특성 .................................................................. 133 

〈표 4-5> 기업공간조직 변화유형별 특징 및 해당기업 수 ..................... ………… .............. 135 

<표 4-6> 의사결정수준에 따른 접촉의 특성 및 입지성향 .................................... ……… 137 

〈표 4-7> 시장범위에 따른 접촉의 특성 및 입지성향 .................................................... 138 

<표 4-8>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른 조직 구분 ................................................................. 139 

〈표 4-9> 업 무기 능의 부문별 성 격 ..................................................................................... 141 

<표 4-10> 업 무기 능의 성 격 에 따른 분류기 준 ............................................................... 142 

<표 4-11> 교외에 주본사를 이전한 기업의 업무구성에 따른 구분 ................................ 143 

〈표 4-12> 일부기능 교외이전 기업의 도심-교외간 기능구성 차이 ................................ 145 

〈표 4-13> 주본사가 교외에 있는 기업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유형구분 ....................... 148 

〈표 4-14> 주본사가 도심에 있는 기업의 기능분화유형 구분 ....................................... 149 

〈표 4-15> 광역적 시장통괄형(교외주본사)기업 현황 ..................................................... 152 

<표 4-16> 광역 적 시 장통괄형 기 업 (도심 주본사)의 현황 ................................................. 154 

<표 4-17> 광역적시장통괄형 기업 직원 1인의 1주당 대외접촉회수 .............................. 155 

<표 4-18> 광역적시장통괄형 기업 직원 1인의 1주당 대내접촉회수 ............................. 155 

<표 4-19> 국지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LK)형 기업본사의 특성 ...................... 162 

<표 4-20> 제 조업 부문의 총본사(DLFK)형 ........................................................................ 170 

〈표 4-21> SE사의 교외 본사건물로 이전하거나 신설된 관계회사 내역 ........................ 172 

〈표 4-22> 기 획 · 관리 (KG) 형 기 업 본사의 특성 ................................................................ 174 

〈표 4-23> 기술 · 정보집약(CK)형 사업부문 교외 이전기업 현황 ................................... 177 

<표 4-24> FU사 업무활동의 기능별 지역별 구성 .......................................................... 181 

〈표 4-25> 보험 엽 3사의 교외 이 전기 능 현황 .................................................................. 184 

- v -



〈표 5-1> 고차업무기능 교외화의 외적 조건 .................................................................... 193 

〈표 5-2> 고차업무기능 교외화의 기업내적 조건 ............................................................. 194 

〈표 5-3> 업무기능 이전요인의 조합에 따른 사례기업의 1차구분 .................................. 197 

〈표 5-4> 제 1차분류의 단순화 결과 ................................................................................... 198 

〈표 5-5> 유형 · 업종별 이전인원 규모 분포 .................................................................... 203 

〈표 5-6> 유형 · 업종별 매출액 규모 분포 ........................................................................ 204 

<표 5-7> 유형 · 업종별 오피스 소유형태 변화 ................................................................. 206 

<표 5-8> 유형 · 업 종별 공간조직 변화 ............................................................................... 207 

<표 5-9> 유형 · 업종별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 ...................................................... 208 

<표 5-10>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비용의 다양한 측면 ................................................ 211 

〈표 5-11> 도시내부에서 업무기능 분산정책 평가를 위한 대차대조표의 내용 .............. 212 

〈표 5-12> 기업의 오피스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범주 구분 ........... …… ........................ 213 

〈표 5-13> 이 전유형 에 따른 기 능유형 분포 ...................................................................... 215 

〈표 5-14> 이전유형 및 공간조직변화에 따른 기능유형 구성 ................. … ................... 218 

<표 5-15> 도섬업무기능 교외이전 결정의 조건의 개념적 구성 .................................... 220 

<표 5-16> 유형 별 입 지 장소의 구성 ................................................................................... 223 

<표 5-17> 교외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차이 분포 .................................................... 224 

<표 5-18> 장소의 상징성에 따른 기업 이미지 변화에 대한 평가 .................................. 226 

<표 5-19> 오피스 교외이전에 따른 외부거래비용 변화 .................................................. 228 

<표 5-20> 오피스 이전에 따른 내부거래비용의 변화 ...................................................... 229 

<표 5-21> 유형별 이전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 231 

<표 6-1> 주요 교외 업무지구의 업무부문 사업장 및 종업원 수 증감현황(1986-1996) 238 

〈표 6-2>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에 입주한 본사관련기능의 이전전 위치 ....................... 240 

〈표 6-3> 교외주요 업무지구에 입주한 지사기능의 이전전 위치 .................................... 241 

<표 6-4> 교외주요 업무지구 본사관련기능의 이전시기 .................................................. 241 

〈표 6-5> 교외주요 업무지구 본사관련기능의 업종별 현황 ............................................. 242 

〈표 6-6> 교외주요 업무지구 본사관련기능의 매출규모 .................................................. 243 

〈표 6-7> 교외 주요 업무지구에 이전한 기업의 자본 성격 ............................................. 244 

〈표 6-8> 교외주요 업무지구 본사관련기능의 인원규모 ............................................... … 244 

〈표 6-9> 이전기업 직원 1인의 일주간 대내접촉회수 ...................................................... 252 

〈표 6-10> 이전기업 직원 1인의 일주간 대외접촉회수 .................................................... 255 

〈표 6-11> MIT사 교외오피스에서 TV회의기기 사용 현황(1998년 5월 1개월간) ......... 257 

〈표 6-12> 기업의 대내외 거래에서 전자메일 사용 현황 ......................................... …… 257 

- VI -



< 그림 화려1> 

〈그림 1-1> 복수사업부형의 기업조직 ................................................................................... 9 

<그림 1-2> 일본에서 기업그룹의 구조 ............................................................................. 10 

〈그림 1-3> 연구지 역 개관도 ............................................................................................... 13 

<그림 1-4> 연구흐름도 ........................................................................................................ 21 

<그림 2-1> 전통적 제조업 입지 ........................................................................................ 43 

〈그림 2-2> 새로운 자동차산업 입지 ................................................................................... 44 

〈그 림 2-3> 중심 지 이 론 의 수 정 ............................................................................................ 54 

〈그림 2-4> 분석틀 ................................................................................................................ 58 

〈그림 3-1> 동경권에서 1990년대 이후 성장한 주요 교외성장지구의 행정구역 현황 ..... 60 

<그림 3-2> 東京都 23區部의 행정구역 및 업무지구 구분 ................................................ 61 

<그림 3-3> 동경권에서 업무부문 종사자수 변화(1986-1991) ............................................ 67 

〈그림 3-4> 동경권에서 업무부문 종사자수 변화(1991-1996) ............................................ 68 

〈그림 3-5> 동경권에서 FIRE산업 종사자수 증감현황0986-1991) ................................... 73 

<그림 3-6> 동경권에서 FIRE산업 종사자수 증감현황0991-1996) ................................... 74 

〈그림 3-7> 동경권에서 정보서비스업 · 조사 · 광고업종사자수 증감현황(1986-1991) ...... 76 

〈그림 3-8> 동경권에서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업 종사자수 증감현황(1991-1996) ....... 77 

<그림 3-9> 동경권에서 기타사업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감현황0986-1991) ...................... 79 

<그림 3-10> 기타사업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감현황(1991-1996) ........................................ 80 

<그림 3-11>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업무기능 종사자수 변화 (1991-1996) ............. 90 

<그 림 3-12> 일 본의 실 질 경 제 성 장율 추이 (1965-1997) ...................................................... 93 

<그림 3-13> 오피 스 착공면적 의 지 역 별 현황(1985-1996) ............................................... 117 

〈그림 3-14> 동경 23區部와 치바켄에서 초대형빌딩과 소형빌딩간의 임대료 비교 ......... 119 

<그림 3-15> 동경권의 각 업무지구별， 빌딩규모별 임대료 비교 ..................................... 120 

〈그림 4-1> 조사 대상기업의 공간적 이동 현황 ............................................................... 126 

〈그림 4-2> 업무기능 교외화에 의한 기업공간조직 변화유형 ......................................... 136 

〈그림 4-3>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유형 구분 절차도 .................................................... 150 

<그림 4-4> 교외 주본사 “광역시장통괄(Db) 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 160 

- VII -



〈그림 4-5> 도심 주본사 광역시장통괄형 (Db)기업의 업무활동흐름 모식도 .................. 161 

〈그림 4-6> DE사의 업무활동흐름 ..................................................................................... 165 

〈그림 4-7> NI사의 업 무활동흐름 ...................................................................................... 167 

〈그림 4-8> 국지적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LK)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 168 

<그림 4-9> 제조업부문의 총본사(DLFK)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 173 

〈그림 4-10> 기획 · 관리 (KG)형 본사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 175 

〈그림 4-11> 기술 · 정보집약적 기능(CK)형 사업부문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 183 

〈그림 4-12> 광역적 업무관리 (Dm)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 185 

〈그럼 4-13>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양식 ............................................... 186 

〈그림 5-1> 구조-주체 관계에 입각한 기업의 입지이전 의사결정과정 .......................... 191 

〈그림 5-2> 업 무기 능 이 전유형 (전반기 : 1980-1992) ....................................................... 201 

<그림 5-3> 업 무기 능 이 전유형 (후반기 : 1993년 이 후) .................................................... 202 

〈그림 6-1> 幕張新都心 시설배치도 ................................................................................... 239 

<그림 6-2> 교외로 이전한 본사관련부서의 기업내 대면접촉회수 .................................. 251 

〈그림 6-3> 교외로 이전한 본사관련부서의 거래처와의 대면접촉회수 ........................... 254 

- VIII -



쩨11 장 서 론 

:Ql 절 면구빠경 및 땐구목적 

1970년대 이후 공간 경제 변화의 주요 특정은 대도시권의 성장1)이 두드 

러지고 그 주변지역이 정체해서 공간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도 과거의 중심-주변 논리와 같이 간단하게 성장의 공간 

적 패턴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대도시권에서 

교외지역이 새로운 업무 · 상업기능의 핵으로 성장하거나2) 대도시로부터 멸 

리 떨어진 일부 중소도시에서 첨단의 지식집약적 기능이 성장3)하는 예가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중요한 변화의 단초로 생각하는 입장 

의 논자들은 과거의 공간조직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뚜렷한 계층적 공간분업 

의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Pumain， 1992) 현재의 공간조직은 다차 

원적이고 미세하게 분극화(fine graded)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Marshall 

and W ood, 1995)고 판단한다. 

공간조직의 미세한 분극화 현상을 대도시권 내부수준에서 살펴본다면， 도 

심의 고차업무기능이 몇 몇의 새로운 교외 중심지로 이전해서 도심업무지구 

와 각각의 교외 중심지간에 업무기능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1) 1980년대 이후 일국내의 대도시지역과 비대도시지역간의 격차가 심해져서 불균등발전 
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는 논문으로 Marahall, ].N., 
Damesick, P. and Wood, P. (987) , Daniels, 1991; Marshall and Wood(992) , 
Graham and Marvin(996) 등이 있다. 

2) 교외지역의 성장에 관한 연구로는 Erickson(983) , Erickson and Gentry, (985), 
Semple(985) , Hartshom and Muller(989) , Muller(997), Stanback(1991), Pivo(990) , 
Moulaert, T5dling E, Schamp(995)등이 있다. 

3) May에 의하면， 중심-주변의 관점에서 도시조직을 보는 관점은 것은 ‘집적지 
구’(agglomeration)의 공간적 팽창에 의해서 또한 주변지역에 있으면서 핵심적 경제활 

동(과학거점， 과학도시， 업무공원 등)이 집적되고 있는 발전거점 (development poles)의 

성장에 의해서 위협받는다. 즉， 점점 다극화된다(May ， 1997: 69).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대도시권 내부에서 고 

차서비스활동의 입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Coffey， Drolet and 

Polèse, 1996). 

지금까지 대도시권 내부수준에서 고차업무기능의 입지변화 및 그것의 공 

간조직 변화와의 관련성 에 관한 논의 는 도심 과 교외 간 기 능의 공간적 분화양 

식， 고차업무기능의 도섬 및 교외 입지요인 그리고 고차업무기능의 분산과 

따른 공간조직 변화간의 관계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심과 교외간 기능의 공간적 분화양식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대도시권에서 중심도시는 고차의 의사결 

정에 펄요한 대면접촉을 용이하게 해줌에 따라서， 집적경제의 최대화와 거래 

비용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활동의 집적지구를 형성한다는 견해가 

있다4) 이 견해에서는 보통 동일한 기업 내에서 혹은 기업간에 대면접촉 집 

약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업무기능을 접촉빈도가 높은 

주요본사기능(front office)과 접촉빈도가 덜 높은 본사지원부문(back office) 

으로 구분한다(Meany， 1989: Hall, 1998: 75). 그리고， CBD(중심업무지구)와 

교외간의 지대차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심으로부터 본사지원기능이 밀려난 

q(Code, 1983). 따라서， 일반적으로 CBD에는 고차의 경영 및 전문활동이 증 

가하게 된다(Coffev. Drolet and Polèse: 1996). 

그러나， Muller(l997)는 지금까지의 대도시권 내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에서 배타적으로 도심의 지구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진 

행되어온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 교외의 지구화 경향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교외성장의 대표적 현상이 

바로 미국에서 교외시가지 (suburban -downtown)와 에지시티 (edge-city)이다 

(Garreau. 1996).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교외에서 고차업무기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명 즉， 교외로 이전하는 업 

무기능을 주로 본사지원기능으로 보는 관점을 보완 ·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4) 이 러 한 입 장의 논의 로는 Haig(1926)에 서 시 작되 어 서 Goddard and Pye(l977) , 
Gad(l979; 1985), Code(983) , Schwaπz(1992)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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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본사지원기능이 교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도 

시권에서 업무기능 공간분화양식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논의 범주는 Muller(1997)의 주장대로 고차업무기능이 교외로 이 

전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대도시권 내부수 

준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입지요인을 분석한 Coffey , Drolet and 

Pol송se(1996)의 연구에 따르면， CBD를 선호한 기업은 찾기 쉽고， 특권적 장 

소，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도심업무지구의 외곽으로 

가고싶어 하는 기업은 고객 인접성， 대인접촉， 주차공간의 향상이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서 교외선호기업은 고객 접근성， 지가 및 임대 

료의 저렴함을 중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입지요인 연 

구에서는 기업이 업무기능 입지를 이전하는 전체적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 

다. 한편， Muller(1997)는 지구경제의 성립과 정보통선기술의 발달에 따른 업 

무기능에 대한 입지구속의 완화가 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을 촉진한다고 주 

장한다. 한편， McCann(1995)에 따르면，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전에 의 

해서 절감되는 비용요소는 다르다. 이 말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기업이 고차업무기능을 이전할 때 작용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고차업무기능의 이전에 작용하는 요인과 그 과정을 기업의 특성과 

결합시켜서 보다 상세한 경험연구가 요구된다. 

세 번째， 도심의 고차업무기능이 교외로 이전해서 교외에 새로운 업무중 

심지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대도시권 내부 공간조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고차업무기능은 지금까지 교외로 이전한 기 

능들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즉， 공업 · 거주， 그리고 

본사지원기능의 교외이전이 기존의 단핵도시모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계층적 공간분업에 해당한다면， 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 그리 

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교외중심지의 형성은 단핵도시가 네트워크도시화 하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 

에서는 양적 자료에 입각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다핵화 

가 진행되기 전에는 그 현상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양적으 

” J 



로 그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 

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향후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이라는 현상이 대도시권의 공간조 

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대도시권 변화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Batten(l995; 1999)과 

Camagni and Salone(l993)의 최근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연구의 개 

념적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한 곳， 즉 대도시권이 성장함과 동시에， 

중심도시에 비해서 교외지역의 성장이 현저한 나라로는 미국을 위시하여 캐 

나다， 서유럽의 여러 나라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에는 교외지역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富田和 

曉， 1994; 1995), 1990년대 초반까지 동경도섬에서 업무기능이 폭발적으로 증 

가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도심의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외국계기업을 중심으로 도섬업 

무지구로부터 그 주변으로 업무기능 이전이 일어나고 있어서(九段經濟昭究 

所， 1995: 26; 橋本都子， 1997: 3-6; 平本格之， 1997) 대도시권 내부에서 고차 

업무기능 분산의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산의 전반적 현황과 구 

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한편， 교외 대규모 

업무단지 및 뉴타운 건설 등의 요인과 도섬에서 집적불경제의 확대， 정보통 

신 및 교통의 발달 등의 요인 등이 결합되어 교외의 성장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연구(水鳥川和夫， 1987: 웰井良雄 等，

1998)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배경에 입각해서 일본의 동경대도시권을 사례로 

고차업무기능의 대도시권 내에서 공간분화 양식과 그 요인을 밝히고， 이러한 

고차업무기능의 입지변화가 대도시권 공간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네트워크도 

시’ 개념에 입각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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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땐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1) 엽구대상의 쉴정 

최근의 업무기능 입지변화 연구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을 중섬으로 한 업 

종별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경우 

는 제조 · 유통업기업 업무부문의 입지변화 경향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록， 제조업기업에서 많은 업무부문을 외부화하고 있어서 생산자서비 

스 부문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제조업 기업 내에서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기능 등 지식집약적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기업의 입지성향은 시장보다는 생산설비의 입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는 점에서 고객과 근접하고자 하는 생산자서비스업과는 다르다. 따라서， 제 

조 · 유통업기업 본사부문을 사례대상에서 제외한 업무기능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각 제조업 기업의 본사기능은 상위계층 

의 도시에 입지해서， 경제적 정치적 결정을 하고 나머지 도시시스템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자원을 통제하고 배분(Lyons， 1994: 733)하여 도시 

의 성장과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阿部和俊， 1991)5)에 중요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사례조사의 대상은 ‘제조 · 유통업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 기업의 본사와 본사에 속해 있는 각종 업무부문을 중심도시 

에서 주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조직에서 

본사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기업에 따 

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구분 기준을 조작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본사기능으로 

5) Gottman(l961)은 이러한 기업의 본사부문을 종래의 3차서비스엽보다 높은 지적 수준 

과 책임을 갖는 ‘제4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R 

나
 



간주한다. 

첫째， 제조 · 유통업기업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본사기능으로 간주한다. 

@ 기업 전체에 대한 일반적 관리기능 즉， 인사， 총무， 경리， 홍보， 비서실 

는
 

이
사
 

책임지고 

등 협의의 본사기능 

관해서 생산 · 판매 · 연구개발 등을 

기업조직에 따라서 

@ 특정 제품， 분야에 

사업(본)부 혹은 기능(연구개발이나 기술， 설계 

있는 사업(본) 

담당하는 

특정의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공정기술개발을 관련된 

담당하면서 여타 기능(영업 

공장에 위치하면서 생산과 생산에 

제외함. 

등)을 

은
 

단
 
부
 

어
H
 

부
 
사
 

@ 조직의 명칭이 ‘지사’， 혹은 ‘사업소’ 등으로서， 계층상 본사조직의 하위 

속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기업 전체활동을 통괄하 

거나 지원하는 기능 혹은 위 @의 사업(본)부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계층에 

제외하고 사업(본) 

할 수 있는 경우 

@ 조직편제상 ‘00연구소’의 명칭이 

부 혹은 직능부문으로서 연구개발， 마케팅 등 R&D관련 부문 

우
 

’ 켜O
 

느
 
」

이
샤
 

붙어 

@ 본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처리기능 정보시스템 구축기능 등. 

분류하며， 고차업무기능으로 가지 기능 중에서 CD~@)까지는 

@ 는 일상적 본사지원기능으로 분류한다. 

이상 다섯 

지점， 지사， 영업소가 아닌 기업에서 둘째， 금융 · 보험 · 부동산(FIRE)업 

본사기능. 

셋째， 생산자서비스업 기업의 본사기능 및 본사에 부속된 각종 전문적 서 

비스기능. 생산자서비스업 기업의 경우 일반관리기능의 비중이 적고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무형의 재화를 생산 제공하는 서비스기능(R&D， 엔 

지니어링， 설계， 각종 전문적 기술 서비스)의 비중이 높으며 또한 중요하다. 

이 서비스 기능은 제조업기업으로 말하면 생산단위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도면을 그리기도 하며， 각종 

기술적 상담 및 고객에 판매한 서비스 제품의 유지 보수 및 개선 작업을 담 

져무천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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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사기능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는 

기술 및 지식집약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고차업무기능에 포함된다. 

제조업기업의 당한다. 이 부분은 

일본현지법인 중에서 대표사무소. 명칭으로는 일본본사， 넷째，외국기업의 

일본지사 등이 있다. 

관계기 계열기업(자회사 혹은 느
 」

이
샤
 

가지고 다섯째， 특정기업에서 지분을 

업)의 본사. 

생산자서비스기능은 이상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본사기능 및 

고차업무기능과 일부의 일상적 지원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엽구대상 설정 근거 

대도시권에서 고차업무기능이 이심화하는 요인으로는 도심으로부터 교외 

로의 물리적 입지이전 교외에서 기업의 성장 및 새로운 오피스의 신설 등이 

있다. 이 요인들 중 교외에서의 새로운 오피스의 신설 · 성장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치며， 물리적 입지이전에 의한 이섬화는 그 비중이 낮은 편 이 t:} (Lyons, 

중심도시에서 

연구대상으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생산자서비스기능을 본사 및 

1994; Coffey, Drolet and Pol응se， 1996). 

주변지역으로 이전한 제조업기업의 

로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기업본사는 기업의 얼굴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외지역으로 본사기능을 이전하는 일이 아직 극히 드문 일본의 상황에서 본 

사기능을 교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부 

담이 따르는 일이다. 또한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기존의 장소에서 형성된 공 

재편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비용， 종업원들의 통근문제 , 심 

등과 같은 공간적 관성 Onertia) 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의 

교외에 비해서 크게 나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전이 일어날 것 

본사기능의 이전에 의해 

간적 연계망을 

리적 문제 

입지여건이 

이 다(Aksoy and Marshall, 1992: 158-159). 따라서 

교외의 업무지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도심으 

로부터 업무기능을 밀어내는 힘， 즉 원심력 (centrifugal force) 이 상당히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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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으로 말해준다. 그러므로， 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 

은 대도시권 공간구조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 

다. 

〈표 1-1> 산업기업의 조직계층과 각 계층의 기능 

\\)1능의 항목 

\\ | 역할 및 구성 

조직의 층우|\\| 

종합본사 
(general 
office) 

‘사업 부 (divisions) ’ 

의 활동을 위해서 

조정， 평가， 그 목적 

과 정책쓸 결정하 

고， 경영자원을 할 

당. 최고간부 

(general executive) 
와 스태프로 구성. 

중앙본부 l주요 직능활동분야 

(central 1 를 총괄하는 몇 개 

office) 1 의 부서를 관리 

사 | 部門本해 l 1-11' 1 J "r 1-11'하부의 현장조직을 
업 1 (depart- 1 

닙 1 '===“- 1 위해서 조정， 평가， 
T I ““‘.L 1 계획을 세움 

office) ’ 

각 공장과 지점， 地 | 

활동의 부문적， 공간적 

범위 

기업 내 여러 종류의 부 

문 혹은 하나의 부문을 

다지역에 걸쳐서 담당; 

국가·국제경제에 걸쳐 

서 활동 

하나의 산업부문을 담 

당. 어떤 한 계열에 관 

련된 모든 직능에 관계. 

접촉 범위는 담당하는 
산업부문에 의해서 결 

정 

넓은 지역 혹은 전국적 

규모에서 하나의 직능분 

야를 계획， 관리， 조정. 
이들의 전문적 활동과 

외부 情報源은 동일한 

전문직능에 종사하고 있 

는 동료와 동업자에 한 

정. 

의사결정 수준 

전략적 (Strategy): 장기 적 

목적결정， 필요한 행동방 
식 채택， 제 자원 할당; 사 
업확대， 사업장 설립， 다각 
화-이를 위해서 기업조직 

변경， 창출. 기업가적 
(en tereprenerual) 결 정 과 

행동 

전술적: 확대된 활동과 자 
원을 관리하여， 업무를 원 

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것. 각 현장에서 

의 활동(operating)에 관한 

결정과 행동. 

광역에 걸친 전문적 직능 
행위 (영업， 기술연구부， 

제조부， 자재부， 재무부) 

l n | 한 地區 내에서의 판 , 
현장조직 |鋼업소， 구매사:1매， 제조， 기술 중에서 |국지적 전문적 직능행위 
(field 1 소， 기술여구λ 회 I^~'l 1'':-: 1 ñ1 71 1.- rr 'L 0' !(영업소， 연구소， 공장， 구 | 」 」， B |어느 하나의 직능만을 | 
units) 계 및 경리 등의 1f-- 1 다다 |매국， 회계국) 

서를운영 1 0
。

(출처 Chandler， 1962, 三姜經濟昭究所譯: 26-28에 의거 연구자가 정리) 

한편， 제조업기업의 본사기능 분류기준은 Chandler( 1962)의 기업조직 분류 

에 근거 한다. Chandler에 따르면， 산업 기 업 6) (industrial enterprise)의 조직 은 

6) 민간이 운영하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기업으로， 원재료의 조달에서 최종 
고객에 대한 판매까지 일련의 경제과정 속에서 일부 혹은 전부에 걸쳐서 상품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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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직 (field units) , 部本部(departmental office), 중앙본부(central office), 

종합본사(general office) 네 층위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층위에서 관리조직의 

직능과 역할의 범위， 의사결정의 성격은 <표 1-1>과 같다. 

조직의 형식적 의미에서 본사는 종합본사를 의미하지만， 업무의 성격과 

기능의 측면에서는 사업부의 중앙본부와 부문본부 역시 해당 사업부문에서는 

최고결정권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의 기업 재조직화에 의해서 사업부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Aksoy and Marshall, 1992) 대도시권에서 

제조 · 유통업기업의 업무기능 입지를 분석함에 있어 사업부의 본부도 고차 

업무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그림 1-1> 참조) . 

중앙본부 
Central 
Office 

홉”후;홉” 
Departmental 
Office 

현장조직 
Field 
Units 

종합본사 

GeneralOffice 

t也區영업소 연구소 공장 
Branch Laboratories Plants 

Salεs Units 

(출처: Chandler, 1962; 三姜經濟맑究所譯: 19) 

〈그림 1-1> 복수사업부형의 기업조직 

구매부국 회겨|부국 
Buying Accounting 

하는 기 업 을 말한다(Chandler. 1962; 三쫓經濟짧究所譯: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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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권화의 경향은 사업부문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방식 자체가 바램으로 해서 더욱 강화된다. 즉 특정 사업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일정 지분의 자본을 투자하여 법적으로 독립시키는 

‘분사(分社)’가 그것이다. 따라서 기업조직에서 分社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靈

주: 크고 작은 원은 기업 r事」 는 사업부임 

(출처: 下감政弘， 1993: 44) 

〈그림 1-2> 일본에서 기업그룹의 구조 

해외 

사업부와 분사로 이루어진 일본의 기업그룹 관계를 모식화 한 것이 <그 

림 1-2> 이다. 일본적 경영방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분사형태의 기업조직은 

과거 종신경영시대에는 모기업의 잉여인원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자공학(electronics) ， 기계전자공 

학(mechatronics) , 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로의 경영다각화， 그리고 분권화， 

본사축소를 통한 경영효율 제고의 의미를 띠고 있다(下섭政弘， 1993: 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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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사조직’의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한 견해는 기업 

의 내부조직도 시장도 아닌 ‘중간조직’으로 본다. 즉 이것은 시장과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미국의 기업조직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일본적 특성으 

로， 일본기업이 시장의 급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 

다. 즉， 일본기업들은 시장제도의 좋은 점과 조직 내 교업의 좋은 점을 각각 

취해서 ‘느슨하게 결합된 기업간 네트워크’를 잘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다른 한 견해는 중간조직과 내부조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두 

조직간에 생기는 갈등을 계층적 권위에 의해서 해소하는가 아니면 전체적 조 

정에 의해서 해소하는가를 통해서 파악한다. 최근에는 모기업과 분사간의 갈 

등이 권한에 의해서 조정되는 집권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조직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 다Gbid: 59-61). 

본 연구에서 분사조직은 독립채산을 하며 비교적 독자적이고 유연한 입 

지논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간조직으로 보고 모기업과 별개의 기업으로 간 

주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직형태로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혹은 현지의 

합작기업이 있는데 이들 역시 하나의 독립된 기업으로 간주하여 그 업무부 

문을 고차업무기능에 포함시킨다. 

2. 연구지역 

본 연구의 연구지역은 동경대도시권으로 동경도와 주변3현인 倚玉縣(사이 

타마켄) , 千葉縣(치바켄) , 神奈川縣(가나가와켄)의 1都3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동경도의 23구부를 중심도시로， 그 외를 주변지역으로 설정한다7) 

동경대도시권의 지리적 구성을 우리 나라의 수도권과 비교한 것을 <표 

1-2> , <표 1-3>에 나타내었다. 중심도시의 경우 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넓지 

만， 인구가 8백만명으로 l천 1백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에 비해서 약 300만명 

7) 일본 전국 행정구역은 1都-1道-2府 43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인구는 

125，570，246명이고， 면적은 377，819km2이다(1995년 국세조사) . 남한의 경우는 인구가 
45，426，819명 , 면 적 이 99.293km2 이 다(1995년 내 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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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다. 자연히 인구밀도가 서울의 1만7천명/mk따에 비해서 1만2천명/mkm2으 

로 크게 낮다. 

반면에 동경의 주변지역 면적은 서울의 주변지역에 비해서 약간 넓지만， 

인구규모는 2천4백만명으로 서울 주변지역이 약 1천만명인 것에 비해서 대단 

히 많다. 즉， 동경권의 경우에 우리 나라 수도권에 비해서 인구의 동경 집중 

도가 낮은 대신에 동경권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표 1-2> 우리나라 수도권의 중심도시와 동경권의 중심도시 규모 비교 

서을특별시 

면 적 (km2
) 606 

인구( 명 10 , 759 , 454 

인구밀도( 명/km2 ) 17 , 762 

(자료: 내무부자료， 1995; 總務府 統計局， 1995, 國勢調흉) 

〈표 1-3> 우리나라 수도권의 주변지역과 동경권의 주변지역 규모 비교 

多摩

6, 759 I 5, 797 I 8 , 245 I 3, 805 

1. 780 I 1. 124 I 3.416 I 2, 431 

주요한 교외의 업무지구와 주요 교통로를 <그림 1-3> 연구지역 개관도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동경도 23구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선 교통로를 

따라서 교외의 업무지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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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과 자료 

1) 엽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섬에서 교외로 본사관련기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한편， 업무기능 교외이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서 업무지구와 빌딩의 공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 등도 조사의 대 

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업무기능의 공간분포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사례조사 결과를 정량적，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릎 

동경권에서 업무기능 입지변화의 개괄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부 

문 종사자 수의 지 역 별 변화에 관한 事業所統計調흉報告書의 1986, 1991, 

1996년도 간행본 및 그 原資料를 사용하였다. 事業所統計調홉報告·書를 통해 

서 밝히 려 고 한 사항과 사용한 자료의 구조적 특성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경권 내부에서 업무기능 전체의 지리적 변화경향 분석에서는 “경 

영조직 (4구분) , 사업소의 형태 (7구분)별 사업소수 및 종업원 수(민영)"의 원자 

료를 통해서 市區메村별로 업무기능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8) 이 자료는 전 

체 산업의 사업장 형태를 7종류(1. 점포 · 음식점， 2. 사무소 · 영업소9) ， 3. 공 

장 · 작업소 · 광업소 4. 운송센터 · 배송센터 · 전차 5. 자가용창고 • 自家用油

權所， 6. 일반의 주거와 구별하기 어려운 사업장， 7.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사무실과 영업소의 시공간적 변화를 소지역 단위로 확인하 

는 것이 가능하여 업무기능의 입지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생산자서비스와 금융보험부동산업의 입지동향 분석에서는 事業所統計

8) 이 자료에서 업종별 구분은 정령시와 도현단위로(동경도，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치 

바시， 및 3현)만 구분된다. 
9) 1991년까지 사무실과 영업소는 구분되어 집계되었으나 1996년부터 두 항목이 통합되 

었다. 따라서，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 이전의 통계에서 사무실과 영업소의 합계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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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활報告書의 “산업(중분류)별 사업소수 및 남녀별 종업원 수-시구”자료를 

사용하였다10) 

3) 사례조사 

사례조사 대상은 고차업무기능 교외이전 기업과 동경도 주변3현 및 千

葉市(치바시)， 橫파市(요코하마시)， ) 11 뼈市(가와사키시)의 시청， 그리고 오피스 

공급과 관련된 개발업자이다. 

가. 조샤대상기업 파악 

고차업무기능 이전 상황은 공식적 통계로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 

형상으로는 본사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특정 부서 혹은 사업부문 

을 교외에 신설한다든지 조직변경을 통해서 교외지역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조사하 

는 것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를 위해서 고차업무기능을 교외로 

이전한 기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의 자료에 의거하였다. 

o (주)生，關데이터베이스서비스의 내부자료 

O 신문스크랩 (1986-1993년도 사이의 신문스크랩 (주)닛세이 기초연구소 

제공) 

。 닛세이기초연구소 1995， r東京 · 大版의 오피스시장동향」 중 

1993-1994년도 오피스 이전기업 리스트(동경권) 

O 교외의 주요 오피스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幕張新都心， mm21 , 川 tl倚테 

크노피 아지 구， 新浦安지 구)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작성된 이전기업 목록은 다음의 자료에 의거， 이전 

사항을 확인하고 주소， 회사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O 會社年藍， 會社總擺(일본경제신문사， 각년도) 

O 外資係企業總擺 1986 • 1997 東洋經濟新報

O 總務府， 有價誼卷報힘-書， 해당연도 

10) 업종구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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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의 시기와 방법 

@예비조사 

1997년 7월 1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교외의 주요 업무지구와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해당지구나 빌딩의 개발업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 

다. 

@ 기업조사 

1차 조사는 1998년 1월 20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면담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본사기능을 교외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 기업에 대해서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와 면담 담당자를 기재해서 반송 

하도록 반송우편엽서를 발송하였다. 당시까지 연구대상으로 최종확인된 54개 

기업 중 반송엽서를 통해서 면담에 응한 기업이 127R사였다. 나머지 42개 기 

업에 대해서는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16사가 면담조사에 추가로 응하여 총 28사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실시하 

였다. 나머지 26사 중에서 17사에 대해서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사개요， 이전에 관련된 자료(언론홍보자료， 

사내홍보자료 등) 등을 우편을 통해서 받았다. 나머지 9사는 면담조사에 대 

해서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그중 일부의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우송받았다. 이 

로서 1차 조사에서 총 45사의 기업을 조사하였다. 

@ 보충조사 

1998년 6월에 45개사 중 직접면담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보충우편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오피스의 공급을 통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면담조사를 6월 10일 

에서 2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설문지: 부록 참조) . 

또 1999년 6월에 29사(幕張테크노가든 16사， 川 ú倚솔리드스퀘어 6사， 新橫

파 1사， mm21지구 2사， 其他橫파지역 2사， 新패安지역 2사) 의 조사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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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확인은 각 지역의 빌딩관리회사 등과 직접 접 

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서 조사대상기업은 총 83사로 늘어났다. 

1999년 6월에 추가로 확인된 조사대상기업을 포함해서 幕張新都心의 幕張

테크노가든과 월드비즈니스가든， 川 ú倚테크노피아， 新橫파， mm21지구의 랜드 

마크타워와 권즈스퀘어 빌딩 기타 요코하마 각지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 등 

352사를 대상으로 보충설문조사(제2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2통이 회수(회수율 14.8%)되었으며 추가조사대상기업 중에서는 

13사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지와 함께 받은 회사개요 유가증권보고서 및 

전화를 통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사례로서 추가하였다. 

<표 1-4> 사례조사의 결과 

기업 수(사) 

총조사대상기업 83 

총조사기업 58 
직접면담조사기업 28 

반송엽서로 면접에 
12 

응한 기업 

전화， 팩스률 통한 

요청에 의해서 16 
면접에 응한 기업 

통신수단율 통한 면담 및 
30 

우편설문율 통해서 조사한 기업 

제2차 보충설문 결과 응답한 52개 기업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의 형성과정을 분석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 조샤대상기업의 모질8 성격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기업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동경에 본사(및 본사관련 

기능)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중 일부 혹은 전부를 교외로 이전한 경험 

이 있는 기업으로 총 83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 조사대상기업이 어떠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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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 조사가 갖는 의미를 보 

기로 한다. 모집단과 비교한 조사대상기업의 구성을 <표 1-5>에 나타내었다. 

〈표 1-5> 모집단 성격에 따른 사례기업 구성 

기업수(사) 종업원수(명) 

확인된 
구분의 범주 

모집단 조사대상 모집단의 
이전 비고 

1ικ- 기업수 종업원수 
인원수 

(비율) 
(비율) 

동경도 특별구부에 
모집단기업의 평균 

본사·본점·본소롤 47 , 487 
83 28 , 481 종엽 원: 48명 /637>> 이 

2, 278 , 711 
두고 있는 기업 

(0.17%) (1. 25%) 전기업의 평균종업원 
수 452.1명 

동경도에 본사를 두고 
1, 531 

32 1 부， 2부， 점두상장기 

있는 상장기업 (2.09%) 
- -

엽 전체 

외국계기업 2, 275 
9 

(0.40%) 
- - -

비상장기업 19 

기타 - 23 - - 미확인기업 

*01전인원수는 인원이 확인된 63개 기업의 인원으로 산정함. 이전인원은 이전당시의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기 어려워 현채의 근무인원원으로 산정. 

* 이전기업은 전체이전과 부분미전을 모두 포함. 
자료: 전체기업 -給務府統計局 1996 事業所統計調홉報告뿔 

상장기 업 -東洋經洛新報， 1999, 승단四季報 
외국계기업- 東洋經淸新報， 1997, 外資係企業給鷹

이 표에 따르면 1996년 현재 동경도 23구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체 기 

업은 47，487사， 종업원 수는 2，278，711명으로 한 기업이 약48명의 종업원을 고 

용하고 있다. 이중에서 확인된 본사관련기능 이전기업은 83개로 0.17%이며， 

이전한 인원은 이에 비해서 높은(28，481 명， 63개 기업의 현재근무인원을 기준 

으로 산정 ) l.25%을 보이 고 있다. 

동경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장기업(1부， 2부， 점두)은 모두 1 ，531사이다. 

이중에서 32(2.9%)사가 본사관련기능을 교외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1996년 현재 동경도 23구부에 존재하는 외국기업은 2，275사이며， 그 중에 

서 이전이 확인된 기업은 9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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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사대상기업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에서 이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 

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회사순위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상장기 

업의 매출액 순위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이전기업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살펴보겠다. 

우선， 1부 상장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순위를 보면(<표 1-6>) 조사대상기 

업중 상장기업으로 확인된 27사 중 50위 이내 기업이 5사， 51-300위 사이 기 

업이 10사， 301위 -1300위 사이 기업이 6사로 나타났다. 

〈표 1-6> 조사대상기업으I 1 부상장기업 내에서 매출액 순위분포 

기업수 
이전형태 

주본사 일부 본사지원기능 

50위 이내 5 1 3 1 

51우1-300우| 10 3 5 2 

301-1100 6 4 2 

겨| 21 8 10 3 

(자료: 유가증권보고서. 1996) 

한편， 직접 순위를 비교할 수 없는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위 <표 1-6> 

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매출액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규모를 비교해보았다 

(<표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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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구〉 조사대상기업 중 비상장기업의 규모 비교(매출액기준) 

기업수 
주본사 

50우| 이내 3 
(1조2천억엔 이상) 

51우1-300위 4 

(2000억 엔-1조2천 억 엔 ) 
301-1100 8 

(360억 엔-2천 억 엔 ) 
1100우1 01 하 23 

(360억엔 이하) 

겨| 38 

* 조사대상기업 83사중 24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함. 
(자료: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 호|사개요) 

-

3 

7 

23 

33 

이전형태 

일부 지원부문 

3 -

1 

1 

- -

5 

조사대상기업의 비상장기업 중 매출액이 확인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 

교하였다. 그 결과 상장기업 5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이 3사， 300위 이내가 

4사， 1300위 이내 기업이 8사 등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11사에 이르 

렀다. 이로서， 총 83사의 조사대상기업 중 32사가 1300위 이내의 상장기업 이 

거나 그와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비상장기업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본 조사대상기업은 동경도 구부에 본사， 본점， 본소를 가 

지고 있는 기업(점포)중 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 

어 있고， 중소규모 기업도 고루 포함되어 있어서， 현 시기 기업의 업무기능 

입지경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대도시권에서 도섬 

업무기능의 교외이전 및 그것의 공간적 함의에 관한 경험적， 개념적 사항을 

정리하여 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미를 확 

인한다. 제3장에서는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변화 경향을 확인하고， 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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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업무기능의 

요인을 밝힌다. 이전유형 

교외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도심에서 

교외이전의 

배경을 경제적 

업무기능 제5장에서는 밝힌다. 성격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로 비용편익분석을 

변화를 살펴본다. 

업무지구의 

나타내면 다 

근거와 이전에 따른 

이전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함의를 살펴본다. 이를 

비용범주의 기업의 

주
 
’ 버

 
n 하

L
 

요
 

1 
} 0 

통해서 이전결정의 

제6장에서는 도섬업무기능의 

이전의 구분을 통해서 

교외 

도식으로 공간적 성격과 그 지역이 갖는 

음과 같다. 

저12장 및 연구과제 설정 이론검토 

톨-
업무기능의 지리적분포 

변화 경향 확인 13장 I 

를-
3장 2 변화의 사호1-경제적 배경 

옹톨I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 공간분화양식 

- 업무기능 교외이전 현황 
- 업무기능 공간분화유헐 

저14장 

업무기능 교오|이전 요인 

- 이전유휠구분 및 유헐멸 특성 
-유헐멀 비용편익구성 

저15죠t 

를-

저16장 

교외 주요 성잠지구의 성격과 그 공간적 함의 

- 교외에 업무기능 성장지구 횡성 

-중심도시-교외 업무지구간 기능적 보완성 
-업무흐름의 연계망 

- 21 -

<그림 1-4> 연구흐름도 





제2장 션형면구 검토 및 분석틀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입지변화와 그에 따른 공간조직 변화의 전체적 흐름을 개관， 기존연구의 한 

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한다. 제 1절에서는 업무기능 교 

외이전에 관한 논의의 사전 작업으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각국의 

대도시권 교외 변화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업무기능 교외 

이전과 관련된 주요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다. 첫 번째는 도심과 교외간 기능 

의 공간적 분화 양식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고차업무기능이 도 

섬에서 교외로 이전하는 요인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며 세 번째는 고차업무기 

능의 교외이전이 기존의 공간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판련되는 논의로서， 네트 

워크도시의 개념과 단핵도시가 네트워크화 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다. 제3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존연구의 한계를 파악하고 본 연구 

의 분석틀을 도출한다. 

짧1 절 션전국 대도서권에서 교외의 변화 

현재 많은 나라 대도시권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공간구조에 따라서 그 경향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대도시권에 집중이 강화되며 대도시권 내부수준에서는 중심도시의 비중 

이 낮아지는 다핵화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그러 

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동경대도시권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업무기능 교외화에 관한 이론적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그 사전 작업으로서 선진국 각국의 교외변화 현황을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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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옛지시티(edge-city) 재념과 평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대도시권의 내부에서 업무기능의 입지가 두드 

러지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많은 연구에서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 

다.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뉴욕 등 본사밀집지구가 금융관계를 제외하고는 

본사소재지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Armstrong, 1979, 1972; Semple and Pipps, 1982; Semple, 1985: 291). 또한 

1980년대 이후의 대부분의 사업체 및 전문서비스 성장은 397B 의 거대 SMAS 

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네 개의 최대 업무중심지(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차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용이 감소하였고， 이에 비해서 보스톤， 디트로이트， 아 

나하임， 달라스， 멘버， 오스틴 등에서는 평균 이상의 사업-전문서비스업의 성 

장을 보였다(O'hUallachàin. B. & Reid. 1992). 이로서 미국에서 제조업기업 

의 본사와 생산자서비스업 기업이 교외 지역 중섬지로 이전하는 경향을 띠 

어서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이심화된 공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교외의 성장은 본사기능과 고차서비스가능이 도 

섬을 떠나서 교외의 오피스 집적지구 입지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성 

장은 제한된 수의 엣지시티 (Garreau. 1991)에 집중되고 있다. 이 교외의 새로 

운 중심지는 고차업무기능을 놓고 도섬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다(Coffey， 

Drolet and Pol승se. 1996: 294). 

엣지시티는 “사무공간이 5백만제곱피트 이상이며， 상업공간이 60만제곱피 

트이상， 야간인구에 비해서 주간인구가 더 많으며， 직장 · 쇼핑 · 오락 등의 기 

능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의 장소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곳 30년전에는 도시가 아니었던 곳(G따Teau. 1991: 6-7)"으로 정의된다. 

이 엣지시티와 같은 교외의 성장이 보편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미국의 특 

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가는 현재 대도시권 발전을 인식하는데서 주요한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Castells는 엣지시티의 특정을 다음 두 가지로 들면서， 

그 미국적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이렇게 느슨하게 연계된 도시의 외곽에 새로운 중심지가 발전하면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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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스템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공간과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갖게 된다. 이 상호보완 

성은 매우 먼 거리간에 일어난다. 영역적 근접성의 역할은 감소되며， 모든 활동에서 

통신네트워크의 역할이 최대화된다. 이러한 교환의 흐름이 엣지시티의 중심에서 발생 

한다. 둘째， 이 공간적 형태는 고전적인 미국 역사에서 유래하는 매우 미국적인 현 

상이다. 미국에서는 항상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끝없는 확장을 시도한다. 이러한 유 

례없는 역동성은 역사적으로 국가에서 가장 활력 있는 도시를 창출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한다. 도심을 버리고 낮은 계층과 

소수민족을 그곳에 남겨 놀고 떠나는 물리적 탈출주의와 사회적 흐름은 미국도시의 위 

기와 관련이 있다(Castells ， 1996: 399). 

Coffey, Drolet and Pol응se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관한 경험연구와 그간 

의 연구를 통해서 “몬트리올에서 고차서비스의 이심화는 많은 미국도시에 비 

해서 럴 진전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몬트리올 CBD의 쇠퇴는 아직 가까운 장 

래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며 CBD의 고차서비스기업은 주변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도심을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에서의 도섬쇠퇴는 순수하게 

기업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입지요인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안전， 물리적 퇴락의 문제 등에 의거하는 측면이 강해서， 캐다다의 도시들이 

처 한 상황과는 차이 가 있다(Coffey， Drolet, and Polèse, 1996: 320) " 라는 결 

론에 도달한다. Alexander( 1979) 역시 미국에서 업무기능 분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한 것은 높은 과세 범죄율 의해서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 

었다는 점에서 원섬력이 작용하였으며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노동력 

이 교외에 거주함으로써 교외흡인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MullerC1997: 45)는 대도시권내부에서 분산과 구조재편은 현재의 세계를 

탈산업적，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세계로 전환시키는 발달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장환경 

의 변화와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업조직의 재편(Aksoy and 

Marshall, 1992; Camagni, 1991), 경제원리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입지원리 

변화(Moulaert and Gallouj , 1993)등에 의해서 고차업무기능이 도심의 집적경 

제에 대해 갖는 의존성이 떨어지면서 업무기능의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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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에서 때도시권 변화경향 

유럽도시의 업무중심지도 미국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경제 발전의 원동력 

이다. 이 업무센터는 기술센터와 교육기관에 바탕을 두고 정보통신， 고차서비 

스， 오피스 공간 등의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동등한 장소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경영과 쇄신， 작 

업의 실질적 단위를 형성한다(Castells ， 1996: 401). 유럽의 도시들은 새로운 

정보네트워크상의 지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도시구조를 보인다. 네트워크상 

의 지위가 낮을수록 산업도시 단계로부터 탈피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오래 

전에 형성된 근린과 상업부문이 도시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반면에 

지위가 높을수록 업무지구에서 고차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서 도시공간의 

조재 편 이 진 행 될 것 이 다Obid: 402-403). 

구 

서유럽에서도 1980년대 이후 도시공간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고차 생산자서비스 기능이 거대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도시권 내 

부의 차원에서는 교외로， 그리고 일부의 2차계층 도시 등으로 이심화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Moulaert and Tðdling, 1995: 264). 지역내， 도시내 

수준이서 단핵도시형태에서 복잡하고 다핵화된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개발을 촉진하는 제 중심지 

출현에서 비롯된다. 파리지 

경향은 부분적으로 초국적기업 새로운 3차산업 

투자가와 개발업자 같은 새로운 행위주체의 도적 

역(Ill de France)은 런던과 남동부， 독일의 거대 집적체， 비엔나지역， 노르덕 

국가의 수도지역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Ibid， 266). 

심화되 

자 남동부로 이전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제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당 

시， 이전 직업 수의 85%가 60마일 이내에 입지하고， 42%는 20마일 이내에 

입지해서 이전 거리는 짧은 편이다. 이렇게 짧은 거리의 교외로 이전하는 이 

먼 지역의 경우， 생산자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제조업기업의 헤드쿼터가 

영국의 경우 1960-1970년대에 걸쳐서 고차 업무기능의 런던집중이 

o 

π
 
없기 때문이다(Daniels ， 1982: 7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의 경우에도 고차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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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능이 대도시권에 집중하면서도 대도시권 내부에서는 교외， 중소도시 

등으로 분산되어 공간구조가 다핵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 

직 핵심적 통제기능에 대해서는 도심의 비중이 높으며， 교외화하는 경우에도 

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일본 동경대도시권액 변화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 비해서 일본 동경대도시권에서의 교외지역 성장에 

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 관한 경험 

적， 이론적 연구는 아직 미약하다. 이것은 동경권에서 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이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동경 일극집중의 문제가 단지 국토공간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1979년 이후 그동안 지방 

의 인구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오던 경향에서 벗어나서 오오사카권에서는 

인구전출 초과， 나고야권에서는 현상유지를 보이는 가운데에 동경만이 현저 

하게 인구가 증가( 日 本經濟調흉協議會 1991: 7; 八田達夫 外 1995: 4; 松原

宏， 1995a)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동경으로의 집중과 동경뿐 아니라 일본의 국토구조 전반에 대 

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계도시화’로 집약된다(Fujita， 

1991; Machimura. 1992; 메村敬志 1994, 1995)11), 또한 산업의 측면에서， 기 

존의 분산적 성장의 경향으로부터 생산자서비스의 동경집중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는 점 (Sassen， 1991: 164)에서 세계도시로서 동경의 변화를 알 수 있 

다. 

이 시기 동경의 세계도시화는 초국적제조업기업 수의 급증과 금융 및 서 

비스업의 세계화에 의한 것이다(Machimura. 1992) , 세계 1000대 기업 총 가 

치의 절반(47%)을 일본기업이 차지하게 되어서 도쿄에서의 외환거래가 증가 

11) 또한 이 과정에서 서비스경제화 특히 생산자서비스엽의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에도 그에 대한 연구의 축적은 부족한 상태이다(石九哲史， 1995: 25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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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고 일본 금융기관이 세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 

경에 본사기능과 서비스기능의 급격한 집중을 가져왔다(Fujita， 1991: 

276-277). 90개의 다국적기업 중 57사가 동경에， 17사가 오오사카에 있다. 

1975년에 18사가 동경에， 11사가 오오사카에 있었던 것을 보면 그동안 동경 

의 중심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다(메村敬志， 1994). 

이러한 변화는 동경의 내부 공간구조에 대한 변화의 압력을 발생시켜 도 

시공간구조재편을 가져왔다. 이 사기 진행된 공간적 변화는 @ 먼저 국제화 

의 진전과 금융의 자유화에 대응한 關西지역의 기업 및 기타 지방기업의 동 

경으로 본사기능 이전과 거점의 강화12)에 따른 일극집중의 강화，@ 본사기 

능의 일부분리 • 이전 즉 공간분엽의 강화에 따른 도섬이외지역으로 기능 분 

산 @ 분산해 있던 본사 여러 기능의 통합을 목적으로한 도섬3구내 혹은 주 

변구부로 신축， 재개발 이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松原宏， 1995a). 

이 시기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는 외형적으로 도섬에 고차업무기능이 집중 

하며 교외에 본사지원기능 등 일상적 기능이 입지(田J村敬志， 1994)하여 계층 

적 분화가 강화된다고 보는 경향과 중심업무지구 외곽지역(inner city)의 쇠 

퇴 (松原宏， 1995a)로 보는 상반되 는 경 향이 나타난다. 

전자를 강조하는 견해는， 일본경제의 지구화에 의해서 중추관리기능이 지 

구적 관리， 국내관리， 지역관리라는 세 계층으로 분화되며， 일본국내에서 활 

동을 통괄하는 국내관리부문의 동경집중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 

나 그 내부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국내중추관리부문과 일상적인 

사무작업， 전산업무， 연구개발 등 부차적 관리부문여 분리되어 업무지원부문 

(본사지원기능)의 교외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3) 또한 각종 전문서비스업 

이 성장하여 이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에 기업의 교외이전이 늘 

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비용절 

12) 일본생명， 스미토모생명， 다이와은행， 마츠시다전기， 마츠다자동차 등 
13) 연구개발을 부차적 판리부문으로 보는데 필자는 반대한다. 오히려 이것은 매우 중요 
한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필요로하는 부문이다.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고 현대 직업중에 

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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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도모하기 때문이라는 것(松原宏， 1995a) 이다. 특히 현재 확인되고 있는 

교외이전이 두드러진 기능은 외자기업과 외국계 금융기관이다(橋本椰子， 

1997: 3-6; 九段經濟빠究所빠究部， 1995: 26). 한편 이 와 함께 취 업 의 장이 도 

섬과 교외로 나누어지고 중섬업무지구의 주변지역(inner ci ty )이 쇠퇴하는 징 

후가 나타나기 도 한다(松原宏， 1995a).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1980년대에 동경이 세계도시로서 위상이 높아 

짐에 따라서 관리통제， 서비스 기능이 집약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에는 이러한 동경집중 경향에 변화가 일어나서， 도심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 

업무기능의 이전이 일어나며 일부의 도심 주변지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쇠퇴 

하는 징후가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도심과 교외간의 기능분화의 내용에 대해 

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가설적으로는 교외로 이전하는 기능은 

도심의 기능에 비해서 저차의 기능으로서 업무지원 부문에 해당한다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한편， 양적 데이터를 기초로 동경권의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4). 인구변화의 측면을 보면 1985-1990년 사이에 절대 

적 분산(교외화) 단계에 들어서 있다. 제3차산업의 교외화정도에 대한 분석에 

서는 1986-1991년 사이에 동경도 23구부에서 그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4업 

종(각종상품소매 업 금융 · 보험 업 자동차임 대 업 영 화업 )에 불과하고 그 외 

33업종 전체적으로 교외화가 진전되었다. 특히 정보제공서비스 및 소프트웨 

어업의 교외화가 두드러지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 대부분 업종의 경우， 23 

구부와 주변지역간의 집적량에 큰 차이가 있다. 주변의 업무핵도시에 대한 

입지계수 검토에서 소매업 음식점 및 일부 생산자서비스에 대해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다핵적 구조라고는 말할 

14) 지금까지 대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로는 첫째， 인구와 산업의 교외 
화정도， 둘째， 통근유동의 변화 및 소비자공간행동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이 자립화되어 대도시권 공간구조가 다핵화되었는가를 즉정하는 방법으로는 첫 

째， 중심도시와 유사한 등질지역이 주변지역에 몇 개 존재하면 다핵적 지역구조가 출 

현한 것으로 보는 방법 둘째 입지계수에 의해서 주변지역에서 상업핵과 오피스핵의 

존재 ·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 셋째 도시별 주간인구비율에 의거 다핵화를 측정하는 방 

법 등이 있다(富田和曉， 1995: 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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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구조적 변화의 맹아가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ibid: 

181-182). 산업교외화는 통근유동의 결절지역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이 

다. 동경권에서 1970-1980년대에 통근유동을 분석한 결과， 동경도구부， 요코 

하마시 및 사이타마현 중북부에서 새로운 결절중심지가 나타났다. 또한 1985 

년에 요코하마시 西區가 동경도심과 동일한 사회 · 경제적 등질지역구조를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현재 동경권의 공간구조는 본격적인 

다극구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극구조로부터 다극구조로의 전환이 일 

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bid: 282-293). 

즉， 양적자료에 입각한 판단에서 동경권에서 교외지역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외지역의 업무기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 도섬 

과 교외간 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얼어나는 요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4. 대도시권애서 교외발전과정 모형 

이상에서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의 대도시권 공간구조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역사적 특성 문화적 차이 등의 지역성에 따라서 대도시권에서 

중심도시와 교외의 발전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심도시의 성장 

기-중심도시와 교외의 성장-교외의 상대적 성장{교외의 절대적 성장」 의 발 

전방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간 변화의 보편적 경향성에 대해서 Harve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에 따른 경쟁압력의 증가로 자본과 상품의 

이동에 드는 공간적 장벽의 제거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으며， 그 결과 도시화 

의 과정이 수반된다. 즉， 자본의 축적， 기술혁신， 그리고 자본주의 도시화는 

함께 진행된다(Harvey ， 1989: 43-44)."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발전단계에 따 

라서 현대도시는 산업도시(포디즘:생산， 공급측면 강조)-케인즈주의 도시(소 

비측면 강조)-탈케인즈주의 도시(도시간 생존경쟁 강조)로 전환하고 있다 

Obid, 50-85)". 여기에서 교외에 고차업무기능이 성장하는 단계는 탈케인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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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로 볼 수 있다. 도시화가 일정하게 진전되면， 도시기능이 주변지역으 

로 확산되는 교외화 과정을 수반하며， 경제체제의 양식이 변함에 따라서 중 

심도시와 교외간의 관계도 변화하게된다. 이와 관련하여 Hartshom and 

Muller(l989)는 Erickson(1983)의 선행연구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외발전단계를 

다음 네 시 기 로 구분한다15) 

저11 단겨1 (제 1차세계대전 이후-1960년) : 거주 교외화에 따른 침상공동체 단계 

저12단겨1 (1960-1970년) : 자립성 획득단계. 고차의 소매기능과 폭 넓은 오피스 및 

경공업 직종의 성장이 일어난다 중심도시로의 통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 

만， 처음으로 대도시권 내에서 교외의 고용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저13단계 (1970-1980년) : 거대한 교외 업무지구의 스카이라인이 등장하였고， 경제활 

동의 집적지로서 t특권적 지위 (prestige) ’를 가지게 되었다. 모게지 (mortgage) 금융， 

기업 법률서비스， 호|계서비스 등의 고차 기능을 놓고 중심도시으1 CBD와 경쟁하기 시작 

한다. 

저14단겨1 (1980년대 이후) : 고층화， 점단기술부문의 교외화단계. 미국 아틀란타의 

경우 교외업무센터의 오피스 면적이 중심도시의 CBD 면적을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R&D 
기능이 가속적으로 교외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적 모형이 나타나는 과정과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아직 이 

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선진국 대도시권이 발전해 온 경험속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4단계 모형은 

주로 미국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 발전의 양상이나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위 모형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외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첨단기술기능 

과 생산자서비스 등 고차업무기능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상 

15) 대도시권의 변화를 인구 변화의 측면에서 구분하면 도시화(중심도시의 인구 증가)-교 
외화(교외의 인구성장 속도가 중심도시 인구성장보다 빠름)-역도시화(중심도시 인구감 
소 속도가 교외의 인구성장 속도보다 빠르다)-재도시화(중심도시 인구감소속도가 둔화 

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것)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가 순이입인구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여 주변지역과 농촌지역 등 
집적지구로부터 먼 곳에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인구의 측 

면서 대도시권 구조 변화를 볼 때에도 Hartshom and Muller의 견해에 타당성이 있다 

는 점 이 확인된다(Jaeger & Dürrenberger, 1991: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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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단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대도시권에서도 유사하다. 즉， 

현 시기 선진국의 대도시권 교외 성장은 대도시권 내부 수준에서 고차업무기 

첨단기술기능16)의 입지원리 변화에 의해서 촉발된다. 이로부터， 대도시 

권 내부수준에서 업무기능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大
 

느
 
0 

논의 입자변화에 관환 업무기능 대도시권에서 재2절 

분화 양식 공간적 업무기능의 1. 도심과 교외간 

많은 연구에서 현 시기 대도시권의 교외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교외간의 관계를 보는 관점은 대체 

로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입장은 현재 교외지역이 성장 

일상적인 본사지원기능(back office)이라는 

중심지 배후지라는 기존의 계층적 관계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로 

것이다. 따라서 도섬과 교외간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도섬기능의 

대도시권을 다핵화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위기 기능을 꼭 

성립은 

결절로서 

이전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경제의 

켰으며， 각 업무중섬지가 지구적 경제활동의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외로 

능으로 볼 수는 

1) 껴|층적 콩관분업의 관점 

중심지에 업무기능이 집 

초반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시기에 업무기능이 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Haig(1926) 였다. 그 

공간분업의 입장은 대도시의 

적하기 시작하던 1900년대 

섬에 집중하는 이유를 처음으로 

도심-교외간 계층적 

도심의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정보수송의 에 따르면， 업무기능은 

16) 첨단기술기능 중에는 많은 부분이 고차업무기능의 영역에 포함된다. 즉， 실제로 생산 
에 종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기획， 연구， 개발 등을 조정， 통괄하는 기능이 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프트왜어의 개발 및 관련서비스는 그 기능 전 

체를 고차업무기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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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 위치가 갖는 접근성의 편익을 활용하고，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 요컨 

대， 업무기능은 업무처리에서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 대면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섬에 집적한다(Alexander， 1979: 伊顧喜榮외 역: 12). 이러한 경향은 

Burgess(1925) , Hoyt(1939) 등의 단핵 동섬원 모델과 선고전경제학자인 

Hurd(1903)와 Alonso(1964)의 이 론에 반영 되 었다(Matthew， 1993: 471). 

그러나， 이러한 집적의 결과 오피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불이익이 나타나면서 일상적인 기능은 지대가 싼 교외지역으로 이동하는 경 

향이 발견되 었다(Haig ， 1926; Hoover and Vemon, 1959; Matthew, 1993: 

471-472에서 재인용) . 이러한 일상적 기능의 분산경향은 1960년대 이래로 

영국에서 도심 업무기능의 교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보다 구체적 

으로 밝혀 지 기 시 작하였다17) 

이 시기 오피스교외화 연구의 중요한 개념적 틀은 기업조직에서 의사결정 

의 수준에 따라서 접촉의 형태가 달라지며 따라서 발달하는 통신기술에 의 

해서 공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Thomgren 

은 기업활동에서 일어나는 접촉행위를 일상적과정 (prograrnmed processes) , 

계 획 과정 (planning processes) , 방향결정 과정 (orientation processes)의 세 가 

지로 구분하였다(Thomgren， 1970: 415-416). 일상적과정 (programmed 

processes)은 접촉당사자들이 대개 서로 잘 알고 있으며， 규칙적이고 표준화 

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획과정 

(planning processes)은 방향결정접촉 결과 획득된 정보와 요구에 기초해서 

행위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이 접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고， 종종 동일한 조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자문， 광고전문가， 투 

자전문가 등과 같은 전문가들은 입지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방향 

결정과정 (orientation process)은 여러 참여자가 만나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교 

17) 영국에서 오피스 교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1963년 LOB(Location 
of Office Bureau)가 만들어져서 오피스의 런던으로부터 교외로， 그리고 지방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오피스 입지 문제가 

국가나 지역정책의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Daniels ， 197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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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고， 그들의 특정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기록하는 과정이다. 이 기능은 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수요를 정확하고 간명하게 이해하며， 경쟁자 

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정책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Daniels ， 1979: 9-10). 

이 개념을 토대로 한 오피스 교외화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도시에서 교외 

로 이전한 오피스는 외부고객이 매우 적었으며， 런던에 있는 조직보다 계획 

접촉이나 일상적 접촉을 많이 하고 있었고， 거리도 런던으로부터 60마일 이 

내로 이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Gordard and Morris , 1976: 75; Daniels, 

1979에서 재인용) . 

이상의 이론적 흐름은 1980년대 중반의 본사지원기능(back office) 교외화 

에 관한 연구로 이어진다. 이 연구들에서는 기업의 업무를 주요본사기능 

(front office)과 본사지원기능(back office)으로 나눈다. 주요본사기능은 주로 

대면접촉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되는 전문화된 정보기능으로 고차 기능을 담 

당하며 (Moss ， 1987: 한 대권， 1995에서 재인용) 본사지원기능은 의사결정 없 

이 일상적으로 프로그램화된 행정적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금융분야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소매업 부분에서 채용되고 있다(Meany， 1989: 

10-11).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의해서 도섬에 기업이 고밀도로 집적할 필요가 없다 

고 보는 입장도 존재하지만 많은 지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주요본사기능은 

실제로 대도시 중심부의 집적경제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산업구조재 

편 국면에서 집적경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서 교외의 오피스는 본사지원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chwartz ， 1992: 2). 

즉，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와 여성사무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교외지역에 

전개되고 있는 오피스의 유형은 @ 외부기업과의 접촉이 필요 없는 자료처리 

와 같은 매우 표준화된 기능 @ 지역고객에게 단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 

업이나 지사，@ 거의 모든 서비스 공급을 내부화 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집 

적경제가 필요 없는 대기업본사로 구성된다(Gad， 1985). 즉， 대면접촉이 일부 

사업활동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인 한 교외 오피스 발달은 중심부와는 별도의 

이차적 집적으로 본사지원기능의 교외화인 것이다(Schwartz ， 199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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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1983)의 연구에 따르면， 대면접촉은 주요본사기능Cfront-office)의 입지 

요인으로 중요해서， CBD와 교외간 지대 차이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도심으로부터 본사지원기능이 밀려나게 되었다. 기업은 CBD와 

교외간 지대차이가 기업이 도섬에 있음으로써 얻는 정보교환， 노동력 가용성， 

특권적 이미지 Cprestige) 등의 무형물과 같은 변수로부터 절약하는 분을 넘는 

경우에 이전한다. 그는 또한 기업들이 멀리 나가게 되면 받을 지도 모를 ‘접 

촉비용의 증가와 접촉기회의 급감’을 두려워해서 비교적 단거리 이동을 한다 

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본사지원기능의 교외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및 개념의 수 

정 제안CSchwartz， 1992; Huang, 1989; Meany, 1989)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적경제와 그에 대한 근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에서 기 

업본사의 의사결정 기능과 고차 생산자서비스 기능이 도섬에 집적하는 것으 

로 분석한다CGad， 1985; Alexander, 1979: 148). 특히， 동경권에 관한 연구에 

서는 동경 주변지역으로 고차 업무기능의 분산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平本 

給之， 1996; 메村敬志， 1994: 96-98; 日本經濟調홉協議會， 1991: 닛세이기초연 

구소， 1997)18)이라는 점에서 위 견해와 동일하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구 산업도시가 쇠퇴하고 생산자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생산 

기능에 비해서 생산자서비스， 특히 고차생산자서비스Cadvanced producer 

service)기능은 일반적으로 고차계층의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CMarshall， Damesick and Wood, 1987). 그것은 거대도시의 기업활 

동 집적지가 ‘신산업공간’에서 제조업기능 복합지구에서 산입 · 산출 연계의 

밀접한 네트워크와 유사한 특정을 가지기 때문이다CCoffey and Bailly, 1992: 

865). 즉，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 수직적 분리의 증가와 기업 집적의 외부경 

18) 이 이외에도 일본에서 1980년대 후반 거품경제의 시기에 住흰 · 都市試驗짧究所 
(1995), 住信基廳昭究所(1994) ， 東京 自 治問題짧究所(1986) ， 東京都(1991)， 東京都企劃審

議室(1991)， 日 本經濟調흉協會(1991)， 日 本都市計劃學會(1992) ， 經濟團體聯合會 士地利

用開發委員會(1989)등이 고차 업무기능의 동경집중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당 

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경에서 고객 및 시장 정보 수집이 편리하기 때문에 

업무기능 분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 35 -



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렇게 기업이 근접해서 입지하려는 경향은 기업의 

행정과 보조적 기능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요구 

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arshall and Wood. 1992: 1265). 

생산자서비스 기능은 제조업기업의 사무기능과 생산자서비스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제조업기업의 사무기능은 고객과의 접근성보다는 생산기능 맞 

지사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입지요인이 된다. 이에 비해서 생산자서 

비스업은 고객인 다른 기업의 입지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한다. 즉， 제조업기 

업의 업무기능에 비해서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가 도심집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2) 고차업무기능 교외화의 관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업무기능 입지론에서는 대체로 도 

심의 집적경제가 기업활동에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고차업무기능이 도심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적 공간분업론에 입각해서 

업무기능입지를 분석하는 입장과 다른 연구들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고차업무기능 교외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제기한 학자는 

Semple0985: 286) 이다. 그녀가 제시한 중심업무지구의 성장과 쇠퇴에 관한 

6단계의 가설적 모텔에 따르면， 초기의 1단계， 2단계에는 지방(IocaI) , 지구 

(district) 수준의 업무중심지가 형성된다. 이 시기에는 도심의 업무지구에 집 

중이 가속화된다. 제3단계에는 하나의 도시가 지배적인 전국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다가 4단계에 들어와서 그 기능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여 복수의 지 

배적 지역중심지로 분할된다. 제4단계에 들어서서 비로소 본사기능이 도심으 

로부터 교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 지역 내 수준에서 집중이 가속화되는 시기라면 제4단계 이후에는 

지역내， 지역간 수준에서 분산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제5단계에는 지배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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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역중심지가 형성된다. 이 시기에는 몇 몇 지역중심도시가 거대하곡 복 

잡한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하부구조와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화상회의 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과거에 주요 

도시의 도섬에서 이루어지던 대면접촉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 마지막으 

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도시는 다국적 중심지로 전환되며， 국제적 본사기 

능의 중심지로 전문화된다(Semple， 1985: 292-293). 또 대도시권 내부 수준에 

서 Semple, Green and Martz(l985)는 금융기능을 제외하고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emple(1985)의 모댈에서 의사결정기능의 입지가 공간적으로 진화하는 과 

정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결정기능의 공간적 분화와 

그에 따른 대도시권 공간구조 변화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상적 

인 도시체계 하에서 대도시권 내부 차원에서 도심의 지배적 지위， 그리고 전 

국적 차원에서 소수 대도시권의 지배적 우위성이 점차로 완화될 것이라는 점 

을 논리적으로 예측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Semple은 

Mintzberg (1983)가 제시한 다섯 개의 기본적 기업조직구성 19)은 기업구조를 

점점더 분산시킨다고 본다. 그리고 이 조직적 구분은 개념적인 것이며， 실제 

세 계 에 서 는 그 지 속성 과 힘 에 따라서 달라질 것 이 다20)(Semple， 1985: 289). 

19) Mintzberg(983)가 제시한 기업조직에서 다섯 개의 기본적 협조 메커니즘은 @ 

최고경영층: 전략구상의 정점 @ 기술구조: 작업과정의 표준화를 추진 @ 중간경 
영층: 권력을 전략적 정점으로부터 끌어 내림 @ 지원 부서 (support staff): 공동작 
업 조성 @ 현장의 핵심 (operating core): 전문화 촉진 등 으로 이루어진다 
(Semple, 1985). 

20) 또한， Semple에 따르면 기업조직의 분산， 집중은 기업의 진화에 따라서 여섯 종류의 
기업조직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조직의 각 유형별 특징을 보면， “@ 단순구조 
(simple structure)은 의사결정이 집중되기 쉬운 형태.~ 기계적 관료제 (machine 

bureaucracy)는 두 번째 집중적 형태. 일상적 작업이 많으며， 작업공장이 매우 표준화 

되어 있다. 항공， 철강， 원거리통신 및 자동차운동 등의 산업.@ 사업부(divisions): 점 
유하는 시장이 존재함에 따라서 창출된다. 이 조직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현장기 
능을 통제한다. 사업부 본사가 있는 지역중심지는 각 제조사업장을 통제하며，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사업체 
간의 느슨한 연합구조로서 중앙의 본사와 실제 통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것 

은 공간적으로 분절된 사업부단위의 기업형태이며， 각 단위는 가장 큰 공간적 자율성 
을 가지고 있다.(5) 특별위원회 (adhocracy):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한군데 모아서 

특별 (adhoc)한 임무를 수행하여， 진정한 혁신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석유화학，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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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대도시에 대한 경험연구에서 1980 

년대 이후 교외지역이 도심과 고차업무기능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도심업무지구보다 우위에 있는 제한된 수의 엣지시티 

(edge-city)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Erickson， 1983; 

Hartshom and Muller, 1989; Stanback, 1991; Muller, 1997). Muller는 “지 난 

10년동안 교외의 발전은 CBD의 쇠퇴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대도시권 전체 

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의 이익을 모든 교외의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서 흔히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서 CBD는 광역적 중심성의 이익을 앓어버렸다. 이로 

서， 1980년대에는 교외에 고층업무빌딩과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섰으며， 1990년 

대에는 지역이 완전히 자립적인 도시센터로서 성숙하였다. (Muller, 1997: 

46-47)." 

또， Sassen은 경제활동의 지구화와 잘 발달된 원격통신네트워크가 대도시 

권에서 교외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최근에 일어난 도 

시경제체계의 구조재편에 의해서 CBD는 더 이상 대도시권에서 수위의 중심 

지가 아니게 되었다. 대도시권은 격자형으로 이루어진 조밀한 사업활동의 결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결절간에는 발달된 전자적 도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중심지들은 지구적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로부터 

대도시권 전체가 지구적 활동의 통제지점으로 된다(Sassen ， 1995: 70-73)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기술의 발달은 일국적， 지구적 차원에서는 업무기능을 세계도 

시， 대도시권에 집적시키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도시권 내부수준에서는 각 활 

동들을 분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도심부의 

중심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Graham and Marvin, 1996) 일상적 업무에서 정 

보기술의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다른 업종에 비해서 도심부에서 이전하는 경 

향이 높게 나타난다(Kutay ， 1986). 또， 앞으로 일어날 정보기술수준의 진전을 

컴퓨터 회사는 관료조직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조직을 갖춘다.@ 전 
문적 관료조직: 가장 분산적 구조로 현장조직은 표준화된 기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회계， 법률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대한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Semple， 1985: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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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종래의 도심집중형 업무기능 입지는 가까운 장래에 그 필연성을 

잃어버릴 것(폼井良雄 外 1998: 562)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2. 때도시권에서 업무기능 입지결정의 요인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입지변화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 

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요인 혹은 이론에 입각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도시권에서 단핵도시가 다핵화 하는 

과정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는 결정론적인 관점과 역사적 

관점 (Batten ， 1999)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원심력 

과 구섬력의 상호관계라는 단일한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도심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구심력은 전통적으로 거론되어 온 집적의 외부경제이 

다. 이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원심력 

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도심의 혼잡 지가상승 등 집적불경제와 교통 

통선의 발달에 따른 입지제약 요인의 완화 그리고 산업구조 및 기업조직 

변화에 따른 입지변화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교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마 

케팅에 따른 유인 요인， 교외의 풍부한 노동력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요인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1) 질적의 외부경제와 근접성 효과 

업무기능이 도시의 중심부에 집적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중심성 

과 집적의 외부경제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 

로， 도섬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며， 보통 과거부터 상업기능과 각종 행정 

기능 등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이 업무활동을 하기에 유 

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조업기업이 생산공장으로부터 오피스를 분리해 

서 도심지역에 속속 입지함으로써 중심업무지구는 더욱 각종 활동들이 집중 

하며 서로 복잡한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에 의해서 집적의 외부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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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다. 이렇게 도심에 집적의 외부경제가 형성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도시 

의 역사성과 누적적 성장(cumulative growth)에 기인한다(Senn ， 1993). 

집적의 외부경제 개념은 Weber(1929)의 공업입지에서 집적경향 설명으로 

부터 유래한다. 이후， 신고전경제학에 기초한 지역분석이론(지리학， 도시경제 

학 분야 Isard， 1954) 그리고 맑스주의적 경향을 띤 학자들의 분석이론 

(Storper and Walker, 1989)에서도 중요한 설명개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영역적 생산단위로서 역할을 하는 ‘현장Oocale)’에 

서 지속적으로 헥신이 일어났다. 그 결과 ‘현장’은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새 

로운 산업지구로 등장하여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Park. S.O .. 1996). 국지적 

단위에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가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혁신적 

기업간 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워크 생산체계가 그 지역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긴밀한 네트워크 생산체계가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개별기업들은 근접하여 입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 

공업에서의 이와 같은 집적의 외부경제 개념은 업무기능에 대해서도 적용 

되어 도시의 업무지구 발달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업무기능의 

도심 집적 경향을 집적의 외부경제 개념을 빌어 설명한 것은 앞에서 보았듯 

이 Haig(1926)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시카고에서 기업본사와 그를 둘러싼 서 

비스 기능이 도심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주목하고 그 이유를 도심이 제공하 

는 집적의 외부경제로 설명하였다. 이후 Hoover. Chinitz. Isard 등이 이 개 

념을 공간분석에 사용하였다. 

1960년대 이후 업무기능 입지이론에서， 도심 집적의 경향은 대부분 이 개 

념에 의거하여 설명된다. 업무기능이 도심에 입지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집적의 외부경제로는 시장정보 획득을 위한 대면접촉의 용이성， 도심의 전문 

적 서비스 풀， 풍부한 고급 인력시장， 도섬 업무지구에 입지함으로써 얻는 기 

업이미지 향상효과(고객 및 종업원에 대한 신용향상) , 풍부한 업무하부구조 

등이 었다. 이러한 외부경제는 높은 오피스 임대료와 혼잡비용， 쾌적하지 못 

한 오피스 환경 등 불경제를 감수함으로써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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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업무기능의 도심집중 경향은 업무밀집지구에서 발생하는 집적의 외부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 집적지구 내부에 입지하기를 선호함으로써 발생 

된다. 대도시 중심업무지구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집적의 외부경제에 가장 중 

요한 요소로는 현대 기업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장 정 

보(market intelligence) 획득을 위한 대면접촉을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과 거주교외화로 인한 교외지역의 고급노동시장 

성장은 이러한 근접성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화상회의 

시스템 등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도입으로 분산한 오피스에서 약 70%의 

대면접촉을 대체할 수 있기는 하지만(Goddard and Morris, 1976) 결국， 대면 

접촉이 여전히 중요하므로 접촉비용을 증가시키는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에 

는 한계가 있다(Pye， 1977; 닛세이(二 ? 쉰 1)基續昭究所， 1995)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다. 즉， 원거리통선기술만으로는 도심기능의 교외지역 

분산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 기업조직 볍화에 따른 고차업무기능 이닙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의 측면에 편중되어 초점을 맞출 경우 고 

차업무기능 입지변화의 전체적 과정을 구명할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은 입지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원인 중 중요한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차업무기능이 대도시의 CBD로부터 이심화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Camagni (1991)와 Aksoy and Marshall (1992)의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Camagni(1991)에 따르면 지배적인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는 경제활동의 공간조직을 변화시킨다. 그는 경제 및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장기적 순환경향을 기술패러다임에 따라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한 

다. 

첫째， 연소엔진기술과 기계공학부문의 발전에 의한 성장기(1920-1970년) 

A1: 발전단계 (192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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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성숙단계 (1960-1980) 

둘째: 정보기술발전에 의한 성장기 (1970 - 현재) 

B1: 발전 단계 (1970-1995) 

B2: 성숙단계 (1995년 이후) 

각 단계에서의 경제적 성공요인과 기업활동의 양식 그리고 그에 의한 공 

간적 결과를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 지배적 기술패러다임에 따른 시기구분 및 각 시기의 특징 

경제적 
공간적 결과 기업활동의 양식 

성공요인 

A1(1920 규모의 경제 
집중， 성극화， 도시화 

기업 내에서 각 부문의 전 
-1960) (정적 효율성) 

• 1960년대 이후 집적의 불경제 
문화와 자율성 

에 의한 이심화 야기 

산업구조의 유 
성숙기술의 분산， 2차계층지역에 

A2 (1960 
연성/ 동적효 

광범위한 벨트 형성， 지방기업의 외적 충격에 대한 대응을 

-1980) 
캘 。'f λ。4

발전(이탈리아). 공간적 근접성과 위한 유연적 전문화. 소기업 

부문적 전문화. 네트워크 기업 

범위의 경제/ 특정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B1(1970 통합의 경제 과거에 비해서 대도시지역의 입 R&D, 마케팅의 결합， 엔지 

-1995) (전문화를 대 지불이익이 감소→성장 니어링·생산·전략적 계획 

체) 의 통합， 합작벤쳐 

(출처 Camagni ， 1991: 330-331 에 의거 연구자 정리) 

위 표에 따르면 연소기술과 기계공학 패러다임에 따른 1960년대까지의 

발전시기와 정보기술 패러다임에 따른 발전의 시기간에는 경제적 성공요인이 

달라져서， 기업조직과 공간적 결과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업조직의 측면에 대해서 Camagni는 A단계와 B단계의 기업공간 

조직의 특정을 다음 <그림 2-1>. <그림 2-2>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연소기 

술 패러다임의 시기에 기업조직은 본사기능(총본사)이 강한 권한을 가지며， 

도섬입지를 선호했던 반면에 생산부문은 원격지에 입지해서， 표준화된 생산 

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섬과 원격 생산지역이 성장하지만， 명확하게 구상과 

실행기능이 분리되어 공간적으로 성극화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서 1980년대 이후 정보기술 패러다임 하의 기업공간조직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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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능이 도심에 입지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기업활 

동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여러 부문의 기술이 동시 

에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총본사 내에 있었고， 서로 분리되어 있던 

기능들이 사업부문으로 이관 통합된다. 따라서 총본사기능은 축소된다. 공간 

적으로는 주변지역에 비해서 대도시지역으로 집중이 일어나지만， 대도시권 

내에서는 교외지역이 성장한다. 

잉지: 

도심 

중심도시내 

환경앙호지역 

주변(해오1 ) 

(출처 Camagni ， 1991: 333) 

<그림 2-1> 전통적 제조업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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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XI: 

도심 

중심도시내 

교오| 

주변 

(출처: Camagni , 1991: 333) 

〈그림 2-2> 새로운 자동차산업 입지 

이러한 기업조직의 변화는 Massey(l979)가 제시한 구상과 실행기능간의 

공간분업 방식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박삼옥의 다음 견해에서 이 변화의 

경향이 드러난다. “연구개발기능의 순환적 성격을 점점 인식함에 따라서 제 

조과정과 판매과정 내에서 연구개발기능을 다시 결합시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기능과 제조 · 판매기업의 재결합은 연구개발기능의 입지에 영향을 

미친다 ... 다국적기업들이 기능의 조직내 분업을 통해서 중심-주변부의 차이 

를 만드는 경향은 실제로 다양한 면을 포함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본사 

가 도심보다 교외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 모든 미숙련작업들이 주변지 

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 , 이 때문에， 현실공간은 신공간분업이나 선국 

제분업론에서 밝히는 것처럼 공간분업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박삼옥， 1999: 205-207)." 

한편， Aksoy and Marshall (l992) 이 영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조직 

변화에 관한 심층사례연구 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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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영국에서 기업은 시장에서의 가변성에 대응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재조직화를 시도한다. 기존의 중앙집중적이고 계층적으로 조직된 기업은 변화하는 시 

장형태에 반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로부터 대기업은 두 가지 조직적 변화 

를 수행한다. 첫째，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얻기 

위해서 이를 재톰합한다. 둘째， 이에 따라서， 의사결정권한은 이러한 통합된 조직， 즉 

사업부문으로 분산된다. 즉， 이전에는 중앙집중적으로 본사에 의해서 수행되던 기능 

(판매， 마케팅， 금융， 구매， 상품개발과 같은)들이 사업부문(operation unit)으로 이 

관되고， 그 결과 본사는 축소된다(Aksoy and Marshall , 1992: 153). 

이러한 기업조직 재편은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 Aksoy and 

Marshall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업이 현재의 입지가 이상적이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입지조정은 서서히 일어난 

다. 현재의 장소에는 역사적， 산업적 경힘이 축적되어 있으며， 지역노동시장의 숙련된 

기술， 입지이전에 따른 비용 등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일부의 기업은 
본사를 런던 밖으로 옮겼다. 이 기업들의 공통적 특징은 첫째， 고객이 분산되어 있으 

며， 둘째， 생산이 노동력 집약적이며， 셋째 제품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 애초부터 

런던에 본사를 두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는 제품을 최종소비자시장용으로 생산해서， 소 

매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런던으로 이전한 기업， 혹은 런턴에 입지 

하고 있던 기업들은 소규모의 구매자와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ibid ， 1992: 
158-159 ). 

이상과 같은 기업조직의 재편과 입지변화 경향은 현시기 대도시권 공간구 

조의 특정인 과거에 비해서 ‘미세하고 복잡한 공간분업’을 일으킨다. 

런던이 금융과 사업서비스의 성장중심지가 되면서， 대기업의 핵심부분 혹은 전체 

는 그 비용압력으로 인해서 외곽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부터 런던 

남동부의 외곽지역은 중요한 경영관리의 중추가 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본사에서 

수행되던 기능이 전국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부문으로 내려가고 있다(Aksoy and 
Marshall , 1992: 158-159). 

Camagni (1991 )와 Aksoy and Marshall (1992)의 이 연구는 대도시권 공간 

구조 변화를 기술패러다임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양식과 새 

로운 경제적， 공간적 논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것이다. 기업조직과 경제적 

성공요인이 변화하게 되면 기업의 입지요구가 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활동은 기존의 장소에 공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입지변화 요인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며， 입지이전으 

로 인한 이득이 상당한 정도로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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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1) 

3) 콩급요소에 의한 업무기능 입지변화요임 

이상의 입장이 공간수요자로서 기업의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면， 공급측면 

의 변화가 업무기능 입지변화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 도시경제이론에서 도시공간 변화를 설명하는데 수요측면 

을 과도하게 강조해 왔던 것을 비판하면서 부동산개발과정의 역할을 강조하 

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van der krabben and Boekema, 1994: 112). 현실 

에서 건물의 공급자들은 입지에 영향을 주며 가격과 새로운 도시개발의 형 

태 에 영 향을 미 치 고 있다(Daniels ， 1979: 15; 松原宏， 1987: 112; van der 

Krabben and Boekema. 1994: 112). 이러한 입장에서 건물의 개발과정을 파 

악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개발된 것이 BallCl985, 1986)의 건물공급구조 

론과 Healey(1992)의 개발과정분석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곧바로 

업무기능 입지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각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실 

제로， 공급과정이 업무기능입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많이 지적되지만， 그 

구체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공급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부동산주도 개발과 고차업무기능 유치전략이다.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 

와 국가적 재정위기 경쟁의 가속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리적 이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산을 활용하고 강조하는 장소마케팅전략(유 

우익， 1995; Keams & Philo, 1993: 18)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도적인 전략은 업무기능 입지변화가 단지 수요측의 요구에 의해서만 일어 

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은 업무기능입지를 결정할 때 단지 규모의 경제나 접근성과 같은 

전통적 요인에서뿐만 아니라 업무지구가 가지는 상징성과 특권적 이미지를 

21) 이 이외에 개관경제론이 도심 근접입지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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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하는 경 향(Daniels， 1979; Archer and Smith, 1993)을 가지 고 있다. 따라 

서， 지방자치체의 장소마케팅 전략에 의거 형성된 교외 업무지구가 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 경 

향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 업 의 사업 다각화전략의 일환으로 부동산부문으로의 진출에 

따른 입지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경험연구는 미진하다. 다만， 그 이론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에 자본이 생산부문에서 부동산， 금융부문으 

로 전환하는 경 향이 있다는 Harvey의 자본순환이 론(1985)과 그 이 론을 경 험 

적 으로 증명 하기 위 한 Beauregard(1994) , King (1989a, 1989b, 1989c)등의 연 

구가 있었으나 그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업무기능교외화에 따른 공간조직 변화: 도시네트워크론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 행위자， 특히 기업의 행위원리 변화는 기존 

의 도시공간조직에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중심지체계의 

네트워크화에 관한 연구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가 가지는 공간조직적 함의를 살펴보는 이론적 토대로서， 최근에 논의 

되고 있는 도시네트워크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네트워크 및 도시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는 최근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매 

우 다의적이며 모호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네트워크는 첫째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철도망， 하수도망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체계， 둘 

째， 도시의 장소간 경제적 활동 및 사람들 사이의 공간적 상호작용(Camagni 

and Salone, 1993: 1504) , 세째， 두 사상간 관계의 정성적 측면으로서， 지속 

적 · 보완적으로 형성되는 호혜적 관계를 지칭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 

은 통합되어서 정의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 개념의 의미는 공간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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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세 번째 개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행위자네 

트워크’， ‘기업네트워크’의 관계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교환되는 물품이 

쉽게 그 가치가 측정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들의 관계가 장기적 

이며 반복적이어서 이 당사자들을 분리된 실체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장거래도 아니고 계층적 거래도 아닌 제3의 조직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Powel , 1990).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 계층， 그리고 네트워크는 다음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 경제조직 유형의 비교 

주요특징 
형태 

시장 계층 네드워크 

규범적 기초 계약， 재산권 고용계약 상보적 힘 

의사소통수단 가격 일상적 사무 관계 (relation) 

분쟁해결방법 입씨름， 소송 행정명령，감독 호혜성， 평판 

유연성정도 높다 낮다 중간 

관련당사자간 약속 적다 중간내지 많다 중간내지 많다 

일반적 풍토 정확， 의심 형식적，관료제적 개방된 상호이익 

행위자의 선택 독립적 종속적 (dependent) 
상호의존적 

(interdependent) 

혼합된 형태 
반복거래， 계층적 계 비공식조직， 시장같은 지위계층， 복수의 파 

약 특정 트너， 공식적 규정 

(출처: Powel, 1990) 

두 번째 개념의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도시결절점 간의 비위계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현 시기 도시간 관계 분석에서 크리스 

탈러 (Christaller)의 모델보다는 위계적 구조를 상정하지 않는 프레드(Pred)형 

모델이 더 유용한 개념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전후 30년간 도시화와 메트로폴리탄화 현상은 고차의 경제기능은 중심지에 입지하 

는 경향을 보이며， 반면에 저차의 기능-산업 및 거주-은 배후지와 주변부로 확산해 나 

간다는 논리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제 부분적으로 적합성을 

잃어버렸다.… 기능의 수준과 이 기능이 입지해 있는 도시 순위간의 관계는 더 이상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는다(Camagni and Salone , 1993: 1053-1054). 

한편， Graham(l997)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도시체계의 변화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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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크리스탈러가 생각했던 기능적 위계적 도시체계는 분해되고， 특화된 도시특성에 

기반한 상호보한적 국제분업이 통신과 교통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중심과 주변이 

장거리에 걸쳐서 형성되고 있다 이제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멀리 있는 

두 개의 도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지만， 그 두 도시의 주변지역은 망이 

그냥 톰과해버려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지식집약적 도시경 

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중심의 기능적 위계가 아니라 도시간의 분업적 네트워크 

를 연구해야 한다 ... 이제 도시는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여러 장소의 집합 
체로 이해되어야 한다(Graham ， 1997). 

이렇게 새로운 도시간 관계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체계를 네트워크 

도시체계라고 한다. 네트워크도시는 교통 · 통신시설에 의해서 두 지역을 빠 

르고 손쉽게 연결함으로써 기능적으로 보완적인 두 개 이상의 기존 도시들이 

범위의 경제를 이룰 때 형성된다. 각 도시는 상호협력， 지식교환， 예상외 창 

조성 등을 통한 상호성장이라는 상승효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Batten ， 1995: 

313). 

도시는 오랫동안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연히 도시 네트워크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다만 최근 네트워크가 공간조직에서 중요해졌을 뿐더 

러 그들의 내용， 동학， 구조에서 과거의 그것과 다른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되 

었다. 이에 따라서 이 개념은 도시정책에서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May， 1997: 66). 

도시네트워크란 전문화된 중심지들간의 수평적 비위계적 관계의 체계이 

다. 이 중섬지들은 각 중심지간의 보완성이나 수직적 통합으로부터 혹은 시 

너지나 협동으로부터 외부성을 제공받는다(Camagni， 1993: 1057). 즉， 각 결 

절점에 존재하는 자본， 정보， 지식， 기술， 사람， 제품 등의 흐름의 상호관계가 

네트워크의 내용적 측면이다(May， 1997: 66). 공간구조상으로 다중심지구조 

와 기능의 유연성이 특징인 네트워크 도시는 불완전 경쟁이 지배적 메커니즘 

인 시장에서 서로 다른 생산물의 경쟁으로 설명된다(Batten ， 1995: 319). 

중심지체계와 네트워크체계의 속성은 다음<표 2-3>과 같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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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중심지체계와 네트워크체계의 속성 

중심지이론 네를워크체계 

중심성 결절성 

규모 의존성 규모 중립 

일극집중의 경향 유연성과 보완성의 경향 

동질적 상품과 서버스 이절적 상품과 서비스 

수직적 접근성 수평적 접근성 

이근 H 。L-동-르a 양방향흐름 

공간에 대한 완전경쟁 불완전경쟁(가격차별) 

(출 처 : Batten, 1995: 32이 

2) 도시네트워크의 명성뭔리 

가. 도시네트워크의 휴명과 특징 

도시네트워크는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간 관계의 

속성에 다라서 다양한 성격을 띤다. 형성되는 과정에 따른 구분으로는 특정 

의 목적을 갖지 않고 행위주체간의 기능적 결합 · 보완관계에 의해 형성된 기 

능적 도시네트워크(funktionales städtenetz)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성된 

전략적 도시 네트워크(strategisches st섭dtenetz)로 나눌 수 있다(森川 洋，

1999: 52). 

한편 , Camagni and Salone(l993: 1056-1059)은 도시 네 트워 크를 보완적 네 

트워크와 협동적 네트워크로 구분한다. 보완적 네트워크( complementary 

network)는 수직적 통합의 경제에 기반하며 전문화되고 보완적인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의 상호의존성을 통해서 연계된다. 지방간 도시화계획 

을 가진 Randstad Holland, 주요 중심간 도시기능의 효율적 분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탈리아의 Veneto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협동적 네트워크(synergy 

network)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사하고 서로 협동하는 중 

심지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의 경제는 각 도심의 시장을 통합하고 있는 네트 

워크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 네트워크는 고차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성된 

다. 고차중심지는 정보네트워크의 결절로， 본사기능， 금융활동， 고차서비스 기 

능을 국제적 규모에서 연결한다. 저차중심지는 동일한 기능으로 전문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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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지구적 네트워크에서 규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협동을 한다. 그 예 

로는 밀라노 대도시권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본사 및 고차 생산자서비 

스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중심지간에 다중심구조의 협동적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다. 

여기서， 전자는 기능적 도시네트워크에， 후자는 전략적 도시네트워크에 해 

당된다(森川 洋， 1999: 52). 한편， 공간적 특징으로부터 보면， 지역내 네트워 

크， 지역간 네트워크，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유로시티와 같은 국제적 네트 

워크가 존재한다. 또한 구성도시의 규모로부터 지배적인 대도시를 가진 네트 

워크와 거의 동격의 도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다 

(Spangenberger, V. , 1996; 森川洋， 1999에서 재인용) . 

여기서， 네트워크조직과 중심지계층조직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중심지 체계를 대체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존하는 것인가의 문제 

가 제기된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경험연구 결과는 네트워크가 제한된 지역에 

만 존재하며， 전통적인 중섬지체계를 대체하는 것은 아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념적으로는 먼 거리간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근접한 공간간에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지역 내에서 그리고 몇 개 

의 근접한 산업지구간에 흔히 보이며， 지리적 규모를 확대하면 오히려 계층 

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Camagni and Salone, 1993: 1061-1062; Pumain, 

1992: 1377; 森川洋， 1999). 

나. 도시네트꿔크의 명성원리로서 개관경저I(overview economy) 

전통적 중심지체계의 개념에 따라서 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고차의사결정 기능 혹은 고차서 

비스 기능은 반드시 도심에 인접해서 입지해야만 도심의 집적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기능이 도섬에 남는 기능에 

비해서 반드시 저차의 기능으로， 중심도시와 교외간에 계층적 관계가 형성되 

는 것인가? 둘째， 하나의 도섬에 존재하는 집적의 외부경제가 이러한 고차 

업무기능의 성장과 경쟁력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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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공간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자에게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경제부문(소매에서 소비자서비스， 

공공 행정)의 공간적 분포는 중심지이론에 의해서 잘 해석된다. 그러나 적어 

도 일부 경제적 기능에서 공간적 근접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기능들은 집적의 외부성을 향유하는데 물리적 근접성의 제약을 벗어난 것 

으로 보인다(Camagni and Salone, 1993: 1053-1055). 기 업 이 향유하고자 하 

는 외부 경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대도시 중심부에서 얻어지는 집적의 외 

부경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관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된다. 개 

관경제란 서로 다른 공간적 레벨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향유하는 것이다 

(Johannisson, 1990; l\Iloulaert, Scott and Farcy, 1997: 11 에 서 재 인 용) .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집적 입지행위 자체가 외부성의 존재를 정당화하거 

나 완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 마케팅전략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 

의 경제를 결합하며， 하나의 도시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로 다른 지리적 규 

모를 시장의 영역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래， 범위의 경제는 광범 

위한 서로 다른 국지적으로 집적된 영역의 네트워크 내에서 잘 실현될 수 있 

으며， 이 잠재력들은 통신과 거래비용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Moulaert and 

Gallouj , 1993: 97). 

따라서， 기업은 시장 영역의 네트워크 속에 입지하고， 각 시장의 거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시장정보에 관한 

획득에서 고객 근접성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으며 (Comish， 1997), 시장의 범 

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하나의 집적지구로부터 외부경 

제를 향유하는 전략에서 집적지구의 네트워크 속에서 집적의 외부경제를 향 

유하는 전략으로 전환한다. 즉， 기업은 한 집적지구 내의 고객에 대한 근접성 

을 통해서 외부경제를 얻기보다는 지구적으로 연계된 각 집적지구간의 네트 

워크 속에 입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얻고자 하 

며， 이를 개관경제 (overview economies)라고 한다. 또， 물리적으로는 집적지 

구 내에 입지하지 않으면서도 집적의 외부경제를 향유하는 것을 ‘가상집적 

(virtual agglomeration)’이 라고 한다. 

- 52 -



이제， 외부경제를 일으키는 경제적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공간적 차원에 

서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 단일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집적이 해당 네트워크를 넘어선다. 즉， 집적의 집적 혹은 서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나 기능적으로 강하게 연관관계를 가 

지고 있는 집적의 광역 네트워크 등이 그것이다(Moulaert， Scott, and Farcy, 

1997: 106). 선진 생산자서비스기업에 있어서 기술의 전략적 혁신과 조직 방 

식의 전략적 혁신， 그리고 충분한 시장규모의 확보-서로 다른 집적에 대한 

적소시장의 확충- 등은 오직 사업단위 및 지원 기관간 유연한 네트워크 형성 

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Moulaert and DjeUal, 1995). 즉， 이러한 네트워 

크 형성은 전문적인 시너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행위주체 간 느슨한 연계 

에 의해서 구성된다. 즉 체계적 외부성은 조직의 네트워크적 형태 즉， 네트 

워크기업 혹은 네트워크의 ‘가상집적경제’(CamagnÍ and Salone, 1993: 1054) 

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현대세계에서 이 네트워크는 지방에서 전지구 

에 이르는 공간적 범위를 가질 것이며 네트워크도시에서 도시 네트워크로 

확장될 것 이 다(Moulaert， Scott, and Farcy, 1997: 106). 이 러 한 원 리 가 작동 

하게 되면， 도시간의 새로운 관계는 고전적 크리스탈러 패턴을 따르지 않으 

며， 서로 유사한 순위의 도시가 협동과 경쟁을 결합하게 된다(May， 1997: 

67). 

3) 기업의 입지변화와 중쉰지체계의 법화 

지금까지 지역간 관계를 설명하던 중심지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에서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생산자서비스의 주고객은 기업으로서， 소비자서비스의 고객인 가구， 

개인에 비해 고객이 일부 지역에 집적하는 경향을 띤다. 이 결과 경제활동의 

분포는 중심지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보다는 규칙성이 떨어지며， 전체 공간 

에서 일부 지역에 편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둘째 중심지이론에 따르면 

고차 도시의 도심에서는 모든 재화를 구할 수 있으며 넓은 배후지를 가지게 

된다. 기업조직의 유연화， 경제구조의 서비스화에 따라서 기업활동이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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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되면서 하위계층의 도시에서도 일부 기능으로 전문화된 집적지구가 형 

성되어 상위계층 도시에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전문적 서비스 

나 재화에 대해서는 중심도시가 하위계층도시의 배후지가 된다. 즉， 상위계층 

도시와 하위계층도시가 일방적 계층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 

에 놓이게 된다. 각 지역의 전문화된 특정자산， 적소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 

면서 지역간 경제활동의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일방적 계층관계가 변화한 

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서비스화， 유 

연한 축적체제의 성립에 의해 더욱더 강화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기존 중심지체계의 완화 경향은 다 

음 그림과 같이 모식화할 수 있다. 

(출처: IlIeris, 1991: 1m) 

〈그림 2-3> 중심지이론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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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3절 연구과짧 및 분석틀 

1. 기존연구의 환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업무기능 입지에 관한 이론에는， 도섬에 고차업 

무기능이， 교외에는 일상적 업무기능이 입지해서 비교적 뚜렷한 공간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경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 입지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의 변화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 이론적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왔지만 구체적 경험연 

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연구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일상적 업무기능이 교외화되고 있으며， 고차업무기능은 도섬에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은 실제로 교외지역에서 고차업무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둘째， 업무기능 교외이전에 미친 영향으로서， 정보통신의 발달， 기업의 비 

용요인 이외에 공급측의 요인， 장소이미지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적 요 

인(집적경제， 집적불경제 등)에 의거해서 업무기능 입지변화를 설명해 왔지 

만， 기업내 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즉， 개별 기업의 업무기 

능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과 각 기업의 조건에 따른 외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경권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외지역에 대규모 업무단지가 

건설되었고， 많은 수의 기업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는지， 그 이전의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넷째， 이러한 업무기능의 입지변화와 교외의 새로운 업무지구 성장이 대 

도시권의 공간조직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다. 

야
 ω 



2. 연구과제 및 분석틀 

1) 엽구고}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0년대 이후 동경도섬에서 교외로 이전 

한 업무기능의 성격과 그 요인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도심 

기능의 이전에 의해 형성된 교외 업무기능 성장지구의 성격과 그 공간적 함 

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한다. 

1. 현시기 동경권에서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 

으며， 이전기능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2.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도심업무기능 교외이전에 의해 새로이 성장한 교외업무지구의 성격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업무기능 성장지구가 가지는 공간적 함의는 

무엇인가. 

2) 분석톨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과제는 기업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차업무기 

능 입지를 변화시키는 원리와 구체적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다. 기업의 업무 

기능 입지변화에서는 기업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작용한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조직 변화와 업무의 기능적 성격의 변화 투입물과 산출물의 성 

격 변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업무방식의 변화， 업무활동의 영역적 범위의 광 

역화 등이 업무기능의 입지요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 기업의 업무기능 입지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주체로 

는 오피스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개발업자(developer)와 부동산 

주도 개발전략을 통해서 고차업무기능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지자체 이를 전국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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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를 들 수 있다22) 이 3자는 각각 자신의 행위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부동산개발을 주도하여 기업의 입지와 장 

소이미지， 그리고 공간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업무기능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주체들은 

환경으로 설정하고 공간의 직접적 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업무기능 입지 변 

화 양식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지변화에 따라 형성된 교외 

업무기능 성장지구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공간적 함의를 본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2) 이점과 관련해서 van der Krabben and Boekema(1994: 112) 는 기존의 도시이폰에 
서는 생산체계의 변화， 새로운 정보기술의 영향， 혹은 경제성장이 기업의 입지선호를 

변화시켜서 그 결과 공간구조의 재편으로 나타난다는 수요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 판하고 있다. 이 러 한 맥 락에 서 Daniels(1979) , 松原 宏(1987) ， Ball (1985; 
1986), Healey(1992) 등은 기존의 가격과 도시개발의 유형 그리고 입지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건축물의 공급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구의 개념적 틀을 제시 
하거나 경험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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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13짱 업무기능의 찌리쩍 분포 변화와 

그 At회경제적 뼈명 

본 장에서는 제 1절에서 동경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가 어떻 

게 변해 왔는지를 시 · 구별로 살펴보며 업종별로 기업규모의 지역별 변화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본다. 

쩨1 절 업무기능의 자리적 분포 변화 

1. 변화의 재요 

1) 주요 맹정구역 E면황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동경권의 주요 행정구역(시 · 구) 현황을 다음 그림 

에 나타내었다.<그림 3-1>은 동경권에서 1991-1996년 사이에 업무기능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주요 지역의 행정구역을 나타내었으며，<그림 3-2> 

는 동경도 23구부의 도심3구와 부심3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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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의 개요 

1980년대 이후 동경권에서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변화 경향을 사업소통 

계조사보고서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1986-1991년의 기간과 1991-1996년의 기 

간 동안 서로 다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1986-1991년 사이에는 도섬부 집 

중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대도시권 전체가 빠르게 성장한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시기는 1991-1996년 사이로 동경도 특별구부의 도섬업무지구에서 

업무부문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그 주변과 교외지역이 성장하는 상대적 이심 

화기이다. 

가. 충쉰도시 핍중그1(1986~ 199 1) 

이 시기의 특징으로 동경권에서 전체 직업수가 크게 증가(약 190만 명)하 

였으며， 업무부문에서만 그 증가 수가 110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3-1> ). 지역별로 살펴보면 23구부에서 업무부문 종사자 증가율이 10.4%인데 

비해서 동경권 전체 증가율이 14.2%로 주변지역이 약간 높다. 주변지역 중에 

서도 多摩地區의 증가율이 33.7%로 가장 높다. 그러나 업무부문 종사자 총 

증가 수 일백십만여명 중에서 동경도 23區部에서의 증가분이 60여만명 

(54.3%)으로 나타나 업무부문의 도섬집중이 두드러졌다. 즉 국토 전체의 차 

원에서도， 동경권 차원에서도 도심으로 극섬한 집중을 보였다. 

나. 상대적 이쉰화기( 1991-1996) 

이 시기에는 도심에서 성장이 둔화하고 주변지역에서 성장이 가속화되었 

다. 산업의 전반적 불황으로 동경권에서 전체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속도는 크 

게 감소했지만 업무부문의 증가비중은 29.3%로 이전시기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3區部에서 업무부문 종사자 수 증가분은 14 

만 6천여명으로 동경권 전체에서의 증가수 55만 3천여명 중 26.5%를 차지하 

고 있어서 1980년대 후반부의 54.3%에 비해서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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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역별 전산업의 취업자 및 업무부문종사자 증가수 및 비율 

(단우1: 명， %) 

주 1 ) 이하에서 업무부문 종사자 수는 경제활동을 사업장의 형태별로 분류한 통계 중 
사무실과 영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다. 1991 년도 까지는 사무실과 영업소 근무인원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1996년 통계부터 두 부문이 합쳐져서 공표되고 있다. 

주2) 橫핏市， 川뼈市의 통계는 神奈川縣의 수자에 포함되어 있다. 

(자료: 給務반統計局 事業所統計調흉報告書 各年度)

동경도 23區部에서 업무부문 종사자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神奈川縣(가나가와켄)에서 13만7천명， 동경도 多摩地區에서 14만6천명 등 주 

변지역에서의 증가가 이전시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아 졌고 증가율은 23區

部의 두 배에서 세 배 가량 높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동경권 전체에서 업무부문의 증가가 19.5%로 전 

체경제활동부문의 증가비율 14.2%와 유사하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전체경 

제활동부문의 증가율이 4.2%에 머무른 것에 비해서 업무부문은 29.3% 증가 

하였다. 이것은 대도시권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간 

구조 변화에서 서비스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2. 업무기능 입지의 지역별 변화 특성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경권에서 1991-1996년 사이에 업무기능이 

상대적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시기에 각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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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경향을 살펴보자. 

<그림 3-3>에 따르면， 1986-1991년 사이에 동경도의 도섬에 업무부문 종 

사자 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23) 이에 비해서 1991-1996년 사이에는 동 

경의 전통적 중심업무지구와 부도심 중 新宿區가 감소하고 교외의 일부 업무 

지구에서 성장이 두드러졌다(<그림 3-4>). <표 3-2>에 나타낸 대로 

1991-1996년 사이에 증가인원 상위 24개 지역 중 동경 23區部에 속하는 지역 

은 品川區(4만5천) 、 港區 (3만1천) , 文京區(2만6천)、 悔갑區(2만1 천)、 江東區

(1만6천)、 台東區 (1만6천)、 材파區(1만5천) , 北區(6천) , 티黑區 등이다. 이 지 

역들은 부도섬 혹은 기존의 CBD 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업무기능이 중심 도시 내에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편，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美땅區(3만8천， 千

葉市、 신설업무지구) , 川口市(3만1 천)， 府中市(2만5천) , 大宮市(1만9천) , 川뼈 

(가와사키)區(1만5천， 川 ú倚市) , 八王子市(1만5천명) , 때區(1만2천， 橫파-市) 등이 

있다. 즉， 교외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위에 열거한 지역들이 그 중심지로 

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위 지역들의 성격이 어떠하며 각 지역에 어떠 

한 기능들이 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편， 1991-1996년 사이에 성장률이 낮은 지역， 즉 감소지역을 <표 3-3> 

에 나타내었다. 

23) 이 시기에 성장률 상위 24개 지역 중 13개 지역이 동경도 23區部에 속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도심부에서의 성장률이 높았다 이 시기에 성장율 상위 24개 지역 중 1위에 

서 7위까지를 23區部의 千代田區00만2천) , 新宿區(7만9천)、 港區 (6만8천) , 中央區(6만 

5천)、 遊까區(4만6천) , 中央區(6만5천) , 豊島區 (3만7천)의 지역이 차지하고 있어서 전 

통적 CBD지역과 부도심지역으로 업무기능이 집중하였다. 23區部 이외 지역중에서는 

千葉(치바)市 (2만8천)、 太힘市(2만1천， 倚玉(사이타마)縣)、 相模原市(1만8천， 神奈川

縣)、 탤.木市(l만7천뼈1 奈川縣)、 港北區(l만6천， 橫파市)、 中區(l만5천， 橫파市)、 八王

f市(l만5천， 東京都)등이 24위 이내에 속해 있다. 이 이외의 주변지역에서도 전반적으 

로 업무부문 종사자수가 크게 늘었다. 한편， 이 당시의 정체 혹은 감소지구는 주변지 
역인 野田市(千葉縣)、 上尾市(倚玉(사이타마)縣) , 中原區(川 a倚市)、 戶據區(橫휩市)、 君

律市(千葉퍼) 등이다. 

- 64 -



<표 3-2> 시구별 업무부문 종사자수 변화순위 상위 24개 지역 (1991-1996) 

(단위: 명) 

지역명 1991-1996 증가을 E /ιè Sf I 1986-1991 증가을 E ιè SfI 

東京都 品)II~ 45.170 31. 6); 1 24.233 20.4); 10 

千葉市 美‘따E 38.056 - 2 - - -

東京都 港g 31.528 5.1); 3 68.117 12.5); 3 

倚玉原 川口市 31. 380 69.9); 4 6.098 15.7); 47 

東京都 文京E 26.575 25.7); 5 17.989 21. 1); 14 

東京都 府中市 25.026 66.8); 6 5.843 18.5); 50 

東京都 쌓삼E 21. 726 8.3); 7 46.561 21.7); 6 

倚玉原 大宮市 19.989 25.1); 8 21. 620 37.2); 11 

東京都 江東E 16.786 14.0); 9 26.149 27.8); 9 

東京都 台東E 16.777 11.8); 10 9.785 7.4); 33 

川 n倚市 川 n倚E 15. 774 25.7); 11 6.472 11.8); 45 

東잉都 J\.王子市 15.625 30.7); 12 15.008 41. 9); 20 

東京都 ;f~]t~ 15.411 23.7); 13 8.645 15.3); 34 

橫팎市 西E 12.646 22.0); 14 9.799 20.5); 32 

千葉原 君律市 12.559 116.6); 15 -12.954 -54.6); 153 

東京都 調布市 12.508 46.2); 16 8.614 46.7); 36 

뼈奈川原 購把市 11. 392 30.6); 17 4.598 14.1); 56 

뼈奈川原 1享木市 9.772 21. 7); 18 17.763 65.0); 16 

東京都 메田市 8.612 28.4); 19 5.184 20.6); 54 

倚玉原 浦和市 8.507 15.0); 20 7.431 15.0); 42 

橫판市 港北E 8.312 18.3); 21 16.358 56.4); 17 

東京都 三應市 6.593 32.5); 22 5.839 40.3); 51 

東京都北E 6.269 13.5); 23 637 1. 4); 130 

東￡都 目뿔E 5. 787 8.7χ 24 10.440 18.7); 26 
(자료:給務람統計局， 事業所統計調흉報告書， 各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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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시구별 업무부문 종사자수 변화순우| 하위 m개지역(1991-1뾰) 

(단위: 명) 

지역명 1991-1996 증가을 E ιι~~I 1986-1991 증가을 순위 

빼奈川原 伊勢原市 -701 -6.7x 135 3, 482 49.4x 63 

東잉都 웰월f!îg -803 -1.7x 136 2, 227 4.9x 80 

倚玉原，J\湖市 -832 -10.5x 137 1,932 32.3x 88 

倚玉原 朝震市 -1.016 -7.5x 138 7.748 134.8x 39 

東京都 保션市 -1. 045 -12.0x 139 2.049 30.8x 85 

함!奈川띔 필子市 -1. 457 -13.3x 140 1.850 20.4x 92 

k융玉 l뭔 志、*市 -1. 603 -26.5x 141 1.887 45.4x 91 

東상{都 :\L川市 -2.185 -5.1x 142 11.455 36.0x 24 

t쥔조맺~ 岩械市 -2.197 -19.3x 143 5.667 98.7x 52 

東京都 버;田유 12( -2.615 -2.9x 144 17.925 24.3x 15 

橫판市 r::t::J]R -2.947 -2.5x 145 15.406 14.9x 19 

東京휩15 飯橋g -3.060 -3.8x 146 15.708 24.5x 18 

千葉텅 上街道市 -4.175 -90.0x 147 1, 528 49.1x 97 

橫판市 廳見g -4.604 -8.7x 148 12, 113 29.8x 22 

東京홉15 千代 EH J2<~ -5.791 -0.8x 149 102.704 16.6x 1 

東京者15 大田 ß~ -6 , 866 -4.7x 150 19.988 15.9x 12 

東京者IS 足立μ: -8.991 -10.8x 151 8, 325 11. 1x 37 

倚玉!원 新座市 -10.328 -100.0x 152 2.484 31.7x 75 

橫판市 隊 g -19.888 -64.8x 153 7.252 31. Ox 43 
東京者15 新宿lK -27.005 -7.0x 154 79.230 26.0x 2 

(寶뼈:홈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書 原寶料， 各年度)

이시기의 침체지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세계도시 동경을 대표할만한 상징적 업무지구인 千代田區와 新宿區에서 각각 

5천7백명， 2만 7천명이 감소하였다. 업무기능 증가율 하위 2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동경도 23區部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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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 10 20 Kilometers 
1 • r 

A 

Office 86-91 
[코 -12954 - -5001 
많휠 -5000 - 0 

1 - 10000 
_ 10001 - 40000 
_ 40001 - 102704 
亡~ No Data 

주: 계급구분은 arcview의 natural break방법을 따랐으며， 감소와 증가가 하나의 계급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0을 기준으로 조정. 

賣料: 홉務廳統計局， 훌業所統計훌훌훌報告書， 原資料， 各年度

〈그림 3-3> 동경권에서 업무부문 종사자수 변화( 198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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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 10 20 KIto뼈 

(資料: 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原資料， 各年度)

〈그림 3-4> 동경권에서 업무부문 종사자수 변화(199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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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기능 입찌변화액 업종별 특생 

각 업무부문은 해당 업무가 가지는 성격이나 업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서 다양한 입지요구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서는 동일한 업종 혹은 

성격의 기업들도 각각의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특징에 따라서 입지 

요구가 달라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기업의 어떠한 속 

성이 입지변화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변화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표 3-4> 업종별 분석 단위의 산업분류 내역 

산업중분류 산업소분류 상세내역 
르
”
 
~부

i
 
~ -샘

 -
~ 
위


~ 
단


~ 
서
「


~ 
부
=
 D 광업 (05-08) 

F 제조업 02-34) 
광공업기업 

금융 • 보험 • 부동 11 금융보험 업 (62-69) 
산업 IK 부동산업 (70-71) 

정보서비스업 

어
닙
 

스
 

‘
비
 

서
 
업
 

보
 고
 타
 

정
 
광
 기
 

사
 

조
 

스
 

비
，
 

셔
，
 어닙
 

g 

고
 

U 

과O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L857] 타사업서비스업 

건물서비스업 

민영직업소개업 

L85 기타사업서비스l 기타 분류되지 
업 | 않는사업서비스업 

L86전문서 비 스업 (다 1L86전문서비스업 
르게 분류되지 않는 | 토목건축서비스업 

것 기타의 전문서비 
스업 

개인교습소 

기타 

。정보서비스업:소프트 

웨어， 정보처리， 데이터 

제공 등 시스템 관련 

업무 

。건물서비스업:빌딩서 

비스， 빌딩유지보수업 

-0 

。기타 분류되지 않는 

사업서비스업: 수금업， 

징수업 등 
。토목건축서비스:모든 

건축 · 건설 콘설턴트 
。 기타의 전문서비스: 

경영콘설턴트， 계리사， 
감정업， 엔지니어링업 
。

*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업 단위와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단위는 1996년도에 그 분류체계 
가 약간씩 변동되나 자료상으로 이전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구분되어 있 

다. 

(자료:總務『統計局， 享業所統計調훌報告書)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는 기업의 업종별 구분이다. 여기에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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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조업기업의 업무부문과 산업중분류상의 FIRE 산업(금융 · 보험， 부 

동산)，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업 , 그리고 기타의 사업서버스엽의 네 부류24) 

로 나누고 이 각 산업의 업무 특성과 공간적 성격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이 

분류의 상세한 내역은 <표 3-4>에 나타내었다. 

1) 광콩업기업 업무기능의 입11변화 특성 

광공업기업의 업무부문 종사자는 1986-1991년 사이에 동경도 전체에서 

15.7% 증가하였으나， 1991-1996년도 사이에는 1.7% 증가에 그쳤다. 또한 23 

區部 내에서는 3.5%(3만6천명) 감소한데 비해서 多摩地區에서는 5만6천여명 

(51.6%) 이 증가하였다. 나머지 주변지역에서도 크게 증가하여， 동경권 전체적 

으로 14만5천여명의 순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광공업기업의 업무부문에서 

뚜렷하게 이심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표 3-5> ). 

〈표 3-5> 광공업기업 업무부문 종사자의 지역별 증감수 및 비율 

(명， %) 

(자료:總務『統計局， 事業所統計調흉報告書， 各年度)

24) 여기에서， 제조업 기업의 업무부문은 사업소통계조사보고서의 제 11표 사업소의 형태 

별 자료 중 오피스 · 영업소로 분류된 값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업종별 자료는 제8표 

산업(중분류)별사업소수 및 종업원 수의 값을 사용하였다. 제8표의 지역 전체합계치는 

제8표의 총계란에 제시된 숫자와 다르다. 그 이유는 저118표의 경우 시， 구부만을 넣었 

고 메村부는 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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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보펌부통삽업 

FIRE산업 종사자수는 1986-1991년 사이에 동경권 전체적으로 22만여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15만여명이 동경도 23구부에 집중하였다(<표 

3-6>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동경권 전체적으로 3만6천명이 감소하였 

고， 동경도 23區部에서는 4만8천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체적 감소추세 속 

에서도 多摩地區와 神奈川(가나가와)縣， 倚玉(사이타마)縣， 大宮市， 川 l倚(가와 

사키)市에서는 수천명에서 천여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주변의 특정지역 

으로 분산적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6> FIRE산업 종사자의 지역별 변화현황(1986-1996) 

千葉原 73 , 383 96 , 503 94 , 011 23 , 120 31.5x -2 , 492 -2.6x 

| 千葉市 19 , 653 26 , 973 25 , 869 7, 320 37.2x -1 , 104 -4.1x 

빼奈川멜 128 , 972 156, 945 159 , 951 27 , 973 7.1x 3, 006 1. 9x 

橫판市 I 61 , 113 I 74 , 481 I 74 , 190 I 13.368 I 21. 9x I -291 I -0.4x 

川 d倚市 17 , 589 20 , 684 22 , 006 

東/?，園 865 , 285 1. 087 , 412 1, 051. 127 222 , 127 I 25.7x 

(자료: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시구별로 살펴보면 1986-1991년 사이(<그림 3-5>)에는 23區部 중에서도 

千代田區(32 ，080명) , 中央區(28，680명)， 港區(14，150명)와 新宿區(25，443명) 등 

전통적 CBD와 부도심에 집중하였다. 주변지역에서는 다마지구의 八王子市

(1 ，624명)와 多摩市(1 ，592명) , 立川市(1，930명)등， 橫파市의 西區(2 ，732명)， 千葉

(치바)市(7，320명)， 倚玉(사이타마)縣의 大宮市(5，372명)등이 증가가 두드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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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다. 

1991-1996년 사이(<그림 3-6>)에는 23區部의 중심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 지역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증가하였다. 23區部에서는 

CBD인 千代田區(-12，371 명 ), 中央區(-11 ，159명 )와 부도심 인 新宿區( -14,432 

명)에서 감소폭이 컸던 것에 반해서 주변인 文京區(2，464명)、 江東區(2 、 350 

명)、 品川區(1，390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주변지역에서는 八王子市(7，036

명 )、 浦和市(2 ，286명 )、 大宮市(1，875명 )、 調布市(1，740명 )、 都節區(1，245명 )등에 

서 증가를 보였다. 

즉， FIRE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함께 급격한 이심화가 진행되었으며， 23 

區部 내에서 도심의 주변 몇 지역과 교외의 몇 개 지역에 분산적 집중이 일 

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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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 102o Kilometers 

(賢料: 總務훌훌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書， 各年度)

〈그림 3-5> 동경권에서 FIRE산업 종사자수 증감현황(198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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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 10 20 Kilometers 

(資料: 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그림 3-6> 동경권에서 FIRE산업 종사자수 증감현황(199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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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서비스 • 조사광고업 

정보서비스 · 조사광고업의 경우 FIRE산업과 함께 이 시기 변화 경향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표 3-7>). 1986-1991년에는 동경권 전체적으 

로 18만여명이 증가， 1991-1996년에는 9만8천여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동경도 

23區部에서 두 시기 동안 각각 11만여명 증가， 9만7천여명이 감소하여 집중 

과 탈도섬 과정이 급격하게 나타났다. 1991-1996년 사이에는 주변지역에서도 

감소세를 보이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千葉(치바)市 (2 ，325명) , 川~倚(가와 

사키)市 (3 ，711명)에서 각각 20% 이상의 증가경향을 보였다. 

〈표 3-7> 정보서비스업 · 조사 • 광고업 종사자수의 지역별 변화현황(1986-1996) 

(자료: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이 변화를 시， 구별로 살펴보면 1986-1991년 사이(<그림 3-7>)에는 동경 

권 전체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동경도 23區部의 CBD인 千代田區(12，692명) , 

中央區(9，756명)， 港區(29，584명)와 부도심인 新宿區(13，621 명) , 핸삼區(8，638명) 

에 집중하였다. 1991-1996년에는(<그림 3-8>) 이전시기에 급증한 도심부에 

서 급감하였으며， 도심의 주변부와 주변지역의 특정 지역에 분산적 집중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도심의 千代田區(-25，971 명) , 中央區(-26，002명) , 港

區(-31 ，449명) , 新宿區(-15，597명) , 混갑區( -12，346명)에서 가장 급격한 감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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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인 반면에 CBD외곽의 江東區01 ，992명)、 品川區(3.913명)에서 증가를 

보였다。 주변지역에서는 千葉(치바)市(7，864명)、 織子區(橫팎市、 3，669명)、 高

律區(川 l倚市， 1 ，805명)、 川 l倚區(川|倚市、 1 ，604명)、 港北區(橫휩市、 1 ，337명)등 

에서 증가하였다. 

10 o 102o Kilometers 

(資料: 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홉 各年度)

A 

It 86-91 
받돼 -96 - 0 

1 - 2000 
2000 - 5000 

률톨 5001 - 13000 
_ 13001 - 29584 
仁간 No Data 

〈그림 3-7> 동경권에서 정보서비스업 • 조사 · 광고업종사자수 증감현황(198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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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0 o 10 20 Kilometers 

(資料: 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훌， 各年度)

A 

It 91-96 
仁며 -31449 - -15001 
톰뭘 -15000 - 0 
節톰 1 - 2000 
_ 2001 - 5000 
l1li 5001 - 11992 
는그 No Data 

〈그림 3-8> 동경권에서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업 종사자수 증감현황(199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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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샤업서비스업 

기타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세 업종과는 달리 1980년대 후반뿐 

만 아니라 1990년대 전반에도 동경도 23區部와 주변지역 모두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3-8> ). 특히 1991-1996년 사이에 동경권 전체적으로 23 

만4천 여명이 증가하였고， 그중 동경도 23區部에서의 증가수가 13만 7천 여 

명으로 도섬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업종은 전형적 도심 및 대도시권 집중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8> 기타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지역별 증감수 및 비율( 1986-1996) 

(단위: 명) 

1986 1991 1996 
1986-1991 1991-1996 
증감수 비율 르c드〉 ? C그 } i5 l: 비율 

東京都 466.519 649.323 801.912 182.804 39.2" 152.589 :~.:~ I 

23ß部 415.604 573.627 710.695 158.023 38.0" 137.068 23.9" 

多摩地E 50.915 75.696 91. 217 24.781 48.7" 15.521 20.5" 

倚玉멍 62.834 92.509 113.917 29.675 47.2" 21.408 23.1" 

大宮市 8.301 14.487 20.410 6.186 74.5" 5.923 40.9" 
千葉原 58.672 93.884 115.634 35.212 60.0" 21.750 23.2" 

千葉市 16.825 25.197 32.840 8.372 49.8" 7.643 30.3" 

뼈奈川原 123.063 173.614 212.177 50.551 41.1" 38.563 22.2" 
橫‘따市 61.266 85.558 105.023 24.292 39.7" 19.465 22.8" 

川 d倚市 20.005 25.500 30.154 5.495 27.5" 4.654 18.3" 

東/?-園 711.088 1. 009. 330 1.243.640 298.242 41.9" 234.310 23.2" 

(자료:總務應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이를 시， 구별로 살펴보면， 1986-1991년 사이(<그림 3-9>)에 동경도 23 

區部에서는 港區(39，913명)、 千代田區(32 ，276명)、 中央區(10，440명)등 CBD지 

역에서， 주변지역에서는 西區(橫땅市、 8，535명)、 大宮市(5，923명)、 千葉(치바) 

市(8，372명)、 浦和市(3，620명)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1991-1996년 사이(<그림 

3-10> )에도 이러한 지역적 분포나 증가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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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1 - 2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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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總務廳統計局， 훌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그림 3-9> 동경권에서 기타사업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감현황(198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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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 10 20 Kilometers 

(資料: 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書， 各年度)

〈그림 3-10> 기타사업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감현황(199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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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에 따른 01초빼 닙 ξ:>>"2 기업규모 차이액 특성 

이러한 업종별 · 시기별 입지경향의 차별성은 각 업종별 기업의 조직과 제 

품의 성격의 차이 및 업무성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러한 차이는 모두 정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통계자료에는 아주 부분적 

특성만이 드러나며， 그 대표적인 것은 기업규모25)의 시기 • 지역별 차이가 있 

다. 

1) 광콩업기업의 업무부문의 특성 

광공업기업의 업무부문은 가장 높은 이심화 경향을 보여주었던 업종이다. 

이 경우에 기업규모와 업무부문 입지경향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보인다. 즉， 

1991-1996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표 3-9> ), 전체적으로 광공업기업 업무부 

문이 크게 감소한 23區部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진 것에 비해서 

증가한 주변지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커졌다. 이것은 규모가 큰 기업이 도 

섬에서 교외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도섬에 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광공업기업 업무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보인 川 l倚(가와사키)市와 동경도의 多摩地區에서 사업장당 종업 

원 수가 급격히 커졌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25) 기업규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위사업장당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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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광공업기업 업무부문의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자료: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광공업기업은 생산부문과 업무부문으로 그 기능이 나누어진다. 생산기술 

의 발전과 시장 불확실성의 심화 등의 요인에 의해서 기업활동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업무부문 종 

사자 비중이 점차 커지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업무기능의 입 

지와 도시공간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대도시권에서 업무부문이 증가하 

고 생산부문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대도시권 내의 업무기능 입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동경권에서 지역 및 시기별로 광공업부문 종사자 중에서 

업무부문종사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C<표 3-10> ) 도섬과 주변지역 공히 

업무부문의 비중이 높아진다. 현재는 도심에서 업무부문의 비중이 제일 높지 

만，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는 川뼈(가와사키)市， 多摩地區에서 매우 빠르다. 이 

것은 사업장당 인원규모가 커지는 지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업무기능의 교외 

화는 제조업기업에서 생산부문의 축소，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경향으로서 업 

무부문의 증가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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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찌역에 따른 업종별 기업규모 차이액 특성 

이러한 업종별 · 시기별 입지경향의 차별성은 각 업종별 기업의 조직과 제 

품의 성격의 차이 및 업무성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러한 차이는 모두 정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통계자료에는 아주 부분적 

특성만이 드러나며， 그 대표적인 것은 기업규모25)의 시기 · 지역별 차이가 있 

다. 

1) 광콩업기업의 업무부문의 륙생 

광공업기업의 업무부문은 가장 높은 이심화 경향을 보여주었던 업종이다. 

이 경우에 기업규모와 업무부문 입지경향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보인다. 즉， 

1991-1996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C<표 3-9> ), 전체적으로 광공업기업 업무부 

문이 크게 감소한 23區部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진 것에 비해서 

증가한 주변지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커졌다. 이것은 규모가 큰 기업이 도 

심에서 교외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도심에 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광공업기업 업무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보인 川 ú倚(가와사키)市와 동경도의 多摩地區에서 사업장당 종업 

원 수가 급격히 커졌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25) 기업규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위사업장당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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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광공업기업 업무부문의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자료:總務廳統計局 훌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광공업기업은 생산부문과 업무부문으로 그 기능이 나누어진다. 생산기술 

의 발전과 시장 불확실성의 섬화 등의 요인에 의해서 기업활동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업무부문 종 

사자 비중이 점차 커지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업무기능의 입 

지와 도시공간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대도시권에서 업무부문이 증가하 

고 생산부문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대도시권 내의 업무기능 입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동경권에서 지역 및 시기별로 광공업부문 종사자 중에서 

업무부문종사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표 3-10> ), 도심과 주변지역 공히 

업무부문의 비중이 높아진다. 현재는 도심에서 업무부문의 비중이 제일 높지 

만，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는 川뼈(가와사키)市， 多摩地區에서 매우 빠르다. 이 

것은 사업장당 인원규모가 커지는 지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업무기능의 교외 

화는 제조업기업에서 생산부문의 축소，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경향으로서 업 

무부문의 증가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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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광곰업에서 업무부문 종사자 비중의 지역별 변화현황 

(자료:總務廳統計局， 훌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2) FIRE하업의 특성 

FIRE산업에서 개별 사업장의 규모는 동경도 23區部의 기업이 제일 크고 

주변지역이 작다. 시기별로는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23區部의 경우 성 

장시기인 1980년대 후반에는 커지는 경향을， 1990년대 전반에는 작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주변지역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특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표 3-11> FIRE 산업에서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단위: 명/사업장) 

1986 1991 1996 

東京都 18.1 18.7 17.8 

23꿇部 - 19.6 ~~m~m~~mm~~~~~mmm~~~~~mmm~m;~;;;~~~mmmm짧혔설;월m~l 

多摩地區 - 13.3 13.6 

倚玉縣 12.1 11. 3 11. 5 

千葉縣 12.3 12.0 11. 9 

千葉市 - - 17.1 

神奈川縣 12.7 12.0 11.5 

橫파市 - 13.1 12.2 

川 tl倚市 - 11.8 :쉰m~폐젠~mm;;I;~;젠꽉찬꽉꽃편;쌓:;~m 
東京團 15.8 15.8 15.2 

(자료: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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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서비스 · 광고 · 조샤업의 륙정 

정보서비스 · 광고 · 조사업은 성격상 같은 범주에 넣기는 어렵지만， 통계 

분류체계에 입각해서 하나의 범주로 분석한다. 東京都， 협玉(사이타마)縣의 

경우 1980년대 후반기에는 규모가 커지다가 1990년대 전반기에 들어와서는 

약간 작아진다(<표 3-12> ). 그러나 神奈川(가나가와)縣과 千葉(치바)縣에서 

는 사업장당 종업원 수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川 ú倚(가와사키)市에서는 사업 

장당 80명으로 여타 지역의 2-3배에 이른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에 동경도 23區部의 CBD(중심업무지구)에서 이 부 

문 종사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CBD 주변지구와 교외지역의 중심도시 인 

접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조 

사 · 광고업보다 기업의 규모가 현저하게 큰 정보서비스업 기업의 이심화 경 

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2> 정보서비스 · 광고 • 조사업 업무부문의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단위: 명/사업장) 

(자료: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書， 各年度)

4) 기타사업서비스업의 특정 

기타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동경 도심에서보다는 주변지역의 사업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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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더 크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업에 비해서 적다 

(<표 3-13> ). 또한 전지역에서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도심 

에서 대부분의 업무부문 사업장의 규모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이 업종에서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사업서비스업 기업의 도심입지선호가 매우 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기타 사업서비스업에서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 변화 

(단위: 명/사업장) 

1986 1991 1996 

東京都 11. 2 13.4 15.4 

23區部 13.4 :꽉:떻줬;헥펙펀펙테쉰:젝젠꽉꽉꽉§갔눴꽉침쉰꽉~~※줬폐꽉~~젝꽉꽉~~펙꽉;헥갚i떻펙꽉폐쉰쉰~~떻펙꽉꽉~~줬펜펀~~줬꽉:젝젠§떻꽉꽉쉰꽉:쌓꽉참꽉;꽉꽉꽉꽉쉰:젝줬꽉꽉§줬꽉꽉쉰꽉i핏꽉폐꽉;꽉펙꽉쉰펙:꽉꽉꽉꽉쉰;섣꽉꽉꽉쉰꽉i쌓꽉꽉꽉꽉;젠쉰꽉꽉쉰덴;~쩍줬꽉꽉~~섣꽉꽉~~꽉펜i떻갚;센꽉꽉쉰폐:젠꽉꽉꽉;첸꽉폐쉰폐i핑쉰침꽉;젝꽉꽉꽉꽉:헥젠꽉꽉§첸꽉꽉쉰폐i웬쉰꽉꽉;쉰꽉꽉꽉폐:쩍꽉꽉꽉i꽉꽉꽉쉰i쌓갚꽉;쉰꽉꽉꽉:젝꽉꽉§꽉꽉쉰헤젠꽉꽉꽉:젠젠i설迷i迷꽃했핏濤폈;꽉:쉰쉰§핏i 

多摩地區 - 13.7 13.5 

倚玉縣 8.4 10.0 11. 6 

千葉縣 10.8 12.7 14.6 

千葉市 - - tmm~m~쉰i꽉~~;~~1~~펙~;~쉰:~~~~팩했쥔쌓꽉 

神奈川縣 12.1 13.5 15.5 

橫파市 - 14.1 15.8 

川 ú倚市 - 17.0 ~~m~mmmmm~r~m~~;~1;;쉰~;~;;;m~m~1;~~m떻활젠i펄mm 
東京團 11. 0 13.1 15.0 

」

(자료: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各年度)

5) 각 업종별 사업장당 종업원 파모 비교 

각 업종의 사업장당 종업원 규모를 보면 FIRE산업은 평균 15.2명， 정보서 

비스 • 조사 · 광고업은 30명， 기타사업서비스엽은 15명으로 나타났다. 정보서 

비스 · 조사 · 광고업의 경우 동경도 구부의 기업에 비해서 주변 기업의 단위 

사업장 규모가 크다. 특히 川 ú倚(가와사키)市， 千葉(치바)市 神奈川(가나가와) 

縣에 입지한 기업 규모가 더 크다. 또한 사업장 규모의 증가속도， 증가량이 

대체로 일치한다.<표 3-7>에 나타낸 대로 지역별 증가율을 보면， 川 ú倚(가와 

사키)市가 20.8%, 千葉市가 29.1%로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동경도 23區部에 

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큰 정보서비스업체의 분산이 이러한 

경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FIRE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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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동경도심의 기업이 주변기업보다 단위사업장당 종업원수가 더 많 

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 조직형태가 입지요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정보서비스업이나 제조업기업 업무부문 중에서， 대규 

모 사업장이 이섬화하고 있다. 

5. 업무기능 성장의 져리적 꽤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기능 입지변화는 업종 · 시기에 따라서 그 

경향이 서로 다르다. 동경권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심도시 

를 다시 CBD와 부섬， 외곽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구별로 업종 및 시기에 따 

라서 어떻게 업무기능의 입지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표 3-14>에 나타내었 

다. 

이 표에 따르면 1986-1991년 사이에는 동경권 전체적으로 업무기능이 급 

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섬도시의 CBD와 부섬에서는 금융 · 보험 · 부동산 

업과 기타사엽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엽의 

경우에는 중심도시의 외곽지역과 주변지역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서 1991-1996년 사이에는 각 업종별로 서로 다른 입지경향을 보이고 있 

다. 

제조업기업 업무부문과 금융 · 보험 · 부동산업은 도심부에서 감소하고 주 

변지역에서 증가를 보여， 전형적인 이심화 업종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기타 

사업서비스업은 동경권에서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도시권에 

집중하며 이 시기 도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유일한 고차업무기능에 해당된 

다. 이 업종은 국지적 시장에 대한 근접성을 중요시하는 입지적 성향(Illeris 

1991)을 가지고 있어서， CBD에 집적된 다른 기업에 근접 입지하고자 하므로， 

대도시권 특히 도섬에 집중한다. 

한편，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엽의 경우는 도심과 부섬에서 크게 감소하며 중 

심도시의 외곽지역과 주변지역 중에서 도섬에 가까운 지역으로 선택적으로 집중 

하고 있다. 즉， 대도시권에서 중간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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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업종별 지역별 업무기능 입지변화 특징 

(명， %) 

지역구분 1986-1991 1991-1996 

업
 문
 

짧
 쁨 

폐
에
 
Ct 

158 , 028 ( 15.7) 

훤
디
 어
닙
 

보
 .
」

도


g。
닙
T
 

그
口
 
• 

정보서비스· 

조사·광고업 

기타사업 
서비스업 

주1) <표 3-6> , <표 3-7> , <표 3-8>으| 특별구부 합계치와 이 표의 중심도시 합계치가 

다른 경우는이 표에서는 톰계자료상으I <境界未定地城〉을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경계미정지역의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체적 경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다. 

2) CBn지역은 千代田區， 中央區， 港區， 부심은 新宿區， 시부야區， 豊島區률 나타낸다. 

(자료:總務廳統計局 훌業所統計調훌報告훌 各年度에 의거 연구자 작성) 

또한， 각 업종별 사업장 규모에서， 광공업기업과 정보서비스업 기업이 나 

머지 두 업종의 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크며 교외로 갈수록 커진다26) 여기 

서， FIRE산업의 경우， 금융기관과 보험업의 본사기능은 인원이 매우 크지만， 

각 시장에 퍼져 있는 보험업 부동산업의 소규모 영업소 등이 이 통계에 포 

함되어 있어서， 사업장당 평균인원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26) 이 결 과는 Coffey W. ]. Drolet R. and Polèse M.(996)의 캐 나다 토론토에 서 기 업 의 
입지동향에 관한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들의 결과에 따르면 토론토에서는 대규모기 

업일수록 도심지향적이며 소규모기업이 교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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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서비스업의 경우는 여타 업종보다 사업장당 인원이 적으며， 국지적 

시장 근접입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연히 대도시 지향적이다27) 

앞에서 살펴본대로， 1991-1996년동안 동경권에서 업무부문 종사자가 

553，754명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동경 23區部에서 146.657명이 증가하였다 

C<표 3-1> ). 이 업무부문 중에서， 동경도 23區部에서는 기타사업서비스업 부 

문만이 13만2천여명 증가하였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크게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C<표 3-14> )28). 여기서 기타사업서비스업과 나머지 업종간의 입지경향 

에는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업무부문 전체의 증감분에서 기타사업서비 

스업의 증감분을 제외한다면， 제조업기업의 업무부문， 금융 · 보험 · 부동산업，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업 등 이심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고차업무기능의 지 

리적 성장패턴을 보다 잘 나타내준다. 

이 결과를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대도시권 내에서 기 

타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고차업무기능의 성장과 감소의 공간적 유형이 명확 

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특징은 첫째， 업무기능의 성장지역과 감소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대도시권 전체에 몇 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다. 즉， 중심도시 

의 CBD지역과 경계부분의 변두리지역은 감소하며， CBD의 바로 외곽지역에 

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도심에서 교외의 중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축 

27) Illeris에 따르면 많은 부분의 서비스 부문에서 고객에 대한 인접성의 중요성은 변함 
이 없기 때문에， 중심지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서비스의 생산에서 생산자와 사용 

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 인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의 소비자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생산자서비스 중 비교적 유사한 서비스제품 

을 많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소매점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간단한 회계 감사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Illeris ， 1991). 

28) 여기서， 업무부문 전체의 통계와 <표 3-14>는 서로 다른 자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 
에， 상대적인 비교의 의미만을 갖는다. 즉， 업무부문은 전 산업 중에서 오피스기능(사 

무실， 영업소)을 의미하며，<표 3-14>는 전 산업 중에서 일부의 고차업무기능만을 추 
려서 집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평가하면， 앞의 <그림 3-3> , <그림 3-4>보다 

는 <표 3-14>가 고차업무기능의 입지성향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자 
의 경우， 소비자서비스 부문의 업무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구의 분포 및 기존의 
도시계층으로부터 보다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비해서， 제조업기업의 업무부문 등 

고차업무기능은 통제기능 및 다른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의 비중이 높 

아서， 기존의 도시 규모나 소비자의 분포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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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서 몇 개의 교외 업무중심지가 성장한다. 이로부터 업무기능이 도심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성장지 

구에 업무기능이 집적되며 그것이 교외의 주요 지점에 분산되는 공간적 형 

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둘째， 주변지역에서 성장의 축은 주로 고속열차 혹은 교외선 열차 노선을 

따르며， 23區部에서는 순환선인 山手線(야마노테선)을 따라 형성되고 있다. 

즉， 성장에서 열차교통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성장과 감소 경향에 일정한 공간적 규칙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한 

성장지구에 연접해서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감소지역을 지나서 교외의 성장 

지구가 형성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동경의 도심부와 부섬에 밀집되어 있던 

업무기능이 CBD외곽과 주변지역에 있는 몇 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분 

산，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도 성장지역의 외곽은 대체로 감 

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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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 10 20 Kilometers 

寶~: 홈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書， 原資料， 各年度

A 

Offbus 91-96 
「치 -38067 - -25001 
g검 -25000 - 0 
릎펴 1 - 4000 
톨톨 4000 - 10000 
.. 10001 - 35666 
仁그 No Data 

〈그림 3-11>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업무기능 종사자수 변화 (199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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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장지구와 감소지구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15>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업무기능의 성장과 감소지구 현황 

중심도시/주변 지구명 성장/감소지구 행정구역 특징 

전통적 CBn 감소 
千代田區， 中央區，

港區， 新宿區

북동외곽지구 ?I그t~끼L、-
훌tIIi區， 足立區，

飯째홈훌훌 

남서， 
?I그t~λL‘-

중심도시 남부외팍지구 
大田區， 世田各흉 

CBn 외측 
성장 

시부야區， 品川뚫， 
山手線

남서부지구 目黑區
(야마노테센) 

연변 
CBn 외측복， 

성장 
文京區， 台東區，

동부지구 江東區， 北區

幕張地區 성장 美힘區 
신개발 

오피A파크 

大’홈地區 성장 
大官市， 북관동의 중심지， 

浦和市，)1[口市 신칸센 정차지역 

多摩東部地區 성장 
調布市， 府中市， 중앙선， 케오선 

i鷹市 연변 

주변지역 多훌뉴타운地區 성장 
A王子市， 多摩市， 다마뉴타운지구/ 

BM훌市 케오선 연변 

川빼地區 성장 
川略區， 幸區，

中鳳區

mm21지구 성장 西區

港北지구 성장 港北區
港北뉴타운， 
新橫힘 

摩木지구 성장 홈木市， 훌훌홈市 

주) 주변에서 감소지구는 朝震市， 新座市(i奇王縣)， 海老名市， 아야세시(神奈川縣)， 立川市

(東京都) 등으로， 성장지구와 연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홉에 의거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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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2절 업무기능 이심화의 At회경돼적 뼈경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초까지 도섬에서 급성장하던 업무 

기능이 1990년대 이후 도심의 외곽과 주변지역으로 이섬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 정책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경제 

적 요인으로서는 동경의 세계도시화에 따른 고차 업무기능의 집중 경향， 당 

시 일본의 경기 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그리고 기업과 금융권에서의 자금 

조달 및 투자전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치 · 정책적 측면으로는 중앙정부 

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도입한 부 

동산개발 활성화전략을 선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 산업구조 개 

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공원 (office park) ’ 등의 업무지구를 개 

발， 업무기능 유치에 나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자체에 의한 새로운 

업무공원 조성은 도심의 고차 업무기능의 이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들이 혼잡하고 임대료가 비싼 도심으로부터 본사 등의 고차 업무기능이 나올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경제적 요인， 중앙정부의 부동산개발을 통한 내수 진작 정책， 지방자 

치단체의 부동산주도 오피스파크 개발전략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 

다. 

1. 경빼적 요인 

1) 경기변동고} 기업의 오피스 추요 변화 

일본에서는 1984년부터 199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약 4%에서 6%에 이르 

러， 선진국으로서는 고성장을 기록하였다(<그림 3-12> ). 그러다가 1992-1994 

년에 성장률 1% 미만의 불황국면에 접어들어， 95년과 96년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다가 1997년에는 1974년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6-1991년 사이에 동경권에서 사무직 종사자 수 

가 급증한 것은 이러한 경제성장에서 일정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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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도시의 경제성장에서 지식부문의 역할 증가가 업무부문 종사자의 증 

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4.V 

12. 0 

10.0 

8.0 

6.0 

4.0 

2.0 

0.0 

* 실선은 추세선임. 

자료: 日本經濟新聞社， 1998， r 日本經濟入門J , pp. 79 (1965-199끼 

〈그림 3-12> 일본의 실질경제성장율 추이(1965-199끼 

업무부문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도시에서 빌딩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다가 정보기술의 발전은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춘 빌딩을 요구 

하게 된다. 도심빌딩의 노후화는 이러한 요구를 첨예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 

들에게 큰 문제로 대두된다(뽑井良雄 外， 1998). 고차업무기능을 수용하는 빌 

딩은 첨단사무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기업 

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점점 입지， 주변환경， 건물의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특히， 뉴욕， 런던， 도쿄 등은 국제 금융서비스기능과 기업본사의 

입지로 인해 대형빌딩이 요구된다(Ball. 1994: 673-674).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새로운 입지대안을 찾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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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잉여자금 존재 

가.기업 

일본의 기업들은 1970년대 들어 저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중소 

기업과 지역경제는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대기업은 수출의 급속한 증가를 통 

해서 높은 이윤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성장률이 저하함으로써 

대기업의 경우에도 플랜트나 장비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로 제한되었다. 기업 

들은 그 결과 발생하는 막대한 잉여자금을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시작 

하였다(OizumÏ， 1994). 이로부터， “자본주의 경제는 원천적으로 과잉축적의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자본이 제2， 제 3차 순환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기의 해결을 시도한다”는 Harvey(1989)의 논의를 현실에서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업 이외 업종 기업의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는 두 가지 형태로 나 

타난다. 첫째는 지금까지 임대빌딩에서 업무활동을 하다가， 자사 빌딩을 소유 

하는 것이다. 둘째 빌딩 건설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직접 임대사업에 진출하 

는 경우이다. 제조업기업의 경우 본업이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은 사업분야의 

다각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부동산개발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 

인다(<표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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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기업 업종별 부동산사업분야 진출 상황 

기업본사에 의한 진출 자회사에 의한 진훌 

부동산 논l브 도 c득~t! 부동산 논’츠 도 ζ~ t! 부동산 논l브 도 c득~ t! 
임 대 개발관리 。t그| 대 개발관리 

식료품 O O O O O 
화합섬 O O O O O O 

AI그f 면 방 O O O O O 
TC3T 모 방 @ O O O 

기 타 O 
펄프·종이 O O O O 

무 기 O O 

화 
유 기 O O O O 
유 지 O O O O 

학 21 Q，I=동 I동그 O @ O 
기 타 O O 

석유정제 O O O O 
요 업 O O O O 
절 강 O O O O O O 
비철금속 O O O O 
금속제품 O O 
일반기계 O O O O 
전기기계 O O O 
정밀기계 O O 
자동차 O O O 
~ 선 O O O O @ O 
기타운송기 O O 
기타제조업 O O O O 
건 설 @ O @ O @ O 
상 사 O O O O O O 
-끼4‘- 매 O O O O O 
運 輪 O @ O O @ @ 
EC를그 신 @ @ @ 

전 려-， O @ @ 

가 끼‘ @ @ @ 

서비스 O @ O O O 
리 /‘ O O O O O O 
어 업 O O O O 
광 업 @ O O O O o I 

주1) @은 업종별로， 부동산사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수가 5할을 넘고 있는 

업종 

O은 업종별로， 부동산사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수가 1할율 넘고 있는 

업종 

주2) 업종분류는 일본은행의 주요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 의함 

(자료: 일본은행조사통계국 『調흉月報J r사업분야다각화정황에 대하여 J (金創忠

之， 1991: 31에서 재인용) 

- 95 -



나. 금융기관 

호황기 동안 기업은 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플랜트에 투자하였 

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기업에 잉여자금이 늘어났고， 주식발행， 전 

환본드， 보증본드 등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해져， 기업이 은행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로부터 금융기관， 특히 거대 

상업은행은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ibid). 

3) 대훌요겁의 왼화와 부통삼금융 맹장 

기업과 은행에 잉여자금이 생김과 동시에 금리가 인하되었다. 1985년 G5 

Plaza 이후 엔이 달러에 비해서 인정을 받게 되자 일본은행은 1987~1988년 

에 걸쳐서 국내 총화 공급을 10% 증가시켰으며 할인율을 5%에서 2.5%로 

낮추고， 이자율도 낮추었다. 이 잉여자금이 주식시장과 토지투기로 몰려들었 

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기업의 자본축적은 토지와 금융자산의 보유와 

거래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금융기관이 급성장을 하였으며 해외 

에 거액의 투자를 하게된다(ibid).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후반에 비단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나타났다(Ball ， 1994; Guy and 

Harris, 1997). 

그러던 1989년 말 일본은행이 부동산시장과 지가 앙등에 제동을 걸기 위 

해서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하고 공식 할인율을 인상하였다. 1990년 9월까지 

할인율을 6%로 끌어 올렸다. 1990년 4월에 재무성이 금융기관의 부동산회사 

에 대한 대부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엔， 주식， 본드가 일거에 하 

락하였고， 이것이 토지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로부터 부동산회사의 도산 

이 줄을 이었으며， 금융기관은 빚 받을 일에 고심하였다(Oizumi ， 앞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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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책쩍 요인 

1) LH추확대 정잭으로서의 도시개발 및 밍훌끓정책 

1980년대 들어서 국제무역마찰과 국내경제의 저성장 환경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내수확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1983년에 무 

역마찰해소를 위한 내수확대를 위한 종합경제대책( I앞으로의 경제대책에 대 

하여(今後σ)經濟對策 l二 ?μτ) J )을 결정하였다. 이로서 도시재개발이 민간활 

력 도입을 위한 유력한 대상이 되었으며， 정부를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 개 

편을 향한 움직임이 급속히 형성되었다. 1983년 3월 建設省、이 수상의 지시를 

받아 民活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 「都市對策委員會」 를 구성하였으며， 

JAPIC(일본프로젝트산업협의회) 아래에 각종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유 

지 불하에 의한 민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메村敬志， 1994). 

또한 1986년의 前川(마에가와)리포트 1987년의 선前川리포트를 통해서 규 

제완화를 통해서 개발을 촉진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되어 있다. 

- 시가화구역 내의 농지를 택지로 전환 

- 용적율 제한을 수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오피스를 공급 

- 공장적지 등의 저 · 미이용지를 택지로 전환 

- 토지신탁， 차지 방식 등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방식 활용 

또한 민간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개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법률로는 민활법29) ， 다 

극분산법3이， 도시재개발법31)의 세 종류가 있다. 이러한 민활촉진시책의 특징 

은 제3섹터에만 자금지원과 세제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東京市政調 

養會昭究部， 1989: 126-127). 이 세 가지 법에 의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다 

29) r민간사업자의 능력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에 관한 임시조치법 J , 1986년 5월 
30일 법률 제 77호 

30) r多極分散型國士形成f足進法J 1988년 6월 14일 법 률 제83호 

31) r민간도시개발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J 1987년 6월2일 법률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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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 3-17>에 나타내었다. 

〈표 3-17> 민활촉진법의 지원조치 

써형 「민활법」 「다극분산법」 「도시개발법」 

민간능력활용특정시설긴급정비보조 

보조금 
二n=L

각연도사업비의 5%보조， 그 중 국가 

2/3, 지자체 1/3 

NTT무이자대부(C타입) 

대상: 특정시설， 제3섹터 NTT무이자대 

대부액· 사업비의 50% 이내 (3대도시 부(C타입) NTT무이자대부 (A타 

권， 근교정비구역， 37.5%, 기성시가 대상: 중핵적 민 입) 

지 25%) 간시설， 제3섹터 대상: 도시지역 시설 

흩융자 
상환기간: 15년 이내 일본개발은행의 사업， 토지구획정리사 

일본개발은행의 출융자 출융자 업， 제3섹터 

융자: 공사비의 50% 정도 대상: 제3섹터등 대부액. 보조， 부담액 

상환기한: 25년 이내 중핵시설， 기반 상환기간: 20년 이내 

출자: 대상사업자제3섹터 시설의 정비사 민간협조융자알선 

산업기반정비기금에 의한 채무보증 업 

특정시설 1호， 5호 시설 

특정시설-건설 

사업비 5억엔 

특별상각(첫 해 20%) 이상 

특별토지보유세， 사업소세(이상 모든 중핵적민간시설 

서l 저l 특정시설 대상) , 부동산취득세， 고정 -특별상각(첫해 

자산세(이상 일정한 특성시설 대상) 10%), 특별토지 

의 비과세 보유세， 사업소 

세의 비과세， 경 

감조치 

지방채 확보 

공설민영의 걷 :xr 

기타 
핵적시설의 ;져。 

비사업-지역총 

합정비사업체 

땐갚 
(자료: 일본개발은행，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국토청， 통산성자료로부터 작성; 市政調훌昭究 

會ijf 究部， 1989, 125에 서 재 인 용) 

이상에서 정부의 민간자본을 도입한 도시개발 정책이 당시의 부동산 붐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개발정책에는 각각 다른 

- 98 -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주체들이 개입되어 있다. 메村敬志、는 이 각 행 

위주체들의 입장을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정당의 넷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국가는 행재정개혁의 과정에서 제시된 「공공사업에 의한 민간활력의 도 

입」 과 무역마찰에 의한 내수확대라는 서로 다른 요청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으로서 

도시개발에 주목하였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정세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동경은 「세계도시화」 라는 방향에서 도시적 의미를 재정의하 

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도시기능 확충을 주요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에서는 여러 업종에 걸쳐서 「도시 j 가 중요한 비즈니스 챈스의 장 

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업태를 재구축해야 하는 기업은， 종래의 

기술적 축적을 살려서 도시개발부문에 편승하는 케이스가 늘어났다. 또한 지가가 폭등 

함으로써 도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도시개발 • 부동산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가 늘어났다. 그리고 「차이의 소비」 의 경향이 강해진 가운데 소비를 환기하는 장치 

로서 도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전 업종에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집권당과 그 정치가는 「도시」 를 무대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기업을 교묘 

하게 결합시켜서 각각의 이해 실현에 도움을 줌요로써， 자신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권 

의 확대를 꾀하려고 했다. 국제화， 정보화가 밀접히 결합된 도시라는 정치영역은 지금 

까지 개척되지 않은 영역으로， 부처간 기업간의 경쟁도 치열해져서 조정역으로서 정치 

가의 개입 폭이 컸던 것이다(메村敬志， 1994: 138-139). 

즉， 이 시기 도시구조 변화에는 이 네 행위주체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나 

오는 행위원리가 개입되며 4자의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그 방향이 결정된 

다. 

2) 국토청의 ‘추도권 콩근t구조 개편접략I 

국가의 교외 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지원은 업무핵도시 구상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 이 업무핵도시 구상은 제4차전국종합개발계획(第四全總)의 주요 

과제의 하나인 “多極分散型國土”의 형성을 위한 동경권 정비 방침의 일환인 

首都團改造計劃(1985)에 의거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동경권에서는 동경도 

23區部를 중심으로 한 각종 업무기능의 집중에 따라서 토지문제， 주택문제， 

통근의 거리가 멀어지는 등 대도시 문제의 해결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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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동경도 구부에 대한 심각한 의존성을 시정하고， 

복수의 자립적이고 광범위한 지역(自立都市園)으로 이루어진 균형잡힌 구조 

로 개선함에 의해서 직주가 근접한 종합적 거주환경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자립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 동경도 23구부에서 

제 기능의 집적으로 인한 흡인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경권 내에 일정한 도 

시를 업무기능을 비롯한 제기능 집적의 핵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 정 

비 한다는 것 이 다(댔京市政調흙會빠究部， 1989: 37). 

이러한 방안에 따라서 지정된 업무핵도시는 아래 <표 3-18>과 같다. 

〈표 3-18> 동경권 업무핵도시 지정현황 

권역 범위 업무핵도시 부차핵도시 

東京中心部 대략 동경도 23구부 

多摩엽立都市團 대략 3多摩지역 
立川市

휩-梅市 
/\王子市

神奈川自立都市團 대략 神奈川縣지역 
橫、땅-市 

l享木市
川 rt倚市

博玉自立都市團 대략倚玉縣地域 
大宮市

熊션市 
浦和市

千葉自立都市團 千葉縣地域 千葉市
成田市

木更律市

횟城南部自立都市團 太略꽃城縣南部地域 
土浦市

J"}L波짧究學院都市 

(자료: 國都廳、 『昭和63年』 大都市園m整備 I pp.212) 

그러나 실제로 주요 업무지구， 대형빌딩의 건설의 주도권은 중앙정부 보 

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추진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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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짜ÄI 단빼의 산업구조 재펀전략에 따른 오피스 

액 교왜확때 

:i! =:l 
O t:l 

이상과 같은 정책적-경제적 배경 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차 • 첨단 

업무기능을 동경으로부터 유치하거나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 자립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골자는 오피스빌딩 및 쇼핑센터， 컨벤션센 

터， 주택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국제화， 정보화， 서비스화 경향 속에서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부동산개 

발 주도의 ‘장소마케팅전략， (유우익， 1995; Keams &Philo, 1993; Knox, 1991) 

이다. 이하에서는 동경권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주요 개발프로 

젝트 중에서 3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동경도의 「臨海副都心J , 橫、따市 

의 [""" rnm21 J , 千葉(치바)縣의 「幕張(마쿠하리)新都心」 개발， 그리고 최근 

업무기능 성장지구로 꼽히는 川뼈(가와사키)市의 개발사례 중 ‘솔리스스퀘어 

빌딩’ 개발의 진행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업무기능의 입지변화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교외의 주요 업무지구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본다32) 이 분석 

에는 Healey의 개발과정 분석모델을 원용한다33) 

32) 이 분석은 각 개발담당조직(東京都， 橫끊市 도시계획국， (주)미나토미라이 21 ， 동경도 
도시계획국， 치바켄 기업청， 川 tl倚시청. 메이지제과 개발실) 등에 대한 면담조사결과와 

다음 자료에 의거함. 1. (주)미나토미라0121 ， 1997, 미나토미라이21 infonnation 2. 
Public Enterprises Agency(치 바켄 기 업 청 ), 1997. 4, Makuhari Shintoshin 3. 千葉縣，
1991, 千葉業務核都市 基本構想 4. 橫판市廳、， 1997, 港北二 그 - 갖 rJ ν 建設事業σ)擺要(항 

북뉴타운 건설사업의 개요) 5. 國土廳太都市團整備局， 1988, 東京大都市園σ)均衝tb~ 發
展춘 目指 Lτ(首都改造計劃)- -極依存構造 1=代h~ 多核多團域型σ)地域構造σ)形成 1=1可

Itτ 

33) Healey는 개발과정 분석의 모벨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모델은 첫째， 개발과정 전체 
에 관한 기술 및 이해， 둘째， 개발과정에 관여한 주체의 분석(주체간의 생산과 소비， 

권력관계 분석) , 셋째， 행위자의 전략과 이해관계 분석(행위자의 관계망에 중점)， 넷째， 
경험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 분석(지배적 생산 

양식， 조절양식， 사회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표현되는 사회적 관계와 개발간의 연관성 

분석) 등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Healey ， 1992: 36-38). 한편， Ball도 이와 유사한 맥 
락에서 개발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개발에 얽힌 사회적 관계 즉 ‘건물공급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Ball ， 198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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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의 목적과 시콩감적 특성 

가. 개발의 목적 

동경도 臨海副都心은 지금까지는 동경집중을 막기 위해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세계도시 동경」 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도 

시기능을 갖추기 위한 개발전략의 중핵사업이었다((lfJ村敬志 1994: 

Machimura, 1992). 

〈표 3-19> 주요 업무지구 개발목적과 시공간적 특성 

개발목적 경과 부지특성 

1987: 기본구상 

臨海룹U都IU‘ 세계도시 동경의 1990- : 토지조성 및 기반시설정비 * 매립， 항만부지 
(동경도) 다중섬화 1992- 국제전시장 및 임대빌딩 건 * 해변 

설착수 

*三쫓중공업조선소 
1965: 구상발안 이 전결정 (980) 
1981: 기본계획 * 매 립 0984- ) 

mm21 
자립성강화 및 업 1987-1991: 橫판국립평화회의장 건립 *기타 항만， 철도부 

(橫힘市) 
무기능 유치를 통 

1990-1993: 랜드마크타워 건 립 지 
한 국제도시화 

1993: 권즈스퀘어 건설업체 등록 * 토지구획정리사 
1997: 권즈스퀘어 설립 업 0989- ) 

* 해변 
1973: 주택도시건설용도로 매립시작 
1978: 나리타공항 개항 

경제구조강화 n;x1; 1983: 일부를 업무지구로 전환결정 
幕張新都心

국제교류의장 혀。 1987-89: 幕張메세 준공 * 전부 매립 
(千葉市)

성 1987.3: 토지분양시작 * 해변 

1987-90: 테 크노가든 준공 

1989-91: 월드비즈니스가든 준공 

솔리드 
산업구조개편 1984: 川 d倚테크노피아개발 * 明治제과의 효콜 

〈퀘어 
제조업-->고차업 1987: 리쿠르트사건 발발 

그넷~ ~ ~% 二-t5- ^J4 님-
(川蘭市)

무기능/ 공해지역 1989: 明治제과공장 폐쇄 
지 

이미지 불식 1992: 솔리드스례어 착공 
(자료: 각 프로젝트의 개발관련 자료 및 면담조사에 의거 연구자 작성) 

이로서 「세계화」 는 그 자체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지만， 

그를 배경으로 해서 구조개편전략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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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 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동경도 주변3현 등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동경에 고급직장을 독점 

당하여 동경에 의존적이라는 측면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또한 국제화 • 정보 

화 · 서비스화 시대에 대비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의 자립화를 

이루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한다. 橫파(요코하마)市가 

주관하고 있는 ' mm21J 지구는 橫판(요코하마)市의 동경에 대한 경제적 자 

립화34)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千葉(치바)縣이 추진하고 

있는 「幕張(마쿠하리)新都心」 은 지역경제구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서 설정되고 있다. 千葉(치바)縣은 1973년 8월에 幕張(마쿠하리)地區매 

립공사를 착공하였다. 당시만해도 매립지는 계획인구 9만5천명의 주택도시를 

건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京葉임해지대의 도시화 진전과 발맞 

추어서 신동경국제공항(成田空港)의 개항(1978) ， 東關東自動車道路， 東京灣뿜 

道路， 東京灣橫斷道路등 기간교통체계의 정비와 함께， 업무기능이 집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화하였으므로 주택지 일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여 업무지 

구로서 건설을 도모한 것이다(千葉縣企業廳， 1996, 208). 

한편 일본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川|倚(가와사키)市의 「가와사키테크노피 

아」 지구 내의 「솔리드스례어빌딩」 은 공업도시， 공해도시라는 기존의 이미 

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환경의 첨단산업지구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도 

시산업 및 공간구조 개편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나. 개발의 시콩감적 특성 

CD 시2t적 륙성 

네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지역적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태동되었 

으나， 계획이 구체화되고 추진된 것은 모두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개발주 

34) 이 점에 대해서는 橫파市에서 매우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r mm21 J 지 
구에 주간인구 19만인， 거주인구 1만인의 업무 및 생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동경으로 
유출되고 있는 주간인구 약38만인 중 반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며， 나머지 반은 「港北

뉴타운」 에서 흡수한다는 것이다(橫핀市 都市計劃局， 면담조사， 1997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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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의지 및 전략과 이 전략이 실현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橫판(요코하마)市의 r mm21 J 프로젝트는 이미 1960년대에 현재와 유사한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진행이 늦어져 1981년에야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그 중요한 계기는 이 지구의 부지 중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미츠 

비시(三쫓)조선소의 이전결정이다35)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1980년대 

중반의 개발붐이 결합되어 이 지역의 개발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서 동경도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 동경이 국제금융센터로 부 

상함에 따라서 1987년 I臨海副都心개발 기본구상을 내놓게 되었다. 이 점에서 

동경도의 개발은 다분히 경제활동의 지구화에 대한 지방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각 개발에서 개별빌딩 및 시설물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에 따라서 

입주기업의 성격， 입주율， 개발의 진척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매우 유사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진 「幕張(마쿠하리)新都心」 과 

r mm21 J 간의 차이에서 잘 알 수 있다. 

幕張(마쿠하리)新都心에서는 1987년 3월에 민간기업에게 대해 빌딩건축용 

토지 불하를 시작하였고 1990년과 1991년에는 두 개의 대형 임대빌딩을 완 

공하였다. 당시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던 시기이어서， 임대빌딩은 

100% 임대 혹은 분양되었으며， 건축용 토지의 경우는 불하예정필지 수의 수 

십배의 기업이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최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확대지구」 

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확대지구의 토지 불하시에도 150여 기업이 응찰하여， 

千葉(치바)縣측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개발의 규제기준(guide line)을 

설정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본사기능이나 첨단 업무개발기능 

입주를 조건으로 토지를· 불하하였다36)( 입주기업 및 千葉縣 면담조사， 1997년 

35) 三쫓(미츠비시)重工業측에서는 조선소 이전에 반대하였으나 橫많(요코하마)市의 설득 
과 이전에 따른 보상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橫팎市는 조선소이전과 결부시켜 미츠비시 

측에서 지구 개발에 지권자로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장소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다. 
즉， 미츠비시지소의 랜드마크타워 건설과 미츠비시중공업 본사빌딩 건축 등을 적극 유 
도하였다. 여기서 mm21의 건설과 장소 판촉에서 橫파~m의 전략과 역할이 매우 중요 
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4 -



7월; 1998년 6월). 이로서 「幕張(마쿠하리)新都心」 에는 일본 유수의 초국적 

기업과 외국기업 등 우량기업들의 본사， 연구개발기능 등이 대거 입주하여 

일시에 국제적 첨단 업무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비해서 「臨海副都心」 에서는 1992년 이후에 빌딩건설에 착수하였으 

며 í mm21 J 에서는 1993년에 비로소 미츠비시지소의 랜드마크타워 (73층)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이 이후에 불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경기가 하강하였고，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개발의 진행속 

도가 예정보다 지연되었다. 

@ 콩근i적 특성 

이 네 개의 업무지구 중 세 곳은 바다에 연접해 있는 ‘친자연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 특징 이 다 í臨海副都心」 은 주로 항구 및 창고로 사용 

되던 지역으로 전체가 매립된 토지이다 í mm21 J 지구는 조선소(三쫓重工 

業) , 철도부지， 항만부지에 일부를 매립하여 확장한 부지이며(<사진 3-1> ), 

「幕張(마쿠하리)新都心」 은 전체가 매립지구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3-2> ). 

「솔리드스퀘어」 는 공장부지에 조성되었다(<사진 3-3> ). 

36) 확대지구의 토지 불하는 완료되고 신역건설 예정지구가 계획되어 있지만， 거품경제의 
붕괴로 현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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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주)mm21 홍보자료) 

<사진 3-1> mm21 지구의 부지 전경 
-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의 좌측편은 高島(다카시마)야드 및 高島부두지구이며， 중앙 

과 우측부분이 三姜重工業조선소 부지이며， 중앙부의 해변 쪽이 매립지이다. 

(사진출처: 千葉縣 企業廳 제공) 

<사진 3-2> 매립에 의해서 조성된 幕張新都心 건설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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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메이지 제과 제공) 

<사진 3-3> )11 빠市의 솔리드스퀘어빌딩 부지인 明治제과 공장 전경 

.... : I 

삐” 

- 1925년에 건축， 1945년 공습으로 전소되어 재건축한 건물로 과자， 페니실린 등의 의약품， 효 

콜렛 등을 제조해 왔다. 1989년에 여타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완료， 폐쇄하였다. 

즉， 새로운 대형 업무지구는 대도시 인큰 바닷가의 항구나 기타 조방적으 

로 이용되던 지구 혹은 공업도시의 공장부지에 건설됨으로써， 기존의 도시공 

간구조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런던의 도클랜드，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 등도 이러한 해변 혹은 강변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개발의 형태를 전망하게 해준다. 이러한 경향 

은 환경이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2) 개발주체의 구성과 조직적 특성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와 국가적 재정위기， 그리고 도시간 경쟁의 가속 

화 등 지구적 변화는 지방(locality)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해서， 지방정치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즉 지리적 이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자본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으며， 그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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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Fainstein， 1990). 성장 

지원， 소비자의 주머니속에 들어 

일어났으며， 도시들은 공간의 생산에서 

운 공간의 생산이 지방정치의 

유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시간 경쟁이 

。

-
E

돈
 

는
 

이
샤
 이
「
 

여
「
 

지
 

산업의 

둘러싼 E 까‘ 1:-1 
=누T/ö 

과 자산을 강조하고 활용한다. 

형 태가 성 장연합37)(growth coalition), 

전통적인 

조직적 개발의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이것을 Harvey(1989) 는 민 관합동(public-private partnership) 이 다. 

기업가주의 

( entrprenialism)적 정부로의 이행으로 본다. 도시정부가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도시재생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즉， 민관합동방식은 성장연합의 구체적 제 

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Molotch， 1976). 민관합동은 도시개발공사38) ， 경제개 

발공사， 지역개발공사와 같은 비영리를 표방하는 준공공조직의 결성， 그리고 

지방정부와 개별자본 등의 공식적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정병순， 1995). 

정부로부터 관 리 주의 (managerialism) 적 복지국가의 케인지언 

이 시기 주요 개발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본 절에서 사례중 세 개 

의 ‘업무공원’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 시행주체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긴밀 

하게 「제3섹터」 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민간의 자본과 창조력을 끌어내어 부동산 개발을 

「제3섹터」 에 의한 개발사업을 집중 지원했다는 점으로부 

「민관합동」 조직과 여러 개의 

표 3-20> ). 이 것은 

촉진하기 위해서 

결합된 

터도 기인한다(<표 3-16>참조) . 

그리고 부동산 개발산업 이외의 각종 민간자본이 이러한 개발산업에 참가 

잘 나타내준다. 또한， 

추진함으로써 오는 위 

등과의 마찰을 해소 

함으로써，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제3섹터」 방식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의 조직이 

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하는 완충적 역 할도 담당하고 있다. 

점을 

37)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Molotch (1976)에 따르면 성장연합이란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 
도 성장을 추구하는 영향력 있는 행위자의 집단”이다. 

38)영국의 도시개발공사는 12군데에 세워졌다. 1981 1건 Liverpool과 London Docklands에 
2군데가 처음 생기고， 뒤이어서 Tyneside, Menchester, Glasgow등에 세워졌다. 이 조 
직의 위원회는 대부분 지방의 사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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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주요 업무지구 개발주체의 조직적 특성 

최고조정기구 부분적 시설 건설 특징 

제3섹터· 

임해부도심개발·동경고론 (주)동경텔레포트센터 지자체 중심 

臨홉훌副都IÖ 티어추진회의(지사， 부지 동경임해신교통(주) 각 시설건설 

(東京都) 사， 관계국장: 동경도 중 동경임해부도심건설(주) 에 제3섹터 

λ~) 동경도와 민간기업(금융기관， 참여 

통신사업， 건설회사 등의 합작) 

(주)橫파미 나토미 라이 21 제3섹터: 

mm21 (橫파市， 빼奈川原， 기타공 각종 시설물 건설， 관리 
제3섹터 중심 

(橫향市) 공기업， 현지의 경제계 등 (주) 橫판平和會義場 등 

이 출자) 민간: 미츠비시지소 등 

제3섹터: (주)일본컨벤션센터 
지자체 중심-

幕張新都心 千葉縣 기업청 (현， 시， 일본개발은행， 공공 및 
각기업과 제3 

(千葉市) 민간기업 8단체 96사) 
섹터 구성 

민간: 각종 빌딩 건설 

솔리드 
민간: 메이지제과와 다이이치생 

스퀘어 가와사키시·조정 
명의 콘소시움 

민간기업중심 

(川빼市) 

(자료: 각 프로젝트의 개발관련 자료 및 면담조사에 의거 연구자 작성) 

3) 고차업무기놓 휴l:1를 뀌E1 장소마커|탱 접략: 장소의 상정호}-콩원화 

가. 장소마커|팅의 개념 

장소마케팅이란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제한된 특정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다양한 방식 

의 노력이다(유우익 1995: 28; Philo and Keams. 1993). 장소마케팅은 단순 

히 장소에 대한 판촉과 광고를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장소를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개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CHolcomb， 1993). Knox는 장 

소마케팅이 출현하는 배경으로 상위 고소득집단의 출현에 의한 가치， 기호， 

생활양식， 수요의 차별화를 들고 있다. 이로서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사회적 미학， 즉 포스트모더니즘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도시경 

제의 성패는 업무기능의 확장과 첨단산업， 고급 소비자서비스에 좌우된다. 

따라서 많은 도시들은 중심업무지구， 전문화된 상가와 음식점， 호텔， 고급아 

파트， 초국적 본사 등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현대 도시경관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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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이 된다(Knox， 1991), 많은 도시정부가 기존의 공업적 토지이용 

혹은 비조방적 토지이용을 업무 · 상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인근의 도시들 

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 

나. 장소마커|탱 접략의 특성 

각 프로젝트의 시행주체들은 지역의 국제화， 정보화， 첨단화의 기치를 내 

걸고 그에 걸맞는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 방식으로는 장소의 물리적 경관으로부터 상징화， 초기에 입주하 

는 기업의 명성 및 이미지로부터 상징화 시설물이 가지는 기능으로부터의 

상징화를 들 수 있다. 

CD 롤러적 경관의 」앙정호} 

이 전략은 건물의 디자인과 규모 그리고 지구 전체의 스카이라인 및 조 

경 등을 면밀하게 계획하여 장소의 매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橫땅(요코하마) 

市의 mm21지구에서는 당시 일본 최대의 부동산개발회사인 미츠비시지소가 

일본최고층 빌딩인 랜드마크타워 (73층)를 건설하도록 해서 그 장소의 ‘상정’ 

으로 삼았으며， 장소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에 역동적인 지역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사진 3-4>) , 

한편， 幕張(마쿠하리)新都心에서는 건물 각각에 대한 엄격한 건축 규제 기 

준을 정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川 l倚市의 솔리드스례어 빌딩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지역 속에 일부의 부지를 전환해서 대형빌딩을 건설한 

것으로， 주변 경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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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주)mm21 제공 홍보물) 

<사진 3-4> mm21지구의 계획된 스카이라인과 고층빌딩 ‘랜드마크 타워’ 

- 제일 좌측의 높은 건물이 ‘랜드마크타워’이며， 그 중간의 세 동이 뭔즈스퀘어 A, 8, C동이다. 

제일 우측의 반달형 고층빌딩은 호텔이고 그 우측으로 컨벤션센터와 전시장이 있다. 

(사진출처: 千葉縣 企業廳 제공 홍보물) 

<사진 3-5> 幕張新都心지구의 계획된 건축물 디자인과 배치에 따라 형성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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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川빠市의 솔리드스퀘어 빌딩의 웅장한 모습과 도시바 공장의 대조적 모습(1998.3) 

- 유명한 공해도시의 공장지대에 첨단의 업무용빌딩이 들어서 있다. 후면의 두 개 동으로 이루 

어진 고층빌딩이 솔리드스퀘어 빌딩이고， 그 앞의 낮은 건물이 도시바의 공장이다. 

@ 장소의 이뱀트화-콩월호} 

과거에는 공장지역으로 혹은 동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장소에 고차업무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 동경권 

교외의 대형 ‘업무공원’ 건설에서 채택된 중요한 전략은 대형의 행사시설과 

위락공간， 공원(<사진 3-7>)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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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幕張新都心의 빌딩지구 내에 조성된 휴식공간(1998.6) 

이 전략을 채택해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전형적인 업무공원이 뚫張(마쿠 

하리)新都心이다. 이 곳의 부지는 처음에는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매립을 시 

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허허별판으로 동경도심에서 

떨어져 있으며 발전의 중심축에서 비켜나 있는 이곳에 터 

약 30여 킬로미 

국제적 엽 o .::z.. λ 
기-걷)/ö 

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1978년 

나리타 공항이 열었으며， 1980년대 들어와 경엽선 철도 건설이 추진되 

었다는 하부구조의 개선， 그리고 지구경제의 성립에 따른 동경의 변화， 지자 

체의 서비스， 국제， 정보 기능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 등이 제 

기되어 국제 업무공원으로서 개발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계획을 추진하던 

지자체 내부에서도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실행되었다39) 

업무공원 건설의 첫 번째 작업이 국제회의장과 전시장인 幕張(마쿠하리) 

한편， 이보다 늦게 계획이 이루어진 동경도의 臨메세를 건립하는 일이었다. 

39) 千葉縣企業廳 면담조사(1998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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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넓U都心이나 계획은 오래 되었으나 착공이 늦어진 橫파(요코하마)市의 

mm21지구에서도 국제회의장과 전시장을 건립하여， 세 지역 간에 전시와 국 

제회의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mm21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랜드마크타워에 쇼핑몰과 전망대를 설치하여 쇼핑 및 위락공간으로서 

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합張(마쿠하리)메세의 경우 1989년도에 개장하여 1997년까지 약 5천2백여 

만명， mm21지구의 ↑黃파(요코하마)퍼시피코의 경우 1993년도에 개장하여 이 

때까지 약 1천2백여만명이 이용하였다(<표 3-21> ). 

〈표 3-21> 幕張메세와 퍼시피코橫핏(mm21 지구)의 사용자 현황 

(단위: 인) 

幕張메세 퍼시피코橫힘 

1989 3, 898 , 000 -
1990 7 , 431. 000 -
1991 7, 085 , 000 624 , 000 

1992 4 , 728 , 000 1. 568 , 000 

1993 6 , 483 , 000 1. 297 , 000 

1994 5, 860 , 000 1, 853 , 000 

1995 6, 024 , 000 1. 829 , 000 

1996 5, 055 , 000 2 , 534 , 000 

1997 6, 261. 000 2, 375 , 241 

총계 52 , 825 , 000 12 , 080 , 241 

(자료珠)일본컨벤션센터， 내부자료珠)橫꿇國際平和賣議揚， 내부자료) 

또 mm21의 랜드마크타워의 경우 1993년 7월에 개장하여 4년이 채 못된 

1997년 4월 1일에 총 방문자수가 1억인을 돌파하였다. 또한 방문자의 거주지 

분포(<표 3-22> )를 보면， 반 정도가 神奈川縣 이외의 지역이며， 방문자의 약 

30%-40%가 실제 상품윤 구매하고 있어서(<표 3 • 23>) 광역의 배후지를 가 

진 상업 · 위락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머지 

60-70%의 방문객은 상품의 구매보다는 위락 관광을 위해서 이 곳을 방문하 

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지역이 과거와는 다른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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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랜드마크타워 방문자의 거주지 분포 

(단위:%) 

1993년 11월 조사 1996년 4월 조사 

橫힘市 37.0 46.2 
神奈

川騎市 4.7 57.6 5.3 66.5 
川縣

이외지역 15.9 15.0 

동경도 19.3 15.1 

千葉·塊玉縣 8.7 42.5 7.7 33.5 

기타 14.5 10.7 
」

(자료珠) 미츠비시地所 橫꿇사업소 내부자료) 

〈표 3-23> 방문자의 방문목적 

시기 

1993 

을
=
 
-

매
 -
껴
 

뭔
 
-E 명

 -

1996 44.7x 

(자료珠)미츠비시지소 내부자료) 

이상에서 보았듯이 교외의 ‘업무공원(office park)’은 단순히 업무지구로서 

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와 상업 · 위락 및 휴식활동의 중심지로서 기획되었다. 

mm21지구의 경우 일본최고층빌딩 랜드마크타워의 상징성 그리고 미츠비시 

지소라는 개발업자 가지고 있는 신뢰성과 권위 탈현대적인 상품과 쇼핑공간 

의 디자인과 배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휴식공간， 국제회의장 및 전시장의 

존재가 이 지역을 일거에 수도권에서 관광의 명소로 만들었다(日本經濟新聞， 

1995. 11월 11 일자) . 이러한 지역의 상징화 이벤트화는 단지 이를 통한 수입 

의 증가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 업무기능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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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기업본사 휴l:1훌 퉁한 상정호} 

千葉縣은 幕張(마쿠하리)新都心의 토지불하를 신청한 기업 들 중 일본 

IBM, 동경해상화재， 샤프， 후지츠 등 일본의 대표적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불하기업을 선정하였다. 현에서는 기업들에게 본사기능 혹은 연구개발기능을 

이전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대빌딩에 대해서 외국기업 유 

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mm21지역에서도 본사기능 유치를 위해 

서 橫판(요코하마)市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영국 도클랜드를 개발한 디벨로퍼 Olympia and Y ork 

Canary Wharf Limited의 장소판촉전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Daniels P.W. 

and ]. M. Bobe에 따르면， “개발업자 O&Y는 오피스빌딩의 형태와 기능의 

질， 그리고 이미지 제고에 마케팅의 강조점을 두었다.O&Y는 Arnerican 

Express와 같은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Canary Wharf에 선뢰성을 높이는데 

온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이들을 따라서 이전할 수 있 

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에게 무료 입주기간의 설정 등의 방식으 

로 지원하였다(Daniels P.W. and ]. M. Bobe, 1993: 546-548). 

4. 부동산시장 변화현황 

1) 11역별 콩급량의 변화 

위에서 살펴본 제반 요인에 따라서 오피스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에 따라서 오피스 물량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 

라 대형의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공급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경도의 경우 1986년에 착공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도 

에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13>). 1992 

년 이후에는 착공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大版의 경우， 1987년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동경권에서 주변지역의 경우， 千葉縣에서 1990년에， 神奈川(가나가와)縣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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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88년 -1991년 사이에 착공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경 

도 23區部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극심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 

징이다. 千葉縣에서 1990년도에 공급량이 많아진 것은 주로 幕張(마쿠하리)신 

도심 건설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6.000.000 

영방미터 

5.000.000 

‘ .. “ 

‘ 1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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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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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지구시부계 

-융-사이타마 
_ ...... 치바 

- .• --가나가와 
.. + ... 오오사카 

I 

‘ ‘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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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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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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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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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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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000 

1985 86 ’ 87 '88 '89 '90 '91 ’ 92 '93 ‘ 94 '95 

자료:建設物價調훌會， 建樂統計年報 各年度

〈그림 3-13> 오피스 착공면적의 지역벌 현황(1985-1996) 

<그림 3-12>와 <그림 3-13>을 비교해볼 때 동경도 23區部， 大8反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경기순환 독선과 오피스 착공 곡선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약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 

도가 동경이나 大版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덜하다. 

2) 11가I 일대릎 및 콩힐옳 변호} 

똥경권에서 가장 가파르게 지가가 상승한 것은 대체로 1986-1988년 사이 

이다C<표 3-24> ). 동경 도섬부와 多摩地域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동경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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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먼저 지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1-2년 늦게 그 영 

향이 나타나고 있다. 1992년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하락 동경도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표 3-24> 동경권의 상업지 공시가격 누적변동율 추01 (1983년=100) 

19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東/T!-都 108.4 120.1 143.6 251.2 앓3.4 340.7 싫6.5 348.6 320.7 경0.5 193.9 158.0 128.3 110.7 

都心部 115.1 140.5 192.3 경0.3 373.2 369.5 377.6 379.1 348.0 268.7 193.5 147.3 110.0 91. 2 

多l華地域 104.2 109.1 117.7 198.7 360.1 357.9 360.4 362.6 347.7 282.7 230.7 200.9 172.8 155.7 

倚玉縣 101. 5 104.7 108.7 120.7 215.1 경6.1 260.0 290.7 279.0 235.0 201. 8 179.4 154.8 138.3 

千葉縣 101. 6 103.2 107.7 132.2 μ8.2 296.8 360.6 419.4 368.6 300.4 254.2 216.3 177.6 150.9 

神奈川縣 102.7 107.1 116.1 148.9 283.7 281.5 286.2 294.5 284.8 243.5 212.6 189.0 162.9 143.0 

太t反團 103.9 109.1 116.7 132.1 181.3 245.8 359.7 388.8 313.0 237.2 191. 9 162.5 136.9 123.3 

全國平均 103.5 107.4 112.9 128.0 156.1 172.2 200.9 226.8 217.8 192.9 171.1 154.0 138.9 128.1 

주1) 국토청에서 발표한 공시지가(각년도 1 월 1 일 기점)에 의거 

2) 都心部: 千代田區， 中央區， 港區， 新宿區、 文京區， 臺東區、 海씀區， 豊島區(이 지역은 
1980년 대 후반에 사무직 종사자가 급증한 곳) 

3) 동경권: 수도권 정비법에 의거한 기성시가지 및 근교정비지대를 포함하는 시구정촌 
4) 大版권; 긴키권 정비법에 의한 기성도시구역 및 근교정비구역을 포함하는 시구정촌 

(자료: 東京都， 1997 ， r東京m土地1996J ) 

한편 임대료 변동경향을 보면， 교외에서 업무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 

심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동일한 규모와 시설의 

빌딩에 비해서 상당한 임대료 차이가 존재한다C<그림 3-14> ). 이로부터 이 

당시 오피스 수요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도심에서 대형빌딩과 소형빌딩의 임대료 차이가 교외의 그것에 비 

해서 현저하게 크다는 점으로부터， 도심에서 임대료 급상승을 선도하는 것은 

대형빌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교외의 경우， 대형빌딩은 1980 

년대 후반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소형빌 

딩에 비해서 도심과 교외간 임대료 격차가 훨씬 크다. 둘째， 교외의 경우， 대 

형빌딩과 소형빌딩간의 임대료 격차가 거의 없다가 1990년대 이후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교외의 대형빌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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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도심과 교외의 임대료 격차는 지대가 피크에 달한 

1992년도에 가장 컸다. 초대형빌딩의 도심에서의 임대료가 교외의 4배가 넘 

었으며， 소형빌딩의 경우 3배에 약간 못미친다. 

90.000 

80.000 

70.000 

6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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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흥、o、j 

40.000 

30.000 .-r ... 
20.0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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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Frr x~--.--;!~양* 

톨 톨 파i 
1983 ’ 84 '85 ‘ 86 ’ 87 ’ 88 ’ 89 90 ’91 ’ 92 '93 ‘95 ‘ 96 

자료: (사) 일본빌딩협회연합회， 빌딩실태조사 

* 초대형빌딩은 연면적 15 ， 152평 이상; 소형빌딩은 연면적 909평 미만 

〈그림 3-14> 동경23區部와 치바켄에서 초대형빌딩과 소형빌딩간의 임대료 비교 

이러한 위치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에 대해서 기업의 조건과 공간전략에 

따라서 기업간， 기업내 기능간에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생한 오피스 교외화는 이러한 차별적 반응의 결과로 볼 수 있 

다. 제3장 제 1절에서 상술한 업무기능의 도심집중-교외분산의 패턴과 도섬

교외간의 임대료차이의 공간적， 시기적 특징， 그리고 전체적인 일본경제의 경 

기변동곡선(<그림 3-12> )간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대형빌딩과 소형빌딩의 시기별 임대 

료 차이를 보면(<그림 3-15> ), 전반적으로 알론소가 상정하였던 우하향 하는 

패턴의 지대경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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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生騎데이터서비스， 각년도， Idss Office Market Report, T okyo 
* 1988년 자료는 전년도 부터 해당년도 8월까지의 신규임대료임. 값이 범위로 나온 

에는 중간 값을 취함. 마루노우치의 소형빌딩 ’ 1988년 임대료는 우치사이와이초의 

대입. 실제는 이보다 약간 높거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 대형은 연면적 3000평 이상， 소형은 1988년에는 연면적 1000평 미만 1992년에는 500평 

미만 

* 1992년 1995년 자료는 동년 12월 조사 

동경권의 각 업무지구별， 빌딩규모별 임대료 비교 <그림 3-15> 

급했다. 경사가 가장 임대료 대형빌딩의 높았던 1992년에 임대료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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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i二~
그〕ζ '-

7-1 0 
'(51 , 전하는 

7-1 0 
ÔI 이전하는 교외의 대형빌딩으로 기업이 있던 소형빌딩에 입주해 도심의 

에는 큰 임대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공실률을 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도섬에서 공실률이 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표 3-25> ). 이것은 도섬과 

수요를 웃돌기 때문에 생겨나는 

한편，사무실의 

하되 다가 1993년 이 후 다시 

교외에 오피스 공급량이 증가하면서，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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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표 3-25> 동경도의 오피스 입주율 변화 

(단위:%) 

(자료: 주택도시정비공단， 1995, r오피스수급동향에 관한 조사.n ) 

잭3절 소결 

지금까지 동경권에서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 변화와 그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경권에서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86-1991년에는 동경도 23區部와 주변지역을 막론하고 업무부문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도심부에서 증가한 수(약60만명)가 전체 증가 

수(약110만명)의 54.3%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서 1991-1996년 사이에는 전체 

적으로 동경권에서의 증가속도가 완화되어 23區部에서의 증가분(약14만6천 

명)이 전체 증가분(약55만 3천명)의 26.5%에 머물고 있다. 또한 23區部 내에 

서도 전통적 도섬 혹은 부섬인 新宿區， 千代田區에서 감소폭이 크다. 이로부 

터， 1986-1991년이 집중의 시기였다면 1991-1996년은 상대적 분산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는 업종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변화양 

상을 타나낸다. 제조업기업의 업무부문과 금융 · 보험 • 부동산업 (FIRE)은 

1991-1996년 사이에 23區部에서 혹은 CBD와 부섬에서 감소 주변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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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 조사 · 광고업의 경우는 1991-1996년 사이에 도 

심과 부심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에 CBD의 외곽지역에서 크게 증가， 주변지 

역에서는 정체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서 기타사업서비스업은 1986년 이후 

도심과 교외에서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에서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상에서 볼 때 동경권에서 제조업의 업무부문， FIRE산업， 

정보서비스업 등에서 교외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변화 경향을 소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내에서도 

각각 성장지역과 감소지역으로 나누어져 분산적 집중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 기업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70년대까지의 경우처럼 도심-교외， 

중심-주변간의 공간분업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세한 분극화(fine graded)가 일어나고 있다(Aksoy and Marshall, 1992). 

이상으로부터， 업무기능의 양적인 측면에서 교외지역은 도섬에 비해서 빠 

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몇 군데의 성장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이로부터 그 구체적 내용과 공간적 함의 그리고 발생원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동경권에서 1991년 이후에 23區部의 CBD가 정체하고， 그 외곽지역 

과 교외의 일부지구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상황， 오피스의 개발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있다. 그리고 

이 결과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수요요인 

에 변화가 촉발되어 전체적 공간구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상황으로는 무역마찰과 내수 부진을 타파하기 위한 부 

동산건설 촉진 정책과 그 일환으로 민활법 등 정책수단을 도입했다는 점， 그 

리고 막대한 무역흑자와 시장의 성숙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잉여자금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 출구를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는 “多極分散型國土“형성전략의 일환으로 동경권 교외 

의 중심지역에 업무핵도시를 지정， 육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추진 

하는 것은 물론， 이와 다른 논리에 입각한다. 공업지역으로서， 기업의 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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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하는 하위지역으로서 그리고 동경의 침상도시로서 교외의 기존 이미지 

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대규모 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적극적으 

로 장소마케팅에 나선다. 

셋째， 이러한 공급측 변화에 더하여 기업의 오피스수요 증가는 지가와 임 

대료를 상승시켰고， 1992년 이후에는 공급이 초과하면서 부동산경기가 붕괴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도심과 교외간의 지가(임대료) 격차가 커졌으며， 1992 

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도심의 기존 업무지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다， 

1993년에 들어서서， 설물경기가 하강하고， 부동산경기도 하강해서 전반적 조 

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장의 제 1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 123 -





쩨14장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공간분화양식 

본 장에서는 제3장 제 1절에서 확인한 교외에서 업무기능 성장지구의 출현 

이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와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 

떠한 성격의 업무기능이 교외로 이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 공간분화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제 1절에서는 기업의 업무기능 이전 현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고 

차업무기능 교외화의 특징을 밝힌다. 제2절에서는 교외로 이전하는 고차업무 

기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석 이를 통해 도심과 교외간의 기능분업관계 

가 주요본사기능(front office)-본사지원기능(back office)와 같은 계층적 관계 

만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1절 조사때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1. 개요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동경도 23구부에서 교외지역으로 본사기능과 관련 

된 고차업무기능을 이전한 기업 중 그 구체적 이전의 내용이 확인되어 조사 

대상기업으로 확정된 83개 기업의 이전현황을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을 보면，<그림 3-11>에서 확인된 성장지구와 감소지구가 업무기능의 

교외화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즉 업무기능이 집중적으로 

빠져 나온 지역은 도심의 3구와 新宿區 등 전통적 CBD와 부섬지역， 그리고 

그 외곽지역인 大田區 등이며， 새롭게 업무기능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외지역 

으로는 幕張新都心， 川 ú倚市， 多摩地區의 동， 서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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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조사대상기업현황 

연번 기업명 이우전|치전 위치 이전 및후 빌딩 조직 기능 

1 東京火핏海上(주) 도심3구 幕張新都i心(자사) 저112본사 본사업무임부 

2 킷츠(주) 도심3구 幕張新都t心(자사) 본사 본사전체 

3 四國化成공업(주) 도심3구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지사 사업부 

4 자스코(주) 도심3구 幕張新都J心(자사) 본)，]-(그룹) 그룹전체 통괄 

5IBMW(주) 도심3구 幕張新都t心(자사) 일본본사 본사전체 

6 三井시스템技돼(주) 도심3구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 관리， 개발 

7 日本DPC코포레이션(주) 도심3구 幕張新都J心(WBG) 본사 관리，학술 

8 후지킨(주) 도심3구 幕張新都J心(WBG) 본사일부 정보처리 

9 니가타메손네란(주) 도심3구 幕張新都J心(WBG) 본사 본사전체 

10 오키전기(주) 도심3구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일부 개n닙ElTtjτ n 

11 住友化學시스템서비스(주) 도심3구 幕張新都J心(스미토모) 동경지사 정보서비스부문 

12 住友케미칼엔지니어링(주) 도심3구 幕張新都心(스미토모) 본사 

13 캐논판매(주) 도심3구 幕張新都.tA자사) 본사일부 관리， 사업부문 

14 미니스탑(주) 도섬3구， 幕張新都心(이온타워) 본사 

15 자스포토(주) 도심3구， 오사카 幕張新都心(이온타워) 본사 

16 사쿠라다(주) 도섬3구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 

17 코르네트(주) 도심3구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 

18 스미칸(주) 부심(新宿) 幕張新都心(스미토모) 동경지사 동일본영업，수출 

19 샤프(주) 부섬(新宿)， 각지방 幕張新都J心(자사) 幕張지사 본사일부，개발 

20 住商리스(주) 부섬(池짧) 幕張新都心(스미토모) 본사 

21 블루그라스(주) 부심(新宿) 幕張新홉E心(이온타워) 본사 

22 세이코인스트럼먼트(주) 주변구부(江東區)둥 幕張新都j心(자사) 본사 그룹거점 

23 플러스(주) 주변구부(文京區)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일부 마케팅， 디자인 

24 모첼바이테릭 자판(주) 주변구부(中野원) 幕張新都t心(WBG) 본사 

25 (주))11騎제철LSI사업부 도섬3구 幕張新都L、(테크노가든) 본사일부 사업부문 

26 (주)쿠보타 도심3구 幕張新都心(테크노가뜬) 본사일부 연구부문 

27 (주)듀테르코자판 동경구부 幕張新都心(터l크노가든) 본사 관리，영업 

28 (주)스카이라쿠 동경구부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일부 연구 

29 (주)상호리스 주변구부(台東區)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 관리， 영업(통괄) 

30 (주)노보노르덕스 도심3구(중앙) 幕張新都L、(테크노가든) 본사 관리， 영업통괄， 개발 마케팅 

31 (주)住友林業 부심(新宿)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일부 기술부문， 영업 

32 (주)에스티시 부심(시부야)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일부 개발， 마케팅，영업 

33 (주)일종산업 동경부심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일부 관리， 영업통괄， 기술 

34 (주)웨더뉴스 도심3구(港區)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일부 관리，영업통괄，개발 

35 (주)興銀리스 도심3구(中央) 幕張新都心(대크노가든) 본사일부 소프트웨어개발 

36 (주))11뼈정보시스템 도심3구(千代田區) 幕張新都心(테크노가든) 본사일부 연구개발， 기술부문 

37 (주)리케이 부심(新宿) 幕張新都.tA테크노가든) 본사일부 연구개발 

38 (주)雙葉전자 도심3구 幕張新홈II-LA테크노가든) 본사일부 영업통괄， 영업 

39 (주)三井石化엔지니어링 도심3구 幕張新都‘CA테크노가든) 본사 

40 토레(주) 도심3구(中央區) 新浦安(토레빌딩) 제2본사 사업부문，일부관리 

- 127 -



〈표 4-1> 조사대상기업현황(2) 

연번 기업명 이위전치전 위치 이전 및후 벌딩 이시전기 조직 기능 

41 리에이 도심3구(中央區) 新浦安(明治빌딩) 1931 본사 

42 티디에스(주) 도심3구(中央區) 新浦安(토레빌딩) 1934 본사 

43 (주)토레경영연구소 도심3구(中央區) 新浦安(토레빌딩) 1932 본사 

44 (주)三井海上火…保險 도심3구(千代田區) 千葉뉴타운(자사) H쩌 제2본사 관리‘ 정보시스템 

45 R당部철도(주) 부심(豊島區) 倚玉所澤市(자사) 1~ 본사 

46 朝日生命(相) 부심(新宿) 多慶뉴타운(자사) 1ffi1 제2본사 업무， 정보시스템 

47 g、王帝都電鐵(주) 부심(新宿) 多摩뉴E낸(7-씨) 1~용 본사 

48 아메리카生命保險 부심(新宿) 調布市(자사) 1934 본사 (영업기능 제외) 

49 시닥스(주) 부심(新宿) 調布市(자사-)환선) 1932 본사 

50 일본유니시스소프트(주) 도심→부심(新宿) 武藏野市 1934 본사 관리， 소프트웨어개발 

51 SRL(주) 부심(新宿) 立川市(야스다화재빌딩) 1934 본사 

52 明治製葉(주) 도심3구 川騎市 솔리드스례어 l앉~ 본사일부 연구개발 

53 어플라이드시율레이션 도심3구 川뼈市 솔리드스퀘어 1997 본사 

54 일본정보통신(주) 도심→부심 川*융市 솔리드스퀘어 l앉~ 본사 

55 니가타워싱턴(주) 도섬→주변 川騎市 솔리드스퀘어 1앉15 본사 

56 NK엑사(주) 도심→주변 川騎市 솔리드스례어 1앉~ 본사 

57 PFC(주) 도심→주변 川騎市 솔리드스퀘어 1997 본사 

58 델컴퓨터 부심(시부야) 川뼈市 솔리드스례어 1997 본사 

59 日立플랜트건설(주) 부섬(池옳) 川倚규j 솔리드스퀘어 l앉15 본사일부 정보시스템 

60 일본센튜라{주) 부심(시부야) 川騎市 솔리드스퀘어 1~ 본사 

61 리복샤판(주) 주변(文京區) 川뼈市 솔리드스쿼!어 l앉% 일본본사 

62 (주)東ξ디바이스 주변(品川區) 川騎市 솔리드스퀘어 191) 본사 

63 시티은행 주변(品川區) 川騎市 솔리드스퀘어 l앉8 본사일부 텔레뱅킹 

64 시티카드서비스 주변(品川區) 川뼈市 솔리드스퀘어 1~ 본사일부 

65 lVIr. Mint 부심(시부야) 川騎市 솔리드스례어 1~ 본사 

66 메도트로닉스 도심(港區) 川騎市 솔리드스퀘어 1~ 본사 

67 맨파워자판 도심3구 川騎市 1931 본사일부 관리부문 

68 토키코(주) 도심3구 川騎市 본사 

69 일본비즈니스컴(주) 도심→부심 橫펌市→)1/倚市 1933 본사 

70 富土通(주) 도심 둥 솔리드스퀘어/中原공장낀훌張 1994 본사일부 해외영업.개발.관리 

71 東호엔지니어링(주) 부심 둥 川뼈市 1ffi15 본사 

72 캐논(주) 주변 川뼈市 1잊19 본사일부 

73 미츠바시중공업(주) 도심. 부심 둥 mm21(자사) 1994 본사일부 기술. 설계부문 

74 미츠비시전기(주) 도심3구 mm21(랜드마크타워) l앉E 본사일부 정보시스랩 

75 (주)지오매틱 도심3구 mm21( 랜드마크타워) 1앉l5 본사 

76 (주)아이디에스자판 도심3구 mm21(뀐즈타워) 1앉15 본사일부 연구개발，마케팅 

77 일본A:\1P 도심 둥 橫펌市(자사) 1ffi15 본사 

78 리코(주) 도심 둥 新橫없(자사) 1933 본사일부 사업부문 

79 하페레 자판(주) 도심(중앙구) 新橫끊 19J4 본사 

80 일본빅터(주) 도심3구 橫펌市 1933 본사 

81 그라후티크 도심3구 橫핑市 1931 본사 

82 (주)三星橫많댐究所 도심3구 橫ì~市 1937 본사 

83 린호프 자판(주) 도심3구(港區) 橫밟市(사쿠라기초) 19;;θ 본사 

(자료: 연구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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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倚玉縣의 大宮市-浦和市-)11 口市 지역과 神奈川縣의 훔木-顧澤市지 

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없다. 이 지역의 성장은 업무기능의 도심으로부터의 

이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역관할 영업소이거나 신설， 지역내 기능의 성장 

등 물리적인 입지이전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기업 이전의 특정 

1) 시기적 특성 

동경권에서 업무기능의 교외이전 시기는 그 이전을 촉진한 요인에 따라서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교외이전의 첫 시기는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 

던 1980-1992년까지의 시기이고(이하에서 이를 ‘전반기’ 칭한다) 그 다음 시 

기는 1992년 이후 현재까지의 불황국면이다(이하에서 이를 ‘후반기’로 칭한 

다)( <그 림 3-12>참조)40). 

조사대상기업 중 64사(사례기업 58사와 이전에 관한 자료가 수집된 6사를 

포함)를 이 두 시기에 따라서 구분한 결과(<표 4-2>) 전반기 (1986-1992)에는 

33사(51.6%) ， 후반기에는 31사(48.4%)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전 빈도 

수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즉， 호경기이든 불경기이든 간에 업무기능의 교 

외화는 일어난다. 

40) 조사대상기업중 최초로 이전한 기업은 1986년 西部鐵道의 본사였으므로， 여기서 전반 
기는 실제로 1986년에 시작된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빌딩을 지어서 이전하는 경우， 
임대빌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비해서 의사결정이 2-3년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 

사빌딩으로 이전한 경우는 1994년까지로 잡는 것이 정확하게 시기별 특징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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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오피스 이전 시기와 빌딩 소유형태간의 관련성 

(단위: 사， %) 

-------- 자사 임대 그룹빌딩임대 겨| 

전반기 :폐폐'mm~젠~;~;:識!;~~~， 11 - 33(51. 6) 

후반기 3 꽉i핑~~꽉;~~~;;;;m;mmm;;~;~;~;，꽉~~홉폈~;~~~ 5 31(48.4) 

겨| 25(39. 1) 34(53. 1) 5(7.8) 64(100) 

* 자사빌딩은 1993년 이전에 이전을 결정한 기업， 임대빌딩은 1992년까지 이전이 완료된 

기업 

(자료: 면담조사) 

여기서， 전반기와 후반기간에는 이전기업의 빌딩 소유형태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반기에는 자기 소유의 빌딩을 건축하거 

나 건물의 일부 구간을 분양 받아서 교외로 이전하는 경우(22사)가 임대해서 

이전하는 경우(1 1사)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던 반면에 후반기에는 자사빌딩으 

로 이전한 경우는 3사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호경기 때의 업무기능 입지이전 

요인과 불경기 때의 요인간에는 크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경기상 

승시기에는 기업의 종업원이 증가하며， 새로운 사업의 진출과 확장을 시도하 

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부동산부문으로 진출하는 경향 

(Beauregard, 1994; 1991)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콩관적 특성 

업무기능 교외이전의 공간적 특징을 이전 거리， 이전의 방향， 이전의 입지 

조건， 빌딩의 설비의 차이， 사용면적의 규모 변화 등의 범주에 따라 살펴본 

다. 

이전 방향과 거리(<표 4-3>)를 보면 기업이 이전장소 결정에 일정한 공 

간적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전방향이 이전 전 오 

피스에서 주변지역으로 연결해주는 교통로와 갚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도섬 

부의 경우는 방사선형으로 교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나， 동쪽과 남서방향이 교 

외의 주요 도시와 보다 쉽게 연결되며， 이 방향이 주요한 발전축41)이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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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주요 기업의 이전은 도심으로부터 동쪽으로는 京葉線을 따라서 幕張新

都心， 新浦安(신우라야스)로， 서쪽 · 서남쪽으로는 東海道線과 京팎東北線을 

따라서 川 l倚， 橫많방향으로 일어난다. 또한 가장 큰 부심인 新宿區42)에 입지 

해 았던 기업은 주로 中央線을 따라서， 多摩地區로， 시부야區에 입지해 있던 

기업은 東橫線과 京王線을 따라서 川|倚市 등으로 이전한다. 북부의 池養에 

입지해 있던 기업은 북부의 所況市， 동부의 幕張新都心， 남서부의 川~倚市 등 

여러 방향으로 이전하고 있다. 즉， 기업의 이전방향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지역으로부터 교외 혹은 지방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따라서 이전하고 있는 경 

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 이전의 방향과 거리 분포 

도심3구→新浦安， 

幕張新都心(京葉線)

도심3구→JI[略， 橫꿇 

(東海道績， 京힘東北線) 

副心(新宿區)→多摩地區

(京王線， 小田急績， 中央線)

10킬로 

내 

3 

1 

(단위: 사， x) 

3 6(9.4) 

2 I - I 2(3.1) 

1 2(3. 1) 

1 1 1 I 3(4.7) 

겨| 
(0. o~ 1 (42 값 | (6 3f | (50 3f | (1 6} | (1OO Sf 

( 자료: 면 담조사， JTB사， 1997, 時刻表)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의 이전 기업이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서 

41) 발전축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우익 (997)을 참조. 

42) 新宿區， 시부야區 等은 부심이기는 하지만， 도심3구와 인접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CBD가 공간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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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발된 업무지구로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새로 개발된 업무지구는 주택 

단지로 개발된 곳에 일부 업무공간을 마련한 곳， 업무지구로 개발된 곳， 공장 

지대의 공장부지를 전용하여 업무지구로 만든 곳， 구 시가지를 재개발한 곳 

등 다양한 성격을 보인다. 이로부터 기업의 교외이전 입지선택에는 도심 혹 

은 이전 입지지점과의 신속한 연결성， 노동시장， 대규모 오피스 단지의 존재 

등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전 장소는 교외의 내측 혹은 중간지점이 대부분으로 비교적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다. 도섬에서 10-20킬로미터 사이 즉， 도섬경계에 인접한 지역으 

로 이전한 기업이 27사(42.2%)이고， 30-40킬로미터 지점 사이가 32사(50.0%) 

를 차지하고 있다. 30-40킬로미터 지점에서 도섬까지는 고속열차로 약 40분 

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며， 도보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서 도심까지의 

총 이동시간이 약 1시간 이내이다. 통근의 범위를 약 45-50킬로미터로 잡는 

다면， 통근의 한계지점에서 10-30킬로미터 사이의 지점으로， 도심 혹은 부심 

업무지구까지 약 30분-1시간 정도의 범위 내가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의 공간 

적 입지 범위이다. 

3) 업종 및 조직 특성 

조사대상기업의 업종은 제조 · 유통업， 금융 • 보험 · 부동산업， 정보서비스 

업(컴퓨터 판매업 포함)， 기타사업서비스업의 네 종류로 나눈다. 조직의 종류 

는 제 1장에서 분류한대로 그룹기업의 총본사， 자회사 혹은 독립기업의 본사， 

외국계회사의 일본현지법인， 제2본사(본사의 일부기능， 사업부의 본부기능)， 

동경지사， 기타(규모나 기능에서 중요치 않은 경우)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서 상호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조사대상기업의 업종분포를 보면(<표 4-4> ), 제조 · 유통업 기업이 31사 

(48.4%), 정보서비스 · 엔지니어링업이 16사(25%)로 두 부문이 전체 이전기업 

의 70%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타사업서비스업의 경우는 

9사에 불과하다. 즉 제3장에서 확인한 업종별 입지동향이 실제의 물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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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입지이전기능의 조직별 특성을 보면， 단독기업 혹은 자회사의 본사가 22 

사(34.4%)， 제2본사가 17사(31.4%) ，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이 14사(21.9%)의 순 

으로 비중이 높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다부문의 사업부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그룹기업의 총본사가 이전한 것은 7사00.9%) 

이다. 

〈표 4-4> 조사대상기업의 업종 및 조직 특성 

(단위: 사， %) 

기타 

| 총본사 |호|사본사| 기업 ! 본사 | 지사 | 
제조·유통업 

운송업 
정보서비〈. - !~;~꽉찬;꽉;t~;~;um:~;l 2 1 31 O 
엔지니어링업 

기타사업서비A업(전문)1 1 

업서 

기타 

H 엽 ~ 111111111111111 (1. 6 ~ ( 4. 7~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즉，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교외화 경향이 높은 기업은 독립기업 혹은 자 

회사의 본사， 외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향은 단순히 수적 비 

중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룹기업의 총본사 이전이， 그 수는 

적지만 그로부터 파급되는 공간적 효과는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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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2절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공간쩍 분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심도시의 CBD나 극히 제한된 수의 전통적 

부도심에서 밖에 볼 수 없었던 업무기능이 중심도시의 CBD에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해서， 교외에 새로운 업무지구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대도시권 내에서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이하에 

서는 동경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형태를 살펴본다. 총 

83개의 조사대상기업 중 58개 (69.9%)의 기업을 사례로 분석한다. 

1. 업무기능액 공간적 분화 유형분류 

1) 업무기능의 교외화에 따른 기업콩감조직 볍호} 

지금까지 중심도시 내에만 입지하던 업무기능은 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 대도시권 전체를 업무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업무기능의 물리적 입지이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사례기업의 기업공간 

조직 변화를 하나 하나 검토해서 변화의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묶은 결과， 

여섯 종류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4-5>). 

첫째， 부분통합형: 중섬도시 내의 여러 빌딩에 흩어져 있던 업무기능 중 

일부를 교외로 이전해서 통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도심 내에서 서로 근 

접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건물에 통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효율성을 교외의 대형빌딩에 통합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한다. 이로서， 과거 

에는 도심 내 특정장소 내에서 형성되던 기업내 정보흐름의 네트워크가 도심 

과 교외 특정 지역간의 네트워크로 대체되고， 업무의 중심지가 다중화， 광역 

화된다.5사(8.6%)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전체통합형: 중심도시 내의 여러 빌딩에 흩어져 었던 업무기능 전체 

를 교외의 하나의 빌딩으로 이전해서 통합하는 유형이다. 부분통합형에서는， 

도섬에 주요한 기능을 남겨 놓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통합형의 경우는 본사 

의 전 기능이 교외로 이전한다. 이로서 중심도시 내에는 영업소 혹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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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하위계층의 현장조직만이 남아 있게 되고 기업의 관리 · 통제기능은 교 

외화한다.7사(12.1%)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표 4-5> 기업공간조직 변화유형별 특징 및 해당기업 수 

(단우1: 사， %) 

유형명 
공간조직 특징 

이전 요인 공간적 결과 
기업 수 

중심도시 교외 
(비율) 

도심내 。E1 -닙「 τ 님Ê- 01 도심내 분산입지의 도심-교외간 기 
5 

부분통합형 
분산 통합이전 비효율성 

업조직 네트워크 
(8.6) 

형성 

도심내 전체통합 
도심내 분산업지의 교외가 업무의 7 

전체통합형 
분산 이전 비효율성， 통합의 

중심지화 (12.1) 
시너지 효과 추구 

다지역·부문 대도시권 전체통합 대도시권내 분산된 교외가 업무의 4 

통합형 분산 이전 기능의 통합요구 중심지화 (6.9) 

전체이전형 
도심내 

전체이전 다양한 요인에 의함 
교외가 업무의 29 

단일입지 중심지화 (50.0) 

도심내 일부분리 
도심-교외간 기 7 

분리이전형 
단일입지 이전 

다양한 요인에 의함 업조직 네트워크 
(12. 1) 

혀。서 。

도심내 
지원부문 일상적 지원부문 이 

도심-교외간 계 6 
지원부문이전형 만 분리 전을 통한 입지합리 

단일입지 
이전 화 

층적 공간분업 (10.3)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에 의거 연구자 작성) 

셋째， 다지역 · 다부문 통합형: 중심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흩어 

져 있던 사업장 중에서 영업， R&D등의 주요 기능을 교외의 하나의 빌딩에 

통합하는 경우이다. 전부 4사(6.9%)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 2사의 경우， 지 

방의 연구개발기능과 도심의 본사기능을 교외의 빌딩에 통합해서， 새로운 혁 

신의 근거지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전체이전형: 도심의 하나의 빌딩에 있던 본사 전체가 교외로 이전하 

는 경우이다. 29사(50.0%)가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분리이전형: 도심의 하나의 빌딩에 있던 본사기능 중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교외로 이전하는 경우이다.7사(12.1%)가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 지원부문 이전형: 도섬의 하나의 빌딩에 있던 본사기능중 업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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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문(예: 정보시스템부， 정보처리부)을 분리， 교외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6 

사(10.3%)가 이 에 해 당한다. 

이상의 결과를 모식화한 것이 <그림 4-2> 이다. 

출처: 면담조사결과에 의거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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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업무기능 교외화에 의한 기업공간조직 변화유형 

2) 업무기능의 분름 

도심과 교외간 기능분화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교외 

로 이전하고 어떠한 기능이 도섬에 남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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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오피스의 조직적 성격과 기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 

다. 업무기능의 구분 범주로는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수 

행하는 업무의 질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가. 의사곁정의 추준에 따른 구문 

한 기업 내 업무기능의 부문간에 혹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기업간에 

입지요구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도심의 대면접촉에 대한 의존성 

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 그 개념적 토대는 Thomgren (1970)에 의한 접촉과 

정의 세 가지 구분에 따른다(<표 4-6> ). 즉，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불특정하 

고 많은 사람들과 비정기적인 회의 형태의 대면접촉을 가져야 하는 방향결정 

접촉(orientation contact)의 경우에는 도섬입지경향이 강하며， 그 정반대인 

일상적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접촉(programmed contact)의 경우에는 

교외 입 지 성 향이 강하다. 그 중간의 계 획 접 촉(planning contact)도 이 론적 으로 

는 이 섬 화 하는 경 향을 갖는다(Goddard and Morris, 1976: 47). 

〈표 4-6> 의사결정수준에 따른 접촉의 특성 및 입지성향 

접촉의 특징 접촉대상/목적 입지성향 

지향접촉 
장기성， 불특정 비정 정부관리， 정치인， 대 

(orientation 
기성 학 및 개인연구자 

도심선호 

process) 

계획접촉 
중기성， 장기적 의사 

특정 제품이나 프로 

(Planning process) 
결정에 의해 확정된 

젝트개발을 위한 것 
이심화 

켜/、 

일상화된접촉 
단기적， 정기적， 대 

량의 접촉， 표준화된 확립된 접촉네트워크 이심화 
(programmed process) 

의사결정 

(출 처 : Thorngren , 1970; Goddard and Morris, 1976어| 의 거 연 구 자 정 리 ) 

이들의 이론은 도심과 교외 업무지구 간의 계층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토 

대가 되어 왔다. 이 이론은 또 나중에 오피스 교외화 이론에서 일상적 사무 

기능이나 국지적 시장을 겨냥한 기능이 교외화하며， 고차 업무기능은 도심입 

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다(Gad， 1985)는 논리와 본사의 주요기능(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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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은 도심에 일상적인 본사지원기능(back office)은 교외에 입지하는 경 

향을 가진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한편， 이러한 구분이 가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Armstrong(1972)은 

시장의 범위에 따라서 업무기능을 구분한다(<표 4-7> ). 

〈표 4구〉 시장범위에 따른 접촉의 특성 및 입지성향 

접촉의 특징 접촉대상/목적 입지성향 

본사 오μI~ 
대면접촉 

(head office) 
전국， 국제적 배후지 도심선호 

중간시장 오μI~ 

(middle market off1ce) 
교외중심지，결절지 

국지적시장 오피스 
지역의 소비자 

(local market office) 
인구비례분포 

(훌처 : Armstrong , 1972; Matthew , 1993: 473어| 의거 연구자 정리) 

Thomgren의 이 논리는 일정부분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오피스에서 일 

어나는 접촉이 이처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J(utay， 1986: 244)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의사결정의 권한이 각 사업부 

단위로 이관되는 경향이 생겨남에 따라서 (Aksoy and Marshall, 1992), 대부 

분의 부서에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세 가지 접촉과정이 공존한다. 

또한， 실제로 도섬에는 방향결정기능 이외에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며， 광역적 

활동일수록 도심을 선호한다는 근거는 미약하다. 따라서 현대에 발생하는 업 

무기능의 공간분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구분기준이 필요하다. 

나. 업무의 조직상 지위와 성격에 따른 휴명구분 

현대 기업의 조직구조는 그 사업내용의 다각화 정도에 따라서 2차구조조 

직과 1차구조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구조조직은 본사부문과 현업부문 

(구입， 제조 혹은 영업기능)으로 나누어진다. 2차구조조직은 1차구조조직에 

서 출발하여， 다각화를 추진 성장한 형태로서 복수의 사업부로 구성된다(小 

野洋*右， 199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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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80년대 이후 경제사회 전체적으로 지구화와 정보기술혁명 

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잇따른 선산업의 탄생 혹은 기존산업의 ‘탈성숙’ 

모색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로부 

터 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해외 거점을 만드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변화의 형태는 첫째 사업부제의 채용 둘째가 분사의 설립에 의한 기업그 

룹의 전개， 셋째는 합리화가 그것이다(下갑政弘， 1993: 10-12) , 

즉， 기업조직의 형태는 1차구조조직과， 사업본부와 자회사를 포함한 2차구 

조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표 4-8>) , 

〈표 4-8>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른 조직 구분 

조직의 
의사결정기구 으|사결정의 
(최고의사 τ /k-r;<r 접촉의 형태 특징/71 워 I 

구조 
결정자) ( 71 호) 

그룹차원의 
방향결정접촉 

사업본부장회 전략적 의사 장기적 전략에 관련/ 사회정치적 

의/사장 결정 
(orientation 

네트워크가 중요/상징적 
contact) 

사업(본)부의 사업부/부서 
중단기적 전숲에 관련， 고객과의 f 

2차 부서 장회 의/ 차원의 전술 
계획접촉 접촉 등을 통해 시장 분석， 제품 

구조 부 서 회 의 /부 적 의사결정 
(planning 에 반영， 생산통제/구체적 수준의 
contact) 실질적 의사결정기능/지식-정보 

조직 서장 
집약적 

자회사의 -H「

서장회의 (초 
전술-전략적 

계획접촉 

국적기업의 
의사결정 

(planning 상동/조직적 독립성이 강함 
현지법인 포 contat) 
함)/사장 

1차구조 부서장회의/ 전술-전략적 
방향결정접촉 

구체적 수준의 의사결정과 장기 
」?-;-I-1| 사장 의사결정 

(orientation 
적 전략의사결정 동시에 수행 

contact) 

모든 
지원 

일상적접촉 
기업 

업무부서장 
일상적 결정 (programed 

Z직 contact) 

(출처: Thorngren(1970), Chandler(1962)의 개념을 원용하여 연구자 작성)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이 조직형태를 구분해보면， 방향결정접촉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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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것은 2차구조조직 기업의 각 사업부문 장이 모여서 수행하는 최고 의 

사결정기능과 1차구조조직의 각 기능부문의 장이 모여서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계획접촉에 해당하는 것은 각 2차구조조직 기업의 사 

업부문에서의 의사결정과 자회사의 의사결정기능 그리고 1차구조조직에서 

각 기능부문 내에서 내리는 의사결정기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의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이 없이 일상적 사무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사무센터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적접촉에 해당한다. 

시장의 분절화와 불확실화로 인해서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파 

악， 정보화하며 일정한 처리과정을 통해서 제품에 구현할 필요성을 강화시키 

고 았다. 이는 경제가 성찰적으로 변화하면서 시장과 제품이 차별화됨에 따 

라서 발생하는 업무활동의 변화이 q(Lash and Urry, 1996). 따라서 

Thomgren의 연구가 이루어졌던 1970년대에 비해서 현대에는 고객의 요구를 

상품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부터 전 

시장을 실시간에 연결하는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케팅 및 연구개 

발 부문을 강화하며 특정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각 기능을 통합한다 

(Camagni , 1991). 따라서 소위 총본사의 기능이 어느 곳에 있는가 만이 문제 

가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업무활동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제조 · 유통업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기업의 본사기능 

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아래의 <표 4-9>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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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업무기능의 부문별 성격 

기능 부서(부문)명 역할 
접촉의 접촉 지식의 
트성 영역 특성 

관리부문 
인사， 총무， 경리， 홍보， 

사회정치적 국지 적/일 
일반적지 

(STAF) 
법무， 섭외， 검사， 종합 일반관리 

접촉 부 광역적 
식/인문사 

기획， 부동산관리 등 회적 지식 

영업 
영업본부， 판매통괄， 

대 면 접 촉， 
일반적 지 

(톰괄)부문 사회적 관 국지적 
영업부 판매 

계중요 
식， 정보 

마케팅-기획 마케팅부， 기획조사부， 
시장조사， 제 영업부서와 광역 적 (적 전 문 적 

·개발부문 개발부 
품기획， 개발 긴밀한 접 소시장정 정보 지식， 
(수요지향형) 드-ε1 보획득) 기술 

기슬 
시스템개발， 설계， 디자 

정보를 제품 
조직내접촉， 국지적/ 전문적 기 

서비A기능 에 구현， 기술 
인， 엔지니어링 부문 

서비스 제공 
고객접촉 과〕연 ”천’ 술지식 

해외부문 해외영업， 기타해외사업 광역적 판매 지구적 접 
광역적 

광역시장 

관련부문 활동 통괄 드-E1 정보 

본사지원 
정보처리부， 전산부 자료처리 

일상적 접 일상적 지 

부문 ξ-ξ7 λ-、11 , 

(출처: 면담조사 및 기업자료를 통해서 사례기업의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그러나 이러한 각 기능이 어떠한 입지요구를 가질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각 업무기능의 공간적 활동범위와 대면접촉의 성격을 구분의 범주에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기능의 경우에도 도심의 대면접촉 의존성이 

높은 기능과 전국적 영업활동의 통괄기능으로서 도섬에 대한 대면접촉 의존 

성이 낮은 기능이 존재한다. 또한 전문기술서비스기능에도 도심의 고객에 대 

한 대면접촉 의존성이 높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 업무활동의 공간적 영역과 제품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기 

능이라고 하더라도 입지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부터 업무기능의 성격 

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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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업무기능의 성격에 따른 분류기준 

는EHj T ;x-; 성 격 기 능 

광역성 (D) 
광역적 업무관리기능， 광역적 시장 

공간적 범위 
통괄기능 

국지성(L) 
영업기능， 영업통괄기능， 일반업무관 

리기능 

대면접촉의존성 (F) 
영업기능， 관리기능 중 대외관련기 

접촉의 성격 
1。--

정보통신율 통한 대체가능성 (C) 
정보기술서비스， 기숨서비스부문의 

사내접촉 

마케팅， 수요지향형 R&D기능， 정 

기슐-정보집약적 지식 (K) 보 ·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기술-정 

보집약적인 전문지식 
지식의 특성 

일반적， 사회적 지식(8) 
영업 및 스랩부문(영업활동 및 대외 l 

관계， 대내 관리업무 

일상적지식 (R) 정보관리센터 사무센터 1 
(출처: 사례조사에 의거 연구자 작성) 

<그림 4-2> , <표 4-8> , <표 4-9> , <표 4-10>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거 

해서 사례기업 58사의 업무기능 공간분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 

는 유형구분 과정을 상술하기로 한다. 

가. 기업콩관조직에 의한 대그분 

<그림 4-2>의 기업공간조직형태 중에서， 가장 큰 범위의 구분은 교외에 

주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와 도심에 주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로 나누는 것이 

다. 우선， 이 기준에 의거하여 기업을 분류하면 교외에 주본사를 두고 있는 

기 업 이 36사， 도섬 에 주본사를 두고 있는 기 업 이 18사43) 이 다(<표 4-11> , < 
표 4-12> 잠조) .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의사결정 수준의 공간적 분화 및 

변화까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교외에 주본사를 이전한 기업의 경우는 해 

당기업에서 최고의 의사결정(보통， 전략적 의사결정)을 교외의 주본사에서 수 

43) 총58사의 사례기업중 기능분화유형분류하기에 적당치 않은 4사는 제외하였다. 철도 2 
사와 리스회사 1사， 제조업기업의 동경지사 및 첨단연구개발부문 1사 등 4사이다. 

- 142 -



행한다. 

나. 업무부문의 기능구성벌 구문 

다음으로， 교외에 주본사를 두 기업과 도섬에 주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분리해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의 업무부문의 기능구성이 어떠한지 

를 알아보고， 유사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을 분류한다. 여기서， 구분 

의 범주는 <표 4-9>와 <표 4-10>의 개념을 사용한다. 

먼저， 교외에 주본사를 이전한 기업을 업무구성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다 

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교외에 주본사를 이전한 기업의 업무구성에 따른 구분 

전체이 기능 및 업종구성 
소계 

전여부 기능구성 업종 업종계 

시장통괄중심의 영업， 관리， 유통업 7 

기획기능(지식집약적 서비스 사업서비스업 4 
14 

생산， 연구기능이 포함되지 않 
제조업 3 

전체 
제조업기업의 영업통괄， 관리， 

제조업 5 5 
기획， 개발 

이전 
정보서비스·엔지니어링업 8 36 

영업(통괄)， 관리， 고차서비스 
기능(소효트웨어 개발， 엔지니 컴퓨터제조，판매업 2 

14 
어링， 연구개발부문으로 구성 

기타사업서비스(컨설팅， 연 
됨) 

구개발 등) 
4 

일부 관리， 기획， 개발(영업부문 제 제조 2 
3 

이전 외) 금융(보험업) 1 
(출처: 면담 및 설문조사에 의거 연구자 작성) 

이 유형은 본사기능 전체를 이전한 경우와 일부의 기능을 도심에 남겨놓 

고 이전한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교외에 주본사를 이전한 기업 중에서 

도심에 일부기능을 잔류시킨 경우에 도섬에 남는 기능은 주로 영업기능이며， 

교외에 이전하는 기능은 기획， 관리기능인 경우가 많다. 총 36사의 교외 주본 

사기업 중 33사가 전체이전의 경우이고， 3사가 일부기능을 도심에 잔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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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전한 경우이다. 전체이전기업의 업무구성은 다음 세 가지 기능구성 및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시장통괄 중심의 영업， 기획， 관리기능으로 

구성된 본사이다. 업종구성을 보면， 유통업 7사， 사업서비스업 4사， 제조업 3 

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조업 3사의 경우 제조 및 기술적 측면은 해외 혹은 

공장에서 담당하며， 본사는 판매와 기업 전체의 경영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 

다
 

0 
-E 

둘째는 영업통괄과 기획， 연구개발， 관리기능으로 구성된 본사이다. 첫 번 

째에 해당하는 제조업기업 본사의 경우는 유통업의 성격이 짙은 반면에 이 

유형의 경우는 연구개발 기능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보다 크다는 점 

이 특징이다. 

셋째는 영업(통괄) 관리 기획기능에 소프트워l 어개발 및 엔지니어링 서비 

스， 조사연구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고차의 정보 · 엔지니어링 서비스 혹은 사 

업서비스업 기업의 본사이다. 부분이전기업의 경우 교외에는 기획， 관리부분 

이 있으며 도섬에는 영업(통괄) 기능이 남아 있다는 점이 공통된 특정이다. 

다음으로 주본사를 도섬에 남겨 놓은 채 일부만 이전한 기업의 도심-교외 

간 기 능구성 의 차이 를 살펴 보자(<표 4-12> ). 이 경 우의 도섬 -교외 간 기 능구 

성의 내용은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부 품목의 사업을 통괄하는 사업(본)부가 교외에 이전하고， 도섬 

에는 관리， 기획 등과 일부의 사업부문이 남아 있다. 이 경우는 전부 제조업 

기업으로 3사가 해당된다. 

둘째， 위의 경우， 품목별로 구성된 사업부문 중 일부가 교외로 이전해온 

것임에 비해서 이 경우는 사업부문이 기술， 설계， 연구개발， 영업 등 기능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영업부문을 제외한 기술관련 부문이 교외로 

이전한 경우이다. 이 역시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1사가 유통업으로 분류되지 

만， 직접 생산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조업기업 

본사와 동일하다.6사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보험회사의 업무부문 중에서 광역의 활동영역을 가진 부문(부동산， 

검사 등)이 교외로 이전하고 도섬에는 관리， 기획 영업부문이 남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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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로는 자료처리， 정보시스템구축 등 업무지원기능이 교외로 이전하고 

도섬에 주요 본사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기존의 본사 

지원기능 교외화론에서 설명해온 바 있다.6사가 이에 해당한다. 

〈표 4-12> 일부기능 교외이전 기업의 도심-교외간 기능구성 차이 

기능 및 업종구성 
겨| 

교외기능구성 도심기능구성 업종 기업수 

일부의 사업(본)부(해당제품에 관 
관리， 기획， 일부의 사업부문 제조업 3 

련된 영업， 기획， 개발기능) 

기술， 설계， 연구개발 등의 기능 관리， 기획， 영업을 담당하는 제조업 
6 

을 담당하는 기능형 사업(본)부 기능형 사업본부 (유통업) 

광역의 업무관리기능 관리，기획，영업부문 보험업 3 
18 

서 비 스 

본사업무 지원기능 주요 본사기능 건설， 제 6 
조업 (3) 

(출처: 면담 및 설문조사에 의거 연구자 작성) 

다. 각 부문의 성격에 의판 구분 

다음으로는 각각의 업무기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기엽을 분류하 

고， 위에서 구분한 공간조직 특성 기능구성 특성 업종특성 등의 세 가지 특 

정과 결합시켜서 가장 공통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 유형을 확정한다. 

기능적 성격은 <표 4-9>과 <표 4-10>에 나타낸 대로 공간적 범위， 대면 

접촉의 특성， 사용지식의 특성을 그 구분의 범주로 사용한다.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성격을 구분하고 서로 유사한 성격의 조합을 이루고 있 

는 기능적 성격 구성을 다음 <표 4-13>와 <표 4-14>에 나타내었다. 

먼저， 주본사가 교외에 있는 기업의 경우의 성격 구성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앞의 <표 4-11>과 <표4-12>에서 구분한 

기능구성의 범주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범주를 토대로 유 

형을 확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적 활동범위를 가지고， 간접접촉을 많이 하며 시장정보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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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업무부문으로서， 시장통괄중심의 영업， 관 

리， 기획기능이 대부분이다. “광역시장통괄(Db)형 본사”로 구분되며， 15사가 

이에 해당된다. 

n
τ
 느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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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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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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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둘째는 광역적 활동범위를 가지며 대면접촉에 대한 의존성이 첫 번째의 

경우에 비해서 높고， 기술집약적 지식을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제조업기업의 영업통괄 관리， 기획개발부문에 해당한다. 

총본사(DLFK)형”으로 구분되며， 4사가 이에 이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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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닙
 

서
 E 않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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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관련의 고 

가지며， 기술정보집약적 지식을 

정보·엔지니어링서비스，컴퓨터 

기업들이 속해 있다. 이 경우는 “국지시장의 정보 · 엔 

기업본사”로 구분되며， 12사가 이에 해당된다. 

활동범위를 세 번째는 국지적 

기 능으로 구성 된 업 무부문으로서 

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니어링서비스(LK)형 

지식과 일반적 지식을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제외한 관리， 기획， 개발부문의 기업에 해당한다. 

본사”로 구분되며 4사가 이에 해당된다. 

번째는 기술집약적 

업무부문으로서，영업부문을 

이 경우는 “기획관리 (KG) 형 

너l 

업무 구성된 광역적， 기술정보집약적지식을 사용하는 기능으로 

부문으로서， 한국의 S전자로부터 연구개발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다. 

다섯째는 

기능의 다음으로 주본사가 도심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다음 네 가지로 

성격이 구성되며 그 유형구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적이고 시장정보집약적 지식을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업 

공간조직형태만이 다를 뿐 대체로 주본사가 교외에 있는 기업 

본사와 동일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3사가 이에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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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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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간접 접촉과 기술정보집약적 지식을 사용하는 기능으로 

무부문으로서， 기술집약적 기능의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이 

획 · 기술담당(CK)형 사업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6사가 이에 

기업 내 접촉이 특징인 기능으로 구성된 

업무관리기능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광역관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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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Dm)형 업무부문”으로 구분된다.3사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일상적 지식과 보조적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업무부문 

으로서， 본사지원기능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본사지원(CR)형 업무부문”으로 

구분되며， 6사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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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주본사가 교외에 있는 기업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유형구분 

이전기능 
성격 

광역성，통신 
접촉，시장정 

보집약지식 

업종 및 부서구성 

유형명 
업종 

해당 

기능구성 
제품，시장， 업무특성 

까객주문형 생산기업/표준현제품생산기 
제조업| 

업， 광역시장 

전국의 딜러， 매장을 통해서 판매; 시장정 |시 장 통 과| I'~' 6 0 ，21광역시장통 
유톰업 |보를 수집 해서 가공， 신속하게 대웅하는 |중심 의 영 |괄 (D b) 형 

것이 주 임무 |업， 관리 | ! 니본사 
전문서비스， 일상서비스/ 전국적 시장분 |기 획 기 τ| 

1 ~ ','- _, _: -:-' ~l I 0 \!.. 1 A1~ .;-11 d - 1 (15사) 
서비스 넘u 영업소 매장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1 에 해당 ! 

업 |본사는 시장과 연구개발기능간의 조정， 

통제역할 

제조업기 

광역성，국지 1 .... ..-,.,1 -,1 ^ 0 f"\ -"'"1 '- -,1 -,1 <= ~11 "7 .. 1 ~ll 1 업의 영업 |제조업부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기뜰 제조， 판매 1:: 0 1=3 

성，대면접촉 1_11_"-' 1:-:- I _-=L 7 .l ~~ll:-~~~~l -.2 ~r:-')l / *" I~ 과 관 |의 총본사 :1 제조업 |하는 초국적 제조기업의 그룹 총본사/ 혹 |강 E ’ | 
의존성，기를| | |리， 기획개 I(DLFK) 형 

은 중소규모의 제조업기업 본사 l 

집약지식 발 부 문 에 1(5사) 
해당 

성
 뾰
 성 

지
 
슐
 약
 

국
 
기
 
집
 

작
 에
「
 

짧
 셀
 

슐
 
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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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보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닙|스 .'1엔지니어링서비스 등 고도의 첨단기술서 

’ |비스플 제공하는 생산자서비스업 기업 본 
엔지니| 

|사/ 거래처가 주로 동경 도심을 중심으로 
어링업| 

|한 관동지방에 집중 

，국지시장의 
영업통괄| 

’|정보 • 엔지 
과리， 고차 | 

|니 어 링 서 비 
서 비 스 제| 쳐 

l 스 (L K) 형 
공 기 능 에 1 -， 1 n.:l 8 ,1 
‘/ 1 0 ~'I 1 기 업 본 사 
δH 느 

102사) 

|고객주문형 컴퓨터 판매/ (사무실용)컴퓨 
컴퓨터( 1 IEì ~ 주변기기 제조판매회사의 본사기 
제조 | 

1 능， 위의 서비스업 기업보다는 고객이 분 
매)관려 | 
업 r」 |산되어 있으나 사무실용컴퓨터를 주로 생 

i ‘ 
a |산하므로 동경도심 의존성이 높음 

교외의 주본사에서 일반관리，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영업통괄기능은 도심에 잔류함. 

제조업 |대규모 기업 1사와 소기업 2사로 구성되 l 영 업 부 문 
어 있음. 제품은 전자제품 컴퓨터 의약 |을 제외한 |기 획 관 리 
품 등 |관리， 기획 !(KG)형 본 

| 발 부 문|사 (3사) 
기획， 일반관리， 대고객업무 등의 기능이 [~~ c:.l lT-L c- 1 

l 에 해당 
보험업 |교외로 이전하고 도심에는 영업동괄기능 ’ 

이 잔류. 

영업동괄 l 
I ...... ~ --, __ ,1 .. ~'l 1""\ _1 T"""J ...... --. .. 11 ... 1 _1 ... 1 .... 1 ... ’|개발 · 기획 

광역성 Ã' I 서비스|연구꺼발을 전돈F로 하는 생삼자서비스 |관리， 고차 | 기술다다 
기슐정보넉 1 "'~~ 1 업， 한국에 발T저가 있어서 해외의존도 |서 비 스 제| 쳐 口1。| 엽 o:J, ，~-- 1-: ，~I(CK) 형 슨 
약적지식 | 닙 |가 높다공 기 능 에 l Q 

l' I 써←、 l사 (1사) 
o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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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주본사가 도심에 있는 기업의 기능분화유형 구분 

도심잔류 
업종 및 이전부서구성 

이전기능의 -닙「므ï:!:" 口ji;| 

성격 기능적 해당기 유형명 

성격 
업종 제품，시장， 업무특성 

능구성 

일 반 관 
광역적 

광역시장통 
광역성 (D) , 직， 

리， 국지 
대 · 중규모의 초국적 제조업기업 시장을 괄( D b )형 

간접접촉， 시장 제조업 의 일부 사업부문. 광역시장을 담 가 진 

정보집약성 
시 장 담 

당하는 부문 혹은 신규사업부문 사업부 
사업부문 

t:J-
τ Irj (3사) 

일 반 관 
초국적 제조업기업 혹은 그 계열 기술집 

개 발 • 기 
통신접촉(C) 유통업기업의 연구개발， 초국적 약 적 

기술정보집약성 
리， 국지 제조· 

생산통제， 기술담당， 마케팅 부문 기능적 
획·기술담 

시 장 담 유통업 당 (CK)사업 
(K) 

t:J-
등 일반관리와 영업기능을 제외 사업부 

부문(6사) 
한 사업부문 τ nr 

일 반 관 
광역관리 

광역성(0) , 
리， 기 대형 보험회사의 업무관리부문 광역적 

(Dm)형 

기업내접촉 
획， 국지 보험업 중에서 광역에 대한 관리(부동산， 업무관 

업-n「-H「1nr 
시 장 담 검사 등)부문. 리기능 

t:J-
(3사) 

제조업， 
본사업 

본사지원 

일상적지식 (R) 본사주 서비스 각종 본사업무를 지원하는 자료 
T I그 À] 걷 。d

(CR)형 업 

기술보조 요 기능 업， 건 처리기능， 정보시스템기능， -r「j -t「31rE1r 

설업 등 
기능 

(6사 

이상에서 설명한 교외이전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유형 구분의 절차를 도 

면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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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유형 구분 절차도 

2.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유형별 특성 

1) 광역적시장통괄(Db)명 

가.개요 

광역적 시장통괄형 (Db)은 주본사가 교외로 이전한 경우와 도심에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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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나누어지며， 각 경우의 기업공간조직과 업무활동 흐름이 다르므로， 나누 

어서 살펴보겠다. 

CD 주본샤가 과외로 이전뀐 경4 

광역적 시장통괄형 기업의 업종， 규모， 제품 및 시장특성과 업무활동 흐름 

의 특성을 <표 4-15>에 나타내었다. 이 유형 기업이 다른 유형과 비교되는 

특정은 고객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본사 내에서 기술집 

약적 연구개발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본사는 회사전체의 경영관리 

와 광역의 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 관리를 하며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제품 혹은 서비스의 생산， 개발은 본사와는 물리적으로 격리된 생산공 

장(혹은 연구소， 실험실)이나 해외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유형의 기업은 비교적 표준화된 제조업 제품이거나 고객주문 

형의 전문화된 제품 전문적 생산자서비스 및 일상적 생산자서비스 등 업종 

과 기술수준에서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이 유형의 

기업의 공통점으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장의 광역성과 본사기능과 연구개 

발 등 기술집약적 기능의 공간적 분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매장， 지사， 영업소 등을 통해서 시장의 고객과 간접적으로 접촉， 

시장정보를 획득한다. 이 유형의 기업은 도심을 비롯한 특정지역에 대한 국 

지적 대면접촉 의존성이 적고 전국적， 국제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지사 · 영업 

소 · 매장과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건물이 낡고， 독자의 정보통신시스템구축에 제약이 있는 도 

심을 탈피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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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광역적 시장통괄형(교외주본사)기업 현황 

총종업 
본사 

자본 
기업 업종 

원(명) 
종업원 

특성 
제품 및 활동거점 특성 

(명) 

BM사 튿l: l1 토 〈를〉 670 200 오|자 수입자동차 판매， 전콰 76사의 딜러에게 공급 

JUA~ T 。T토ζ〉 13 , 382 1, 636 - 소비재 판매. 일본내 2807H(그룹 전체， 손넘 220만/일)， 해외 7 
개국에 점포개설. 

BLA~ 드llZ료 C그등 376 74 - 의류판매. 전국적 점포망 

JP사 I ’P |트 〈듣그 322 36 - 사진관련제품판매， 서비스 전국적 점포망 

RB사 튿’갇 l 트 C듣그 120 100 외자 스포트웨어， 운동화 수입 판매 
가정용 금속도낚(열쇠， 장식물 등) 수입 판매. 일본내에는 단독 

거점 독일에 본사가 있고 31개국에 거점이 설치되어 있는 초 

맨’사 같’P l 트 C그등 22 22 외자 국적 기업의 임본법인. 
동경구부 거래비율이 30%정도이고 기타 관동 및 관동이외 지 

역에 50%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광역적이다. 

메모리， IC수입， 판매. 임본 내에는 단독거점 대만에 총본사가 

MS사 Il그 l 트 c든:> 8 8 외자 
있고， 미국， 홍콩 등에 거점이 설치되어 있음. 동경구부거래비율 

이 30%정도이고， 해당현(1-꽃縣)내에 30% , 기타 관동 20%, 전 
국 20%로 비교적 도심부 의존성이 낮다. 

수탁임상검사업 전국 3，000여개의 병원으로부터 검사시료를 받 

SR사 
사업 

3, 400 350 - 아서 검사를 대행 전국 75개의 영업소플 통해서 시장관리플 

서비스 한다. 실험 및 연구논 본사와 15분 거리의 실험실에서 실시한 

다. 

RA사 
사업 

440 40 - 기업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서비스(식당， 기숙사， 운동회 등 행 

서비스 사 지원). 오사카에 영업소를 두고 있음 거래처가 전국에 분포. 

사업 
급식서비스엽 거래처쓴 전국적이고 관동지역이 매출액의 40% 

SD사 2, 749 259 - 정도 차지함. 각 지역담당 영엽부문에서 영엄 본사와 같은 지 
서비스 역 내의 본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연구소를 운영 

RIN 사업 
기술서비스. 거래선은 동경구부에 20%, 관동이외 지역에 40% , 

사 서비스 
2 2 - 나머지가 관동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광역에 걸쳐서 고르게 나 

타난다. 

도심에 본사틀 두고 있논 모기업이 제조 · 판매하는 전자 · 계측 

사업 
기기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관한 보수， 수리서비스. 동경과 지방 

TD사 
서비스 

50 20 - 의 2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도심부와의 거래비율은 20% 
미만이다. 기타관동지역이 40% 전국이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오|자 
특수펌프 전문제조판매. 주문생산. 세 군데의 지방영업소와 본 

NG사 제조 244 44 사 영업부에서 판매 지방의 생산공장과 본사， 해외의 제휴사간 
50x 에 통신을 통해서 설시간 정보교환. 

NMA~ 제조 319 78 
오|자 

자동제어기기 제조， 판매 
50x 

SMA~ 제조 260 10 - 용접봉 관련제품제조 · 판매， 동경지사 및 관동 및 동북지방 영 
엽 통팔. 수출엽무 통괄(한국， 인도， 유럽 등). 

* 총종업원과 본사종업원은 최근의 인원으로 산정 
** SM사는 동경지사.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회사개요;)i’1'"V꾼 ν F 社， 全土場會社組織圖要寶; 有價證~報告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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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규모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교외화하는 경향 

은 갖는다는 논리에 의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특정한 국지적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기 때문에， 본사기능이 굳이 여러 가지 집적의 불경 

제를 안고 있는 도심부에 입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교외화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는 것이다. 이 유형의 기업은 도심의 집적경제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오 

히려 전국， 전세계에 퍼져 있는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 구축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지적 시장정보 

를 빠르게 획득하는 것이 업무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업이 많다.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굳이 도섬에 있지 않아도 업무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로 구성된다. McCann (1995)의 개념에서， 이 기업들은 

도심의 집적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기업들이 도 

심에 집적하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집적경제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즉， 

이 기업들의 집합지역은 산업집적이 아닌 산업군집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업 

들은 도심의 집적경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집 

적불경제가 발생하면서 교외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한다. 

@ 도쉰에 주본사가 있는 경4 

도심에 주본사를 둔 광역적 시장통괄기능형 기업의 경우 모두 제조업기업 

이며， 여러 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16>). TO사와 RI사의 

경우는 해외생산 및 판매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초국적기업이다. 이들은 도심 

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교외에 제2본사 혹은 사업소를 설치， 굳이 도심에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사업부문을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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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광역적 시장통괄형기업(도심주본사)의 현황 

총종업 

원(명) 
기업 | 업종 

TO사 | 제조업 1 9 , 791 

RI사 l 제조업 112 , 865 

SK사 | 제조업 753 

도심 

본사 
종업원 

(명) 

958 

600 

49 

교외오 

피스종 

업원 

235 

800 

37 

제품 및 활동거점 특성 

섬유관련제품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첨단소재， 전 
기전자제품(중간제품)제조 · 판매. 도심에는 관리 

부문과 각 사업부문이 교외의 제2본사빌딩에는 

전자정보기재사업부를 비롯한 67H 의 사업부， 그 

리고 관련사업본부 등 본사업무와 자회사들이 입 
주. 각 사업부에서는 도심 및 전국에 대한 영 

업 · 개발 통괄을 담당. 
정밀기기， 사무기제조판매. 교외에는 소프트혜어 

관련사업부와 전자디바이스 영업부가 있음. 영업 

기획 · 통괄， 시스템 등 상품의 연구개발 기능으 

로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업무플 수행하므로 꼭 

도섬에 있을 필요성은 없음. 기초연구를 수행하 
는 연구소는 수도권의 외곽지역에 주로 입지. 

전국의 207H 영업소에서 영업. 도심에는 화성품 
사업본부가， 교외에는 건재사업부가 있음. 각 본 

부에서는 상품의 개발과 영업 통괄. 교외의 사업 

본부에서는 월 1회정도 전국출장이 있고 보통은 

전화와 메일을 통해서 정보교환.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회사개요; 강‘ -1-v~ ν F 社， 全上揚會社組織圖要뿔; 有價證卷報

告書)

서1 기업 모두 도섬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비교적 낮아 도심과의 대면접촉 

비중이 낮다. TO사와 

三죠 --, 

SK사의 일부 부서에 대해서， 도심과의 대외적 

<표 4-17>과 <표 4-18>에 나타내 었다.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대면접 

표에 

일어나지 따르면， 두 회사의 각 부서 모두 동경도 23구부에서 대면접촉은 

았으며， 전국적 범위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t:;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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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광역적시장통괄형 기업 직원 1 인으I 1 주당 대외접촉회수 

유형 

SK사 I D 

TO사 I D 

* 계산식 1주당 접촉먼도/해당부서인원 

(자료: 설문조사에 의거 연구자가 계산) 

도7=l c: I 해당현 
OO ...L.. I ~I 

구부 [

<표 4-18> 광역적시장통괄형 기업 직원 1 인으I 1 주당 대내접촉회수 

부서명 |부서기|동경구|해당현 

SK사 

TO사 

TO사 

* 계산식 1주당 접촉빈도/해당부서인원 

(자료: 설문조사에 의거 연구자가 계산) 

(단위: 회) 

겨| 

0 

(단위: 회) 

겨| 

교외의 오피스에서는 의사결정과 일반적 관리업무를 위해서 도심의 본사 

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사업부문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사업본부장 전결사항으로 처리 처리한다44) 사업본부로 구성된 경우에， 독립 

채산의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자율성은 더 강하다. TO사의 경우， 교외로 

44) To사와의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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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사업부문은 광역적 활동이라는 것 이외에 최근에 신설한 사업부문으 

로서， 교외로 이전해도 거래처로부터의 저항감이 덜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 

었다(면담조사결과) . 

나.사례분석 

@ 휴통업 JU.사 

• 기업의 개황 

1926년 三重縣에서 소매업 기업으로 창업하였다. 이후 1972년에 몇 개의 

회사를 합병하여 현재의 상호가 생겨났다. 1976년에 동경에 본사를 선설하였 

다. 1997년 현재 총 종업원 13，382명， 총 매출액 l조2천여억엔에 이르는 일본 

5대 소매업기업의 하나이다 . 

• 교외이전의 경위 

본사를 교외로 이전하기 전에는 본사부문이 하나의 빌딩에 다 입주할 수 

없어서 동경도 千代田區 神머(치요다구 간다)의 9층 빌딩에 경리인사， 총무 

등 관리부문이， 中央區 日本橋(니혼바시)에서는 상품개발， 영업 등의 부문이 

입주해 있었다. 이전 직전인 1994년에 본사의 인원은 두 빌딩 합쳐서 1 ，713명 

이었다. 이전 후에 약간 인원을 감축하여 1997년 현재 l.636명이다(유가증권 

보고서， 1998; 회사개요). 담당자는 이전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업의 성격상 전국 각지의 시장으로부터 정보를 입수，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손님의 목소리를 본사에서 직접 빠른 시간 안에 듣는 것이 필요해서， 

회사내의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것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서 본사를 집약하여 

자사빌딩에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1991년에 착공해서 1994년 

5월에 완공 입주하였다(면담조사). 

• 업무활동 흐톰 

幕張新都心의 본사 사옥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取縮投會議)가 

있고， 스랩부문， 영업담당의 영업기획통괄부와 상품담당의 몇 개의 상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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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영업기획통괄부 밑에 각 주요 지역별로 5개의 ‘캄파니’가 있으며， 각 

각의 상품본부 밑에는 각 캄파니마다 그리고 상품의 부문별로 상품부가 존재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2417~ 점포와 127~ 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또 해외에 

아시아 4개국， 미주 3개국에 진출해 있다. 미주 3개국의 점포 수는 535(미 

국， 영국， 캐나다)개 이다. 

이전 이후에 정보통선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전국의 시장과의 신속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되 었다. 

이전 전에는 전화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속도가 매우 느려서 전날의 판 

매 현황을 다음날에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 함께 위성통신시스템인 [이온네 

트]를 가동함으로써， 현재는 2시간마다 상품정보가 입수되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면담조사). 

또한 이 기업은 업무활동 영역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굳이 동경 도심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도심에서 교외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인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회사 

에서 동경으로 나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본업 이외의 일， 즉， 관련협회에 가는 일 

등이 있지만， 이는 빈도수가 낮아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주로 메이커측에서 방문 

을 하는데， 니혼바시에 있을 때는 주차장도 없어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고， 전철편 

도 그리 좋지 않아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즉， ]U사의 경우 교외에서 전국 및 해외지역의 사업을 통괄하는 광역적 

통팔기능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광역성이 강조되었지만 기획기능， 

일반관리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업무의 중추지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서， ]U사에게 있어서 동경도 23구부는 주요시장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 

전에도 도심에 입지해 있을 필요성이 매우 적었지만， 적절한 입지 대안이 없 

었으므로 도심부에 계속해서 입지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서비스업 SR.ÁJ 

.기업 개황 

1970년 6월에 창립 동경도 신주쿠에 본사를 두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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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수탁임상검사업”이다. 병원에서 환자의 검사를 할 때， 큰 병원에서는 

직접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병원의 경우는 각종 장비， 기술 등의 

문제로 검사가 어렵다. 전국 각지의 3000여 개의 병원이 주 거래처이다. 총종 

업원은 3，378명 (1995년 12월 현재)이며， 본사인원이 422명， 八王子(하치오우 

지) 연구소의 인원이 1.684명이다(유가증권보고서， 1995. 12월; 회사개요) . 

• 오피스 이전경뀌 

1981년 검사시설로 동경도 八王子市(하치오우지시)에 연구소Oaboratory )를 

개설하였으며， 신주쿠 본사의 인원이 늘어나 三應市에 일부 기능을 분리하였 

다. 八王子(하치오우지) 연구소와 신주쿠 본사 사이에 대면접촉이 매우 잦은 

데， 1시간 이상 걸려서 비효율적이었다. 두 사업장 사이에 빈번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은 검사방식의 변화 새로운 방식의 개발 등과 같은 사항이 생기면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검토하고 각 영업사원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거의 매일 만나서 회의를 하는 편이었다. 또 본사는 전국의 영업소를 통괄하 

고， 전반적 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또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간 이 

동비용， 임대료 절감비용 등을 계산해보니 약 2억엔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었 

다. 즉， 본사 업무 자체가 도심의 국지화경제 의존성이 낮으며， 시장이 광역 

적이고 교외에 중요한 사업거점이 존재한다는 점으로부터 전문적 사업서비스 

기업 본사의 교외화가 일어난 것이다(면담조사) . 

• 업무활동 흐름 

교외 본사의 관리부문과 영업본부， 업무시스템부에서 전체업무를 통괄한 

다. 검사업무는 하치오우지의 연구소에서， 영업은 전국 약 70여개의 영업소에 

서 수행한다. 각 영업소에서 병원으로부터 검사의뢰서 및 검사대상 물질을 

모아， 냉장처리 한 박스에 넣어 항공편과 트럭을 이용해서 연구소까지 이동 

한 후 검사， 검사결과는 각 영업소， 의료기관의 단말기로 송부된다. 

이러한 업무의 흐름을 볼 때， 고객과의 대면접촉은 각 영업소의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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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하며， 본사에서는 그들로부터 시장정보를 입수하여 상황에 대처한다. 

SR사 본사의 교외이전으로 교외 업무지구가 전국적 고차사업서비스업의 거 

점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다. 업무활동흐름의 모식호}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두 유형 기업의 업무활동흐름을 모식적으 

로 나타내면 <그림 4-4> 와 <그림 4-5>와 같다. 

교외주본사형의 경우， 단일 거점이 전국적， 지구적 시장통제를 수행한다. 

도심지역에는 지사， 영업소， 매장 등 직접 고객과 접촉하는 기능이 입지할 뿐 

중심적 업무활동의 근거지는 교외이다. 교외의 본사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입 

수되는 시장정보(market intelligence)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며， 정보 · 지식집 

약적 활동의 정점이 된다.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교외의 본사에서 생산을 통괄한 

다. 생산공장이 없는 유통업기업의 경우에는 외부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각 

지역의 매장， 영업소로 공급한다. 외자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해외생산에 의존 

하며， 국내에서는 판매와 시장정보의 수집，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형 

태의 업무기능 교외이전이 누적되어 교외지역이 성장하게되면， 도섬과 교외 

의 전통적인 관계가 변화할 것이다. 

한편 도심주본사형의 경우 도심과 교외간에 업무기능의 기업내 네트워크 

가 형성된다. 도심과 본사가 공히 전국적 지구적 활동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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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亡=) 지 AI. 통제 

지방 ---‘ 정보의 흐름 
....... … .. ’ 거래 

해외 

*주: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유통， 서비스업 기업의 경우는 지사 · 영업소 · 매 

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생산공장 대신 연구소， 실험실 등이 있 

다. 

〈그림 4-4> 교외 주본사 “광역시장통괄(Db)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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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I二> 지시·통제 

지방 
--낸i 정보의 흐름 

............ ~ 거래 

해외 

〈그림 4-5> 도심 주본사 광역시장통괄형(Db)기업의 업무활동흐름 모식도 

2) 국지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LK)명 기업본사 

가.개요 

“국지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LK)형”은 정보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그리고 기업용 컴퓨터를 제조 • 판매하면서 각종 기술 및 시스템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판매서비스업 컨설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 

서비스업 기업의 본사로 구성되어 있다(<표 4-19> ). 그리고 이 기업들은 주 

로 대기업에서 출자하거나 외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대기업간의 합병에 의해 

서 생긴 자회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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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국지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LK)형 기업본사의 특성 

총종업 
본사 내부 

기업 업종 
원(명) 

종업원 거래 제품 및 시장특성 
(명) 비율 

컴퓨터 
컴퓨터의 고객주문판매. 영업거점은 아직 교외 

DE사 
판매 

300 250 - 본사 1곳이고 차후에 몇 개의 지방도시에 설 

립할 계획. 전국 120곳에 서비스거점이 있음. 

AS사 
정보 

10 10 띠띠奈川縣에 50%이상의 고객이 있음 
서비A 

-

통신과 컴퓨터를 결합시킨 소프트웨어， 하드워l 

정보 
어 제조 · 판매 및 서비스. 시장은 동경 23구가 

NI사 600 600 10" 50%, 동경권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동경 
서비A 

권에 900여사， 지방에 100여사의 고객이 있다. 

영업소는 지방에 4곳 

정보 50"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지점은 지방에 2곳이 

NK^~ 서비스 
1, 500 670 

01 하 
있다. 내부거래플 제외한 거래처는 써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CEN사 
정보 

20 20 -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판매. 
서비스 

정보 
소프트워l 어 제조개발판매. 90%를 모기업으로 

UNI사 
서비스 

876 876 90" 부터 하청받아서 납품. 대부분의 고객이 동경 
권에 있음. 

엔지니어 
각종 플랜트엔지니어링서비스 및 소프트워l 어 

TS사 
링서비스 

6, 000 4890 75" 개발， 판매 외부거래 25%는 주로 정보서비스 

분야. 동경권의 비중이 높음. 

SM사 
정보 

500 247 엔지니어링 서비스 
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본사를 이전한 千葉縣내에 

MT사 
정보 

250 60 80" 
40%의 거래처가 몰려 있다. 나머지가 구부에 

서비A 10%, 전국 및 해외에 40% 분포. 광역성을 띠 
고 있기도 함. 

동경도 구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기업의 사 

사업 
업과 관련된 시장조사， 경영전략 연구， 인재개 

TR사 
서비스 

30 30 - 발 등 핵심적 경영사항을 자문하는 회사로 지 

식， 정보집약적.80%의 업무가 구부에서 이루 

어진다. 

ID^~ 
사업 

25 10 
컨설팅서비스. 거래처는 동경도 구부에 50%, 

서비스 관동지역이 전체의 75%이상을 차지한다. 

컴퓨터 모기업에 80%의 제품을 납품하고， 20%는 전 
PF사 제조·정 2, 800 680 80" 

국의 1307H 영업거점에서 판매. 
보서비스 

* 총종업원과 본사종업원은 최근의 인원으로 산정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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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80년대 이후 정보기술이 각종 기업활동에 많이 채택되면서 시장이 

확대되었고， 또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전문적 활동이 필요하게 됨 

에 따라서 이 유형의 기업이 성장하였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하나 

의 부서로 있다가， 외부시장이 확대되고 본사축소 경향에 따라서 분리， 독립 

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많은 기업들은 도심에 집적되어 있는 사무실 

들이 주고객이다. 또한 자본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룹 기업간의 거래도 활 

발하며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거래처는 동경도심을 비롯해서 일부의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고객주문에 의거해서 시스템을 개 

발하거나 각종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업무의 본질적 성격상 고객에 대한 

대면접촉이 중요하며 대규모 고객이 몰려 있는 도섬에 대한 근접성의 요구 

가 강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유형 기업의 업무특성상 도섬에서 불리한 점 

또한 많이 존재한다. 이 기업들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실내에서 시스템개발， 

연구개발 등 각종 기술적 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영업부문을 

제외한 개발부문은 비교적 고객과 대면접촉의 빈도가 낮다. 또한， 영업부문처 

럼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거래를 해오던 고객 혹은 새로 

운 고객이라 하더라도 일회적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프로젝트 

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속적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초기에 서로의 신뢰부족 

에서 오는 거래비용이 영업부문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 또한 접촉을 정보통 

신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두 경향으로부터 개발부문의 도심의 

존성이 영업부문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 

으로， 이 부문의 경우， 개발부문의 인원이 영업부문의 인원보다 많으며， 매출 

액 규모에 비해서 사무실 공간 수요가 높다. 영업부문에서 고객에 대한 대면 

접촉 의존성이 큰 것 이상으로 영업부문과 시스템개발 · 엔지니어링부문 사이 

에 긴밀한 접촉이 요구된다. 각 기능의 대외적 관계를 고려하면 영업부문은 

도섬에， 개발부문은 교외에 입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영업부문과 고객간 

의 대면접촉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영업부문과 개발부문간의 접촉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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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유형의 기능이 교외화하는 경향은 이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업종은 제3장에서도 확인했듯이 대도시 성장의 기반산업이 되 

고 있다. 성장초기에는 도섬에 집중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도심의 주 

변과 교외의 주요 업무지구로 이전， 분산되는 가운데에서 다시 집중하는 경 

향을 보인다(제3장 제 1절 참조) . 

L~. 샤려| 

@ 조국적 킴휴터제조 · 판매회사 DE.사 

• 기업개요 

DE사는 1989년 6월 처음 일본에 진출하여 1993년에 판매업무를 시작한 

초국적 컴퓨터회사이다. 주고객은 기업과 법인이며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전량 주문생산방식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사양을 구성하 

여 생산，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사는 미국에 있고， 1984년에 설 

립되었다. 세계 21개국에 현지법인이 있으며 1307R 국 이상에서 판매활동을 

별이고 있다. 현재 세계 5위의 PC메이커로 성장하였다 . 

• 교외이전경위 

영업개시 이래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서 1995년에 에비스가든플레이스(시 

부야구)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1996년 11월에 종업원이 250여명에 이르렀고， 

확대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종업원을 2배로 늘리며， 업무관련시설을 확충 계 

획을 세웠다. 이로부터 규모가 크고 공간적 여유가 있는 빌딩으로 이전할 필 

요가 생겼고， 1997년 1월 川 ú倚市의 솔리드스퀘어 빌딩으로 1 ，500평을 임대하 

여 이전하였다. 새로 이전한 본사에는 커스터머 브라핑센터45) ， 트레이닝센 

터 46) ， 라보라토리움47)을 새로 설치하였다(서면답변 및 보도자료， 회사안내서) . 

45) 손님이 직접 제품을 보고 조작해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시설 
46) 사원과 손님을 위한 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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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활동흐름 

DE사의 특징은 차별화 된 제품사양을 구비하고， 주문 후 일주일 이내에 

배달하는 고객주문형 제조업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업무활동이다. 즉 시 

장정보와 기술집약적 지식에 크게 의존한다.<그림 4-6>에 DE사의 업무흐 

름을 나타내었다. 

시스템제안 

판매 
서비스 

시잠정보 

자금/기술 
Z직 

(출처: 면담조사 및 회사개요에 의거 연구자 작성) 

〈그림 4-6> DE사의 업무활동흐름 

400 명 

위 그림에 따르면， DE사는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에서 일본， 특히 동경이라 

47) 제품사양을 결정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등의 사내 제품개발 및 외부관련회사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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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지적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본사에 시 

장정보를 송신하며， 이 정보에 입각해서 본사에서 제품을 개발한다. 세일즈맨 

은 고객에게 시스템을 제안하며 고객이 이에 응하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 

장에 생산을 지시한다. 주문 후 1주일이내에 제품이 배달된다. 

이 유형은 지식-정보집약적 기업의 업무활동 네트워크의 전형적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대도시의 교외가 이러한 산업에서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 NI 사: 지식 · 정보집약적 고차서비스업 

.기입개요 

NI사는 일본최대통신사인 NTT사와 초국적 컴퓨터회사인 IBM의 50:50 

합작회사이다. 1985년 12월에 신설되어 도섬인 치요다구의 히비야에 본사를 

두었다가， 이후 시부야로 옮겼다. 

NI사의 주된 업무는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네트워크시스템 통합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 업무내용은 고객의 문제파악， 

시스템디자인， 소프트워l 어 개발， 시스템구축， 보수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 

• 교외이전경뀌 

시부야로 이전할 당시 직원이 400명이었으나 몇 년 사이에 600명으로 늘 

어 업무공간이 부족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진 교외의 빌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시부야에 있을 당 

시는 1 ，100평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2，200평으로 확장하였다 . 

• 업믿활풍흐톰 

NI사의 거래 중 10%는 모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다. 나머지 중 80-90%의 

거래처는 동경권에 있어， 지방의 기업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도섬에 집중되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주문형의 정보집약적 제품 

을 생산 · 판매하므로， NI사의 업무는 도심부에 대한 대면접촉에 대한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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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교외로 이전한 것은 넓은 오피스공간에 대한 요구 

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외 중에서도 도심까지의 교통이 편리 

하고 멀지 않은 곳을 택함으로써 이전의 불리함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600 
디j 

교 

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도
 

A' C그 

지 닙 L 
〈그 

모
 
회
 

사
 

(출처: 면담조사， 회사 안내) 

〈그림 4-7> NI사의 업무활동 흐름 

이상 두 기업의 사례에서， LK형은 국지의존성이 강하고 기술 · 정보집약 

적 지식에 의존하는 고차의 생산자서비스를 도심을 비롯한 전국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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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다. 업무활동흐톰의 모쇠화 

이상의 설명에 기초해서 국지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LK)형 

본사의 업무활동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8>과 같다 . 

.......... \시장 .. ‘ .. 
4불꾀 
캅↓ / 

/ z볼 ?-←혈 

| 본N 戰젠 l풍[遭 
•...... /4 

...... :‘ r---\ 
/국지적 

、 시장 , 
중심도시 '---..J 

、 교오| 、 I 
IG 
I ••••••• ~ 

지시·통제 

연줄망거래 지방 

정보의흐름 -. 
시장거래 

〈그림 4-8> 국지적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LK)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 

름 모식도 

........... ~ 

계열사이거나 외국계 기업이다. 따라서 도섬의 계열 

지방의 생산공장 영업소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 

컨설팅서비스， 판매용 컴퓨터의 납품 및 시스템 

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룹 모기업 본사， 그리고 

축， 엔지니어링서비스， 

서비스업회사의 으
 」

호
 「

제조업 대규모 도심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LK형의 

구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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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 경영방식 등 

을 바탕으로 모기업으로부터 조직이 분리되어 경영과 입지에서 독자성이 커 

진다. 

이 유형 기업의 업무흐름은 제조업이나 단순 유통업기업에 비해서 단순하 

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공장， 지사 및 영업소， 연구소， 본사 등 다양한 층 

위의 조직계층이 도시체계 내에서 각 계층의 중심지에 입지한다. 이에 비해 

서 LK형 기업은 첨단의 생산자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사무실이 많이 몰려 있 

는 대도시지역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 근무하는 인력의 비중이 

높으며， 기업 내에서 각 부문간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기업의 사 

무실처럼 여기 저기 분산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긴밀한 연계를 맺 

는 것이 중요하다. 

교외에 본사를 두고 지방의 대규모 중심도시에 적은 수의 영업소 혹은 

지사를 두고 해당지역의 시장을 포괄한다. 도심의 시장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지방의 영업소， 지사 등의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은 대부분 교외의 본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교외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규모가 크다. 

3) 제조업부문의 총본사(DLFK)명 

가.개요 

제조업부문의 총본사CDLFK)형은 기업본사의 전체 주요기능이 교외로 이 

전한 형태로， 도섬은 단지 국지적 시장으로서 존재한다. 이 유형은 기존의 도 

심과 교외간의 분업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교외에서 도심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며， 교외지역에서 최고수준의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이 유형 

의 특정은 내부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섬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영 

업부문까지 교외의 본사빌딩에 통합하며， 기술 및 상품개발관련 업무의 대부 

분 혹은 일부분을 포괄하고 있다C<표 4-20> )는 점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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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제조업부문의 총본사(DLFK)형 

총종업원 
본사 

기업 업종 
(명) 

종업원 제품， 시장 및 활동거점특성 

(명) 

시계， 정보관련기기， 계측기기 등 하이테크 관련제품 

SE사 제조업 6, 000 2, 250 의 제조， 판매. 총 107>> 국에 15개의 관련회사를 두면 

서 생산과 판매업무를 초국적화. 

가정용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초국적기업. 본사 

NV사 제조업 12, 491 593 
부문에서는 기획， 영업통괄， 개발기능 등 주요 업무 

전체를 담당하며， 각 지역단위의 영업소 등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 

KZ^~ 제조업 1. 578 254 
유체제어기기의 제조판매. 해외 5개국에 생산거점을， 

4개국에 판매거점을 두고 있음. 

교량， 철구조물， 철탑등의 제조， 시공 거래처는 관동 

이외의 지역에 70%가 있어서 매우 광역적이다. 본사 

SKU사 제조업 390 70 를 이전한 千葉縣에 공장이 있다. 동경과 오사카에 
지사를 두고 있고， 각 지역의 광역도시에 영업소를 

f-Jl <U%. 
액정용 ITO막 등의 제조판매 거래처가 도심에는 

GM사 제조업 735 50 
5%에 불과하며， 관동이외의 전국에 50%가 있어서 
광역의 시장을 가지고 있음. 도심에 R&D센터가 있 
n。.

* 총종업원과 본사종업원은 최근의 인원으로 산정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호|사개요; 유가증권보고서) 

나. 사례: 조국적기업 SE.사의 그룹 접체기능 교외화 

.기업개요 

SE사는 1881년에 시계소매상으로 시작하여 1892년 시계를 제조하기 시작 

하였고， 1937년에 근대적 기업으로 탄생하였다. 이후 손목시계를 제조해 오다 

가 1970년대에 사업다각화를 꾀하여 정보관련기기， 전자부품， 계측기기， 공장 

자동화 등 하이테크 분야로 진출하였다. 총 종업원 6，000명， 연간매출액 2,000 

여 억 엔(1997년 3월 결산)에 이 른다 . 

• 이전경위 

23구부 CBD의 주변지역 카메이도에 본사빌딩이 있었으나， 사업환경이 변 

화하면서 사업거점에 대한 요구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래서， 기존 본사빌딩 

의 관리기능， 영업기능과 함께 동경과 千葉縣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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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千葉縣의 松戶市-習志野市 등의 제조거점에 병설되어 있던 연구부문을 

1993년에 마쿠하리의 신축 본사빌딩에 집약하였다. 이로서 각 기능간의 연계 

를 활성화하여 사업활동의 효율화를 꾀하였다(면담조사) . 

• 입무활똥흐톰 

SE사는 幕張新都心의 본사를 정점으로해서 千葉縣과 靜剛縣(시즈오카켄) 

에 4개의 생산관련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117R 도시에 지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다. 해외에는 아시아에 117R , 구미에 127R 의 관련회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에 두 곳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이다. 교외 

선축 본사에는 6개의 관련회사가 동경도 23구부와 千葉縣으로부터 이전해 왔 

으며， 이전 이후에 6개의 회사를 신설하였다(<표 4-21>). SE사는 본사기능 

의 일부를 외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확대가능한 영역을 

찾아서 사업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교외 본사는 이처 

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분야를 효율적으로 통괄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본사를 도섬에서 교외로 옮기면서， 주변의 생산사업장에 있던 연구개 

발 부문을 본사오피스로 집약한 것 그리고 관련회사들을 본사에 집약한 것 

은 그룹 내 각 기업간의 조정비용을 줄임으로써， 집적효과를 얻고 사업을 다 

각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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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SE사의 교외 본사건물로 이전하거나 신설된 관계회사 내역 

연번 설립넌도 업무내용 

1 1982 종합빌딩 유지보수 

2 1988 건불， 설비， 임대사업，빌딩관리전반， 에너지절약공사 등 

3 1987 
매뉴얼， 카탈로그 등의 기획， 제작， 광고， 시디롬， 인터넷콘텐츠 증 

의 전자서류 작성 

4 1987 경리사무의 대행 및 컨설팅 

전자사서， 휴대정보단말기， 퍼스텀주변기기， 스핀들모터， 초음파모 

5 1985 터등의 판매， 사원식당， 매점， 기숙사 등의 관리， 보험， 부동산 중 

6 1994 컴퓨터 주변기기의 설계， 제조， 판매 

7 1996 컴퓨터네트워크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8 1996 무선통신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9 1983 
방사선측정기기， 이화학계측기기， 전기화학기기의 개발， 제조， 판 

매， 수입기기 판매 

10 1997 
하드디스크 부품， 마이크로모터 및 마이크로모터 부품의 개발， 제 

조 판매 

11 1984 능동형 자기수축장치 및 응용제품의 제조， 판매 및 기술서포트 

12 1997 인사， 총무관계의 제도운용， 관리， 서비스 제공 
(자료: 회사안내 및 설문조사) 

SE사 교외본사건물에는 SE본사부문 인원이 1.350명이며 관계회사의 인원 

이 900명으로 총 2.25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본사의 업무 

부문에서 증가율이 높은 기능은 연구개발 부문이며， 정체 · 감소하고 있는 부 

분은 영업부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설문조사결과)， 최근 제조업의 소프트화， 

지식산업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교외 본사에 각 기능이 집약되고 

있다. 

다. 업무휠통흐톰의 모쇠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부문의 총본사(DLFK)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 

름을 모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 형태는 관리기능， 영업기능， 개발통괄기능 

이 모두 교외의 본사오피스에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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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도시 

지방 I파 지시·통제 

---. 정보의흐륨 

해외 ........... ~ 거래 

‘ 

〈그림 4-9> 제조업부문의 총본사(DLFK)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4) 기획 • 관리(KG)명 본샤 

도섬에 있던 본사기능 중에서 영업관련기능을 제외한 기획 · 관리기능을 

이전한 기업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 기업의 활동에는 기술집약적， 전 

문적 지식을 사용하며 기업활동의 전반적 내용을 관리한다C<표 4-22> ). 기 

업의 기능 중에서 가장 대면접촉의존성이 높은 영업(통괄)기능은 도섬에 그 

대로 잔류시킨다는 점이 이 유형 기업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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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기획 · 관리(KG)형 기업본사의 특성 

기업| 업종 

JB사 | 제조업 

DP사 | 제조업 

AM사 |보험업 

효조어 | 본사 
。 0 1::1종업원 

원(명) I I (명) 

1, 229 108 I 

제품 및 시장특성 

컴퓨터(IBM제품) 판매 및 프린터， 소프트혜어 

의 제작， 판매. 제조업기업이기는 하지만 판매 
제품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설치， 사후관리 업무가 많아 영업관련 부문은 
도심에 남아 있는 등 각 시장의 중심지역에 

입지. 해외영업부문도 도심에 같이 있음. 

45 

의약품의 수입， 제조 판매. 전국의 병원， 임상 

검사회사， 연구기관， 대학 등이 거래처. 처음에 

느 전체가 이전해왔다가 영업부문만 동경으로 
20 I~ 

되돌아 감. 거래처는 동경을 중심으로한 관동 

1, 547 I 1, 200 

지역이 약60%를 차지. 동경을 비롯한 지방 4 
곳에 영업소가 있음. 

본사기능 중에서 도섬에서 대면접촉의존성이 

높은 영업본부만을 남겨놓고 기획 · 관리 · 업 
무지원기능을 교외로 이전한 경우. 도심의 영 

업부문은 주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함. 개인 

고객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판매대리점 조 

직이 담당. 

* 총종업원과 본사종업원은 최근의 인원으로 산정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회사개요; 강、 1 -v=e ν F 社， 全上뿔會社組織비뻐要훨) 

기 획 관리 (KG)형 본사를 중심 으로 한 업 무활동 흐름을 모식 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교외의 본사에서는 전반적 경영방향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각종 업무활 

동을 지원하며， 도심의 영업부문에서는 도심의 국지적 시장， 나아가서 광역시 

장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괄한다. 이것은 영업부문이 기획 · 관리기능에 비해 

서 도심의 대면접촉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입지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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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도시 

지방 

해외 

〈그림 4-10> 기획 · 관리(KG)형 본사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5) 기술 · 정보집으<<CK)명 사업부문 

가.개요 

이 유형의 기능분업은 주로 초국적 활동을 하는 제조 · 유통업체의 제품기 

획， 개발， 기술담당 사업부문의 교외이전에 의해서 발생한다. 한편， 도심의 다 

른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영업부문은 도심에 잔류한다는 점이 공통적 특징이 

다. 그리고 기업의 상징적 의사결정기능인 관리기능은 도섬에 남아 있는 경 

우도 있으며， 교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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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는 영업을 통해서 얻은 시장정보를 교외의 오피스로 전달하며， 

교외에서는 이 정보를 지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거나 기존의 

제품을 개량한다. 또 교외의 기술부문에서는 도심의 영업무문의 활동을 받아 

서， 고객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기능분업에 의해서 도심과 교외간에 긴밀한 업무흐름 

이 형성된다. 기존에， 본사지원부문의 교외화현상을 설명하는 이론과는 달리 

도심보다는 교외의 직무가 더 지식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이다. 따라서， 기 

능이나 지식 · 정보사용의 측면에서 도섬업무와 교외업무간의 수춘차이는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유형의 기업별 현황과 시장 · 제품 및 거점의 특 

성 은 다음 <표 4-23>과 같다48) 

48) 이 기업들 중에서 마지막의 ss사는 한국에서 투자한 연구개발을 전문으로하는 기업 
으로서， 주본사가 도심에 있지 않지만 이 유형에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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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기술 • 정보집약(CK)형 사업부문 교외 이전기업 현황 

총종업원 
교외 

기업 업종 종업원 시장 및 제품륙성 
::rι-

-/k「

중장비제조， 플랜트건설 등. 교외의 오피스는 기술센 

MIT^~ 제조업 46.272 1. 100 터로 설계， 엔지니어링 등 기술적 업무 담당. 도심에 
서는 일반관리와 영업담당. 

500 
교외 사업장이 여러 곳에 배치됨. 통신장비， 컴퓨터 

FU사 제조업 46.795 1.500 
제조판매. 교외에서는 세계적 생산 및 연구개발활동 

의 조정， 통제 및 해외영업. 도심에서는 국내영업통 
11.000 

괄 및 일반관리 

ME사 제조업 5.235 320 
과자류， 의약품 제조， 판매. 교외오피스는 의약품부 

문의 연구개발 등이 중심업무. 

제철회사로는 세계최초로 LSI 부문을 생산(990). 교 

외의 사업부문은 관련제품의 개발과 고객의 개발， 

KW사 제조업 11.000 200 설계 등에 관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 
래처는 해외50% ， 일본 전국에 50%로서， 광역적. 

주본사는 동경 도심에 있다. 

가전제품 판매. 일반관리부문이 주로 교외에 있으며， 

CN사 유통업 8.179 956 일부는 도섬에도 있음. 도심과 교외에 각각 제품별 
사업부가 나누어져 있다. 

제조· 
문구류 제조 · 판매 교외오피스는 마케팅본부. 제품 

PL^~ 1.300 200 의 기획， 생산통제， 물류를 담당하고， 도심에서는 영 
유통업 

업 및 일반관리업무. 

서비스 
한국의 가전제품생산자인 S사의 해외연구소. 도심에 

서 전체를 교외로 옮겼다. 일의 80%가 해외발주이고 ss (연구 50 50 
20%가 일본 국내발주. 계열연구소이기는 하지만， 독 

개발) 
자적 서비스업 기업으로 존재한다. 

* 총종업원과 본사종업원은 최근의 인원으로 산정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회사개요; 강‘-1'-V-'E ν F 社， 全上場會社組織圖要훨; 有價훌훌!h 

報告書)

나. 샤려1: 지구적 생삼통제기능 및 해외영업기능의 충추(FU.사) 

.기업개요 

1935년에 설립되었으며， 세계굴지의 통신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 

디바이스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千代田

區 마루노우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본점은 川|倚市의 中原(나카하라)공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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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총종업원 46.795명(1997. 3월 현재) 연간매출액이 3조1천억엔 

(1997년 3월 결산기준)에 이르고 있다 . 

• 업무기능의 교외화 경위 

FU사의 업무기능 교외화 경위는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첫 번째는 교외사업거점의 역할 강화이다. 외형상 이전의 흔적이 나타나 

지는 않지만，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지구적 통제 및 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 

교외의 비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7년에 기업의 발상지였으며， 

주요 생산기지였던 川 w숨市의 나카하라(中原)공장에서 생산설비를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고 이 지역을 지구경제시대의 생산 및 판매네트워크의 거점으 

로 삼았다. 이 곳에서는 전 지구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제품기획， 연구개발， 

생산활동을 통괄하고 있다. 이 것을 위해서 1988년에 20층 규모의 인텔리전 

트빌딩(技術新洞)을 건설하여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담조사 및 안 

내자료) . 

’영 

〈사진 4-1> FU사 中原工場내 技術新陳 전경 (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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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FU사의 中原I場내에 있는 기존에 생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전경(1998.6. ) 

- 지금 이 건물에서는 생산은 하지 않고 시제품의 제작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4-3> FU사 中原l場의 출근모습(1998.6) 

- 앙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모습: 이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산직이 아님을 짐작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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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1994년에 몇 몇 부문의 교외이전이 일어났다. 지구적 단위에서 

판매활동을 통괄하는 통신해외사업본부와 국제영업본부가 본사빌딩으로부터 

川뼈市의 中原공장으로 이전하였다(약 500명) . 그 이유는 “1993년 3월 결산에 

서 적자를 기록 전체적으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해외영업부문 

은 굳이 도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면담조사)"이다. 기업 전 

체적으로 이 부문은 다시 1997년에 川 ú倚市의 川 ú倚역 근처의 솔리드스퀘어 빌 

딩으로 이전하였다. 그 이유는 “川뼈 공장의 경우， 동경에서 오려면 열차를 

한번 바꿔 타야 하며， 외부손님이 방문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면담 

조사)"이다. 또한 법무 지적재산권본부가 동경과 中原공장에 양분되어 있다 

가 中原공장으로 통합되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신설되는 부문을 교외의 사업거점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다. 생산시스템본부， 캐드본부， 종합비즈니스시스템개발본부， 네트워크비즈니 

스본부， 영업점 · 점포비즈니스본부， ITS사업추진본부， 멀티미디어콘텐츠추진 

본부 등이 中原공장에 선설되었다. FU사의 경우는 제품생산주기가 짧기 때 

문에 제품기획， 연구개발 부문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상당부분이 

동경권에 집중되어 있다. 동경권의 여러 사업장 중에서도 中原공장이 그 중 

추로서 역 할을 하고 있다 . 

• 업무활동 네트꿔크 

FU사의 업무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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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FU사 업무활동의 기능별 지역별 구성 

기능 위치 부서 인원 

일반관리 도심(마루노우치 본사 
경영기획실， 비서실 등 3실 7부 약 300인 

기능 빌딩) 

산업영업본부， 官公需영업본부， 

국내영업 도심(마루노우치 본사 금융영업본부， 등의 거래처별 영 
약 1500인 

톰괄기능 빌딩) 업본부， 그리고 동경지역 영업본 

부(전국 6개의 영업본부가 있음) 

해외영업 교외(川~倚솔리드스퀘 
통신해외사업본부，국제영업본부 약 500인 

기능 어빌딩) 

제품기획， 
나카하라공장 / 각 제품분야별 핵심 사업부문/컴 약 11 ，600인 

연구개발 및 
생산톰괄 남다마공장 

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약 2，200인 

동경도 구부의 주변， 가마타 2,800 

소프트웨어 교외 등 시스템라보라 
시스랩본부 

인/ 마쿠하리 

개발 토리(카마타， 에비스， 1 ，500인 등 

幕張신도심) 

국내영업 
마루노우치 본 

기능 
각지방 각 영업본부 및 지점， 지사 사인원을 합쳐 

서 약 9，000인 

생산기능 
수도권， 중부권의 107ß 

제조 약 20，000인 
공장 

아시아 36개， 구미 56 
해외거점 개의 오피스 및 자회 생산， 판매， 개발 

사 

(자료: 유가증권 보고서 (1996) 및 면담조사에 의거 연구자 작성) 

이 표에 의하면 FU사의 각 기능이 동경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등 지식집약적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그 생산 및 제품개발의 중추로서 교외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도심의 주된 기능은 영업기능이다. 일반관리부문은 일반적으로 

상징적 본사기능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제품주기가 짧고 시장이 차별적 

으로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역할은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 

사장이 반 이상 中原(나카하라) 공장에서 근무를 하며， 각 사업본부장들의 회의도 

이곳에서 열린다. 실제로 도심의 본사에서 하는 역할은 종이상의 경영에 불과하며， 이 

곳(나카하라공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활동이 다 이루어진다(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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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사의 경우， 도섬은 일반관리-국내영업기능의 거점으로 상징적 본사기 

능을 하고 있으며， 교외는 지구적 차원에서 제품의 기획， 연구개발， 생산관리 

를 통제하며， 해외의 모든 영업활동을 통괄하는 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추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의 특성은 국지성， 일반적 지식， 소비자와 대면 

접촉에 의존한다면 교외에서는 도심과 전국， 세계 각지의 영업단위에서 얻은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제품에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즉， 광역성， 정보통신의 

존성， 기술-정보집약적 전문지식에 의존한다. 

다. 업믿활동흐름의 모쇠도 

이상의 설명에 의거 ‘기술 · 정보집약기능(CK)형 사업부문’ 이 교외로 이 

전하여 형성된 업무활동 흐름을 <그림 4-1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도 

섬과 교외간에 긴밀한 업무협력관계가 존재하며， 도섬 교외 두 지역 모두 광 

역적 기업활동에서 결절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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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그림 4-11> 

교외 

지방 c=> 
---. 
.......... ~ 

지시·롱져| 

정보의 흐룡 

거래 

기술 • 정보집약적 기능(CK)형 사업부문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6) 광역적 업무관리기능(Dm)명 

과여처 
。 II 업무관리기능형은 보험회사의 제2본사에 해당한다. 교외로 이전한 

기능은 부동산부 검사부 고객관리부 등으로서 전국적 관리-대고객활동을 수 

행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본사와 제2본사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진다. 또한 도섬본사에서는 도심의 국지적 시장과 광역적 시장에 입지한 영 

업소를 통괄한다. 이 경우에 도심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교외에 일부 업무기 

능이 이전된다. 

사례기업인 일본계 보험3사가 1997년 현재 교외의 제2본사빌딩에 입지시 

키고 있는 기능의 목록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업무기능 교외화가 단지， 업무지원기능의 이전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상적 기능의 교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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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대면접촉의존성이 적은 기능 및 부동산부 검사부와 같이 전국을 대상 

으로 하는 업무기능들을 이전시키고 있다. 

〈표 4-25> 보험업 3사의 교외이전기능 현황 

TK사 AS사 MI사 

장소 마쿠하리신도심 다마뉴타운 치바뉴타운 

인원 및 
800명 

1 ，000명 
1 ，800명 

(도심 본사벌딩， 치바영업 (도심의 본사빌딩 및 나 
이전장소 

소) 
(도심의 본사빌딩) 

카노 전산센터전체 이전) 

부동산부/검사부/해외경 

리부/CS판매제도업무부 기업보험관리부/계 부동산부/검사부/수도권 

구성부서 리스크메니지먼트 업무부 약서비스부/의무부 
총무부/동경 업 무본부/수 

도권업무본부/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부는 다마뉴 정보시스템부 

1 님-

타운에 있음) 

광역적 관리업무 및 도심 광역적 관리업무 및 광역적 관리업무 및 지역 

성격 에서의 대면접촉 비의존 도심에서의 대면접 관할업무， 도심에서의 대 

적 업무 촉비의존적 업무 면접촉비의존적 업무 

(자료: 면담조사) 

이상에서의 설명을 토대로 이 유형의 업무활동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내 

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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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I수 지시·통제 

----. 정보의 흐름 

........... ~ 거래 

〈그림 4-12> 광역적 업무관리(Dm)형 기업의 업무활동 흐름 모식도 

채3절 소결 

이상에서 동경권에서 도심과 교외간에 새로운 형태로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분화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럼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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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기능 유형 및 기업의 성격 

광역시장통괄(Db) 형 본사 

국지시장의 정보·엔지니어링 
서비스(LK)형 본사 

제조업부문의 총본사(DLFK)형 

기 획 ·관리 (KG)형 본사 

•]

i 기술·정보집약(CK)형 사업부문 

강그 
~ 

광역적 업무관리(Dm)형 업무부문 

양그 
~ 

본사지원기능(CR)형 업무부문 

E그 주본사 ... 정보흐름 

•••• ~ 거래 

….~ 지원·보조 

0: 광역기능 
L: 국지기능 
F: 대면접촉의존 
C: 통신대체가능 

K: 정보·지식집약기능 
G: 일반적 지기능 
b: 시장통괄 
m" 업무관리 
R: 일상업무 

亡그 본사일부 

덕>지시，통저| 

〈그림 4-13> 대도시권에서 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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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기능 

영업통괄및 국지 
영업 (LF) 부문 

영업통괄·국지영업 
및 관리 (LFG)부문 

영업통괄·국지영업 
및 기획，관리 
(LFGK)부문 

대부분의 본사기능 



위 그림에서 대도시권에서 도심업무기능의 공간적 분화양식을 잘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는 본사기능 전체가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총 54사례 중에서 전체 이전 기업이 36사， 일 

부이전 기업이 18사로서， 전체 이전 기업이 더 많지만， 기업의 규모는 일부 

이전 기업이 경우가 더 크다. 즉， 중소형 기업은 본사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기업의 경우는 기능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를 분리해서 교 

외로 이전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교외이전기능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전문성에 관계없이 광역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 · 판 

매 · 서비스업 기업의 본사가 전체적으로 이전하거나 대규모기업의 사업부문 

중 이러한 성격을 띤 사업부문이 이전한다. 이 유형의 기업은 도심으로부터 

집적경제가 주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이 국지적인 경우에도 교외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업종이 

있다. 그것은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 · 정보집약적 고차서비스업 

기업의 본사이다. 이들은 도심의 다른 기업을 주고객으로 삼지만， 조직의 특 

성상 거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기업내 연계가 중요하고 사무실 공간 

을 다량 소비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은 외곽으로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시장과 관계없이 그 업무의 성격상 교외화하는 기업 · 부문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획관리 (KG)형 본사 기술 · 정보집약형 (CK) 사업부 

문， 광역적 업무관리부문(Dm)등이다. 이 부문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의 고 

객과 초기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능이 아니며， 시장정보를 수집가공해서 제 

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업 내에서의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기 

능이라는 점이다. 

넷째， 광역의 기능과 국지적 기능， 대면접촉과 통선을 통한 접촉， 기술집약 

적 기능과 일반적 지식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교외에 통합하고 있는 기업 

(DLFK)이 있다. 이 경우는 LK형과 마찬가지로 내적 연관관계가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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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시장이 광역적이라는 점， 그리고 교외에 기존의 사업거점이 존재한다 

는 점에서 교외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본사지원기능이 교외화한 경우도 6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체 사 

례기업에서 미치는 비중이 매우 낮아서， 동경대도시권에서의 업무기능 공간 

분화의 양식 중에서 중요한 유형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에 논의되던 본사지원기능 교외화 주장을 동경권에서 그대로 

적용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업무기능 공간분화의 경향을 적절하게 이해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교외로 이전하는 기능은 기업 중에서 

광역의 시장통괄기능， 고객과 직접적 대면접촉을 하는 부문이 비교적 적은 

기술 · 지식집약적 고차생산자서비스기능 연구개발 기능 기획기능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로부터 최근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경향을 주도하는 첨단의 

업무기능이 교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고차의 서비스， 업무기능의 교외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것이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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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15장 도심업무기능의 교와이펀요민 

제4장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동경권에서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이 지 

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전기능 중에는 일상적인 본사지원기능 보다는 본 

사기능이나 생산자서비스기능 등 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업무기능의 교외이 

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기업은 어떠한 판단에 입각해서 이전요 

인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전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 1절에서는 기업이 도섬업무기능을 교외로 이전시키는 과정분석의 

기본개념을 설정하고 실제로 교외이전에 연관된 내외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기업의 교외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사 

례기업을 유형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기업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각 기업이 주어진 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해서 업무기능의 이전을 결정하 

는데 작용한 요소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각 유형별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채1 절 교왜화과정 분쩍의 기본개념과 교왜화의 내외 

쩍 조건 

1. 분쩍액 기본껴l 념 

지금까지 업무기능 입지분석에서는 기업의 임대료 지불능력(의사) 따른 

토지이용 분배 (Alonso， 1964),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른 계층적 공간분업 

(Goddard and Moris, 1976) 개념에 근거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업무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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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조직의 계층관계에 따라서 공간분업을 추구 

하여， 도섬에 의사결정기능이나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이 교외에 일상적 성격의 

본사지원부문이 입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논의의 문제점은 제2장 

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재 대도시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업무기능 

의 입지변화 경향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업무기능을 이전하는 기업은 합리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자로 존 

재한다. 기업은 목표(성장， 존속， 최대이윤， 적정이윤 혹은 만족)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것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여기서 기업을 기든스가 구조화이론에서 정의하는 행위주 

체 (agency)로 간주할 수 있다. 구조화이론에서 행위주체로서 인간행위자는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행위를 변경할 수 있는 존 

재이다. 구조화이론에서 사회， 사회적 행위는 체계와 구조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즉， 인간의 행위는 행위주체 (agency)와 구조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사회체계는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상호의존 

성이 강한 통제된 관계를 내포하며 순환적인 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구조는 

여러 종류의 체계의 집합체로서，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회귀적으로 조직된 

규칙과 자원이다. 이 구조는 사회체계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작용 

하는 매개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행위가 사회체계에 영향을 미칠 때 작용하는 

매 개 이 기 도 하다(Hauer， 1990; 이 정 만， 1997; Giddens, 1984; 인문지 리 학사전， 

1992). 

이러한 구조화이론의 논의체계를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논리적 구성은 기업의 오피스입지 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49) 즉， 행위주체인 기업은 그 자체로서 일정한 의사결정체계로서 존 

재하며， 기업의 행위뜰 구속하는 규칙과 자원은 다른 많은 행위주체들의 체 

계에 의해서 구조로서 작용한다. 

49) 이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생물로서의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간생태학의 논리적 구조가 구조화 이론의 논리적 구조와 유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이정만 1997) 행위주체와 구조 간의 관계 설정은 현대 사회과학 
에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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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기업의 업무기능 입지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은 다음 <그림 5-1>과 같이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50) 

(출처: Giddens( 1984)의 논의를 원용하여 연구자 작성) 

행위의 실행 

(구조와 주체의 

상호작용의 겉과) 

〈그림 5-1> 구조-주체 관계에 입각한 기업의 입지이전 의사결정과정 

기업의 오피스 입지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보다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어느 순간에 기업은 기존의 오피스와 입지요구간에 괴리를 느 

끼게 되며， 그 시점부터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오피스 점유 

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오피스의 속성과 오피스에 대한 요구간의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자간의 불균형은 기업자신의 변화(성장， 

발전， 쇠퇴， 다양화)에 의해서， 또는 기업외부의 구조적 여건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기존의 오피스 입지와 현재의 오피스 입지요구간의 괴리를 자각 

한 기업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주변환경의 변화 및 대안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해서， 가능한 대응양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오피스 입지를 

둘러싼 괴리가 해소되고 새로운 균형상태로 전화하게 되는 것이다51). 

50) 구조화이론의 체계-구조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문지리학사전(1992: 60)을， 인간생태 
학에서의 행위주체로서의 사람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정만(1997: 15)을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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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괴리가 해소되고 새로운 균형상태로 전화하게 되는 것이다51) 

2. 업무기능액 교외화에 앵향을 마천 내왜적 조건 

위의 도식에 따라서， 동경권에서 기업의 고차업무기능 교외화에 영향을 

미친 외적 조건과 기업 내적 조건을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 
표 5-1>과 <표 5-2>에 나타내었다.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와 1993년 이후의 시기간에는 내외적 조건에 차 

이가 있다. 즉， 제3장 제2절에서 보았듯이 1993년부터는 도심과 교외간 임대 

료{지가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진다. 또한， 경 

제는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하에서는 전자를 전반기로 후자를 후 

반기로 칭하며 시기에 따른 차이점을 중심으로 업무기능 교외화의 요인을 

검토한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업무기능 교외화에 영향을 미친 외적조건(<표 5-1>) 

은 특권적 장소이미지 · 접근성 · 업무편의성 · 성장가능성을 갖춘 교외의 업무 

지구 개발 요인이 37사(응답기업의 63.8%) , 도심과 교외간 임대료차이 31사 

(53 .4%), 도심의 공실부족， 플로어협소， 노후화 등 도심 오피스 시장의 낙후 

가 20사(34.5%)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구조 개편 및 업무 

기능 유치전략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11사(19.0%)로 나타났다. 

51) 여기서， 의사결정 주체로서 기업을 어떠한 수준에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사회과학이론에서 의사결정 주체의 행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호， 지각， 성장과정 
등에 의해서 형성된 판단기준 혹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 
는 이러한 개인들이 일정한 규율과 제도에 의해서 결합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 
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사장이 최종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은 단지 그의 선호와 취향 
에 의해서 작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직 내의 많은 개인들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조 
직에 의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본의 경우 한 개인의 판단 보다는 집 
단적 의견수렴을 중시하며 각 하부단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네트워크적， 수평적 의사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의사결정주체로서의 기업은 구조화이론에서 
설정한대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 

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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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고차업무기능 교외화의 외적 조건 

a I 도심과 교외간 임대료-지가 차이 

b |도심에 공실 부족， 빌딩 협소， 노후화 

|특권적 장소이미지 · 접근성 · 업무편의성 · 

C |성장가능성을 갖춘 교외 업무지구 개발 

d l 시장의 차별화， 광역화 

e 
방자치단체의 첨단-서비스업 중심의 산 

구조 재편 및 업무기능 유치 전략 

주1) 전반기는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 이전한 기업으로 30사， 

2) 후반기는 1993년 이후 이전한 기업으로 28사. 

(단위: 사， %) 

3) 자사빌딩을 건축하여 이전한 기업의 경우는 의사결정시기를 기점으로 함. 대개 1994 
년까지 이전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4) 복수응답에 의한 집계로 비율의 분모는 전반기 (3이 후반기 (28)는 각각 그 당시 이전 

한 기업수로， 합계는 총 이전기업 (58).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 

한편，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조건으로， 전반기에는 도 

심과 교외간 임대료-지가 차이가 21사(전반기 응답기업의 70.0%로 후반기의 

10사(35.7%)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 후반기의 중요한 특 

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구조 개편 및 업무기능 유치전략에 의한 영향 

이 9사(32.1%)로 전반기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후반기 공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는 도심에 공실부족， 빌 

딩의 협소， 노후화 등 중심도시의 오피스빌딩의 양적， 질적 문제점이다. 중심 

도시와 교외간의 임대료-지가 차이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줄어들었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오피스시장의 질적인 문제가 교외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다음으로는 특권적 장소이미지 · 접근성 · 업무편의 

성 · 성장가능성을 갖춘 교외업무지구 개발에 의한 영향 등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즉， 교외에 새로운 업무지구 개발이， 도섬으로부터 교외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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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및 입지합리화의 필요성 (12사， 20.7%) , 도심내 오피스 분산으로 인한 비효 

율성(10사， 22.2%) , 그룹 모기업 및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필요성(11사，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시기별로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에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전반기에 

는 도심내 오피스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9사 전반기 이전기업 30사 중 

30.0%) , 오피스공간 협소화로 인한 확장요구(11사， 17.8%), 도섬에 있을 필요 

성이 낮은 기능을 주변으로 이전함으로써 합리화(12사， 40.0%)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기존입지보다 유리한 오피스빌딩이 

개발됨에 따른 입지합리화(7사 25.0%) 기업의 성장에 따른 오피스공간 확장 

요구(11사， 39.3%) , 업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5사， 17.9%) , 지주회 

사 · 거래처와 관계유지 필요성 (6사， 2l.4%)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에서， 업무기능 교외화가 제3장의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각 기업의 조건과 결합되어 행동 

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도로 교외업무지구가 건설됨에 따라서 교외이 

전이 촉진되고 있다는 것을 외적조건의 작용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러한 외적 조건과 기업내적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도심업무기능의 교외이전 

이 일어나고 있다. 

체2절 업무기능 이전유형구분 및 유형뿔 특생 

1. 유형구분 기준액 실쟁 및 구분 

1) 휴명구분의 기준설정 

제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업무기능 교외화 요인에 대한 설명방식은 

교외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 

반적 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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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형구분의 방식에 

의해서 구체성과 보편성을 절충해서 교외이전 과정을 이해할 필요성이 생긴 

다. 

기업의 업무기능 이전에는 각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 

한다. 기업의 업무기능 이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유 

형구분을 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일반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외화과 

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 차원에서 전체 기업에 적용되는 업무기능 교외화의 요인은 기업의 

존속， 지속적 이윤의 확보일 것이다. 유형구분은 이보다는 구체적 수준의 기 

준을 선정해야 가능해진다. 여기서 교외화를 일으킨 여러 요인 중에서 각 기 

업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유형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 

다. 그러나 앞의 <표 5-1>과 <표 5-2>에서 살펴본 “기업의 이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형구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요인이 지배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여러 가지의 요인을 고려해서， 

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득실을 따진 후에 이전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 

다. 여러 개의 요인을 병렬적으로 고려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에서 기업이 

얻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점 즉 이전의 제 1목적’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 업무기능의 교외화와 관련된 기업내외적 조건이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 시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해서 

유형구분을 실시한다. 

2) 휴명구분의 절차 

도심업무기능의 교외이전 유형구분을 위해서 우선 ， 587R 사례 기업의 도 

심업무기능 교외이전에 작용한 요인들을 하나 하나 검토해서， 이전 요인의 

조합과 이전의 주요 목적을 도출한다. 그 결과 나타난 유형을 1차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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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으며，<표 5-3>에서와 같이 l07~ 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5-3> 업무기능 이전요인의 조합에 따른 사례기업의 1차구분 

구분 
이전요인의 조합 이전의 해당기업 

내적요인 외적요인 주요목적 갖t1 루 

도심사무실 임대료상승 
확장 및 

사무실 협소화 교외에 호조건의 사무실 지 
비용절감 

8 5 
구， 빌딩/부지 개발 

사무실 협소화， 도심에 자사 
도심-교외간 임대료차액 증 

나 빌딩 소유 및 이전가능 부서 
대， 교외에 성장가능성이 높 지대차액 

5 
의 존재 

으며， 업무조건이 갖추어진 수입화 

빌딩부지 개발 

도섬에 사무실부족. 확장가능 

다 사무실 확장요구 교외에 양질의 업무지구 개 성및통 3 

발 합유지 

라 사무실 확장요구 개발업자， 지자체의 입주요구 
안정거점 

1 
구축 

비용절감요구 도심-교외간 임대료의 차이 비용절감 3 
도심입지의 비합리성 자각 

(익명성， 벌싱의 열악함， 사 도심-교외간 임대료차이， 교 
입지합리 

업장의 도심-교외 분리로 인 외에 양질의 업무지구개발， 
화 

1 6 
한 비효율， ) 및 더 좋은 입 
지대안 발견 

도심사무실분산으로인한 비 도심임대료 상승 및 공실부 
통합거점 

사 효율성으로 집약필요성 족， 교외에 적절한 사무실/부 9 1 
지 등장 

구축 

아 
경영， 연구개발， 정보거점 마 교외에 양질의 업무지구 개 정보거점 

2 
련 발 구축 

자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개발업 임대료차， 기존사무실의 협소 기존관계 

2 
자의 입주권유 화 유지 

차 
업적악화로 인한 절대적 비 임대료차， 개발업자， 지자체 

구조조정 5 I 
용절감요구 의 입주요구 

계 30 28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연구자 작성) 

위에 나타낸 l07~ 의 ‘이전의 주요목적’은 다시 서로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것 들 끼리 묶어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결과 4가지의 최종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표 5-4> ). 

첫째， 이전의 주요목적이 가. 사무실 공간 확장 및 비용절감， 나. 도심과 

교외간 임대료차액의 수입화， 다. 비용절감， 나. 입지합리화의 네 범주에 해당 

- 197 -



하는 기업은 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생겨난 기존 사무실 입지의 불합 

리성을 이전을 통해서 합리화한다. 

사무실 확장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성장으로 더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도심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이 

전의 주요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즉， 임대료가 저렴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교외의 새로운 업무지구로 업무기능을 이전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사무실 확장을 도모한다. 

<표 5-4> 저11 차분류의 단순화 결과 

(단위: 사) 

초|종유형 
기업수 

쩌11차분류에서 이전의 주요 목적 
겨| 전기 루기 

가. 확장 및 비용절감 
나. 지대차액수입화 

합리화형 28 17 11 
마. 비용절감 

바. 입지합리화 

다. 확장가능성 및 통합유지 
라. 안정된 활동거점구축 

통합·정보거점구축형 16 11 5 
사.통합거점구축 

아. 정보거점구축 

자. 기존의 연줄망관계 유지 연줄망형 9 2 7 

차. 구조조정 구조조정형 5 5 

겨| 튿g30 1-- 28 

도심과 교외간의 임대료 차액을 수입으로 얻으려는 기업은 모두 도섬에 

자사빌딩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도심에서 임대료가 상승하자 교외의 성장 

이 유망한 업무지구 혹은 자사보유토지에 빌딩을 건축해서 본사 전체 혹은 

일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도심의 빈 공간은 임대를 주는 경우이다. 이로써， 

도심과 교외간의 임대료 차액을 수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비용절감형은 이전에 따른 임대료 차액을 절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입지합리화의 경우는 도섬입지가 절대적， 상대적 기준에서 효율적이지 못하 

다고 판단되거나 더 좋은 입지대안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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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네 가지 경우는 모두 주어진 비용으로 가장 합리적인 입지지점을 찾 

아서 나가는 입지행위로 볼 수 었다. 따라서 합리화형의 범주로 묶을 수 있 

통합성유지， 라. 안정거점 

공통된 속성은 기업의 

통신네트워크의 거 

거점으로서 교외지역 

기업은 통합 · 정보거점구 

둘째로 이전의 주요 목적이 다. 확장가능성 

구축 사. 통합거점구축 아. 정보거점구축인 기업에게 

기능을 통합하고， 원거리 사업장과 시장에 대한 첨단 

구축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및 연구개발의 

을 활용하고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 네 범주의 

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
 

-f 
<

다. 

각 

À1 걷L 
0 2. 

비용측면에서 혹은 입지의 외적 조건의 합리화를 추 

공간조직적 측면에서 합리화를 추구한다. 확장가능성 

하는 경우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기업으로서， 향 

미
 

-} 
<

유형은 단지 

것이 아니라 

유지를 목적으로 

즉， 이 

구하는 

통합성 

단위면적을 가진 빌딩으로 이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도섬에 사무실이 분산 

주요 동기를 제공하고 

도심의 오피스 빌딩이 협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관 

절실하게 느낀 기업 

후 사업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로써， 각 기능간의 

때문이다. 통합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되어서，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있다. 정보거점 구축이 이전의 주요 목적인 기업은 

소，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사소유의 빌딩이 

점에서 정보통신 하부구조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있음을 

유기적 

기업은 

이전의 

이다. 안정거점 구축형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다. 

한편， 확장가능성 및 통합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통합성 유지형 

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포괄적 관점에서 보면， 통합 · 정보거점구축형과 동 

일하다. 

셋째로， 기업내 혹은 기업간에 형성된 관계의 지속적 유지를 목적으로 이 

전하는 기업의 경우는 위 두 유형과는 달리 입지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1980년대 후반에 제조 · 유통업기업이 활발하게 부동산부문으 

로 진출했다는 것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부동산부문으로 진출한 기업 

은 스스로 본사기능을 교외로 이전시킬 뿐 아니라 빌딩을 사용할 기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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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주요 대상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나 

거래처이다. 물론 이전이 보다 유리한 입지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전을 요청하는 측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전함으로서 

얻는 손해보다 큰 경우에 기꺼이 이전할 것이다. 

넷째， 구조조정형의 경우， 연줄망형과 마찬가지로 원래적 의미의 입지전략 

에 의한 입지변동이 아니다. 기업의 업적이 악화되면 다양한 자구노력이 실 

시된다. 그 중에서， 도섬에 있음으로써 눈에 띠게 이득을 얻는 기능을 제외하 

고는 교외의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빌딩이나 공장에 부설된 건물 등으로 이 

전함으로써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경비절감을 도모하게 된다. 즉， 업적이 좋은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도섬에 있다는 상징적 의미， 종업원들의 만 

족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구입하지만 업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그 

러한 요인 때문에 도섬입지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광의의 합리화 

에 속하기는 하지만， A:합리화형에 비해서는 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기업측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비입지전략에 의거한 결 

정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시기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기에 따른 구분은 그것이 오피스 이전을 이해하는데 유의 

미한 경우에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결과에 의거해서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유형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5-2> , <그림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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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구조) 

도심교외간 

임대료-지가 차이증가 

접근성，성가，업무 

편의성을 갖춘 교외 
업무지구 개발 

-도심에 공실부족 

-플로어 혈소 
- 빌딩의 노후 

시장의 차별화，광역화 

성장가능성이 높은 

오피스 지구 개발 

수=)1 기업내 조건 인식 

t펴 

도심의존성이 낮은 
기능/기업 이전 요구 

도심내 오피스분산 

---> 내부거래비용증가 

정보거점 구축 요구 

그룹의 부동산개발 

로 오피스 이전요구 

(출처: 면담 및 설문조사결과에 의거 연구자 작성) 

〈그림 5-2> 업무기능 이전유형(전반기: 1980-1992) 

- 201 -

l 亡二수 I 

Z피〉 

c=) 

c수 

대응유형 

Al: 합리화형 (17사) 

81 : 통합-정보거점 
구축형( 11 사) 

C: 연줄망형 (2사) 



외부환경(구조) 

도심교외간 

임대료-지가 차이 

전체적 경기침체 

(平成불황) 

지자체의 산업구조 

개편전략-->업무지구 

개발추진 

접근성，성가，업무 

편의성을 갖춘 교외 
업무지구 개발 

수수 I 기업내조건인식 

기존의 도심내 입지 

보다 유리한 오피스 

발견 

오피스 협소화---> 확장 
요구，통합성유지위해 

교외이전 

업종다앙화 요구 

--->부동산부문 진출 

빌딩을 개발한 
모기업 혹은 거래처의 

입주요청 

업적 악화 

--> 고정비용 삭감 요구 

출처: 면담 및 설문조사결과에 의거 연구자 작성 

〈그림 5-3> 업무기능 이전유형(후반기: 100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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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수 I 대응유형 

I걱〉 A2: 합리화형( 11 사) 

I피〉 B2: 통합유지형 (5사) 

I걱〉 C2: 연줄망형 (7사) 

亡=수 D:구조조정형 (5사) 



2. 업무기능 이전유형별 특성 

1) 휴명 · 업종벌 이접입웹 꾀모 분포 

각 유형 · 업종별로 이전인원 규모분포를 보면(<표 5-5>) A: 합리화형의 

경우 제조유통업과 서비스엽은 규모가 작으며 금융보험운송업이 규모가 크 

다. 

〈표 5-5> 유형 • 업종별 이전인원 규모 분포 

유형 

A1: 
합리화형 

A2 
합리화형 

B1: 통합 • 정보 
거점구축형 

B2 
통합유지형 

C: 연줄망형 

조
 형
 

-
끼
 
짧
 

nu 

(단위: 사，%) 

1 

28 I 13 I 7 I 8 I 2 I 58 
(48.3) I (22.4) I (12.1) I (13.8) I (3.4) I (100) 

* 이전당시 이전한 인원을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근무인원 임. 
(자료: 면담조사 및 회사개요) 

겨| 

이에 비해서 B: 통합 · 정보네트워크구축형의 경우에 업종을 불문하고 이 

전 규모가 매우 크다. 즉 B형은 대기업이거나 중규모기업 중 업무부문의 비 

중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C: 연줄망형과 D: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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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중 • 소규모의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 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2) 휴명별 업종빌 매훌액 분포 

각 유형 • 업종별로 매출액 분포를 보면(<표 5-6>) 이전인원 분포와 유사 

한 유형과 상반된 유형으로 대별된다. 

〈표 5-6> 유형 업종별 매출액 규모 분포 

(단위: 억엔， 사， %) 

유형 계 

18 
1 I (31. 0) 

10 
(17.2) 

11 

5 
(8.6) 

9 
(15.5) 

조
 형
 

-T 

챙
 

nu 

/‘ 
1 1 2 

5 
(8.6) 

12 I 9 I 8 

('2fJ .7) I (15.5) I (퍼 8) I (끽 1) 

(자료: 會社漸要， 有價證~報告書 혹은 會社總홉) 

겨| 
% 

(100.0) 

A: 합리화형과 Bl: 통합 • 정보거점구축형은 이전인원 분포와 유사한 경향 

- 204 -



을 보이며， 연줄망형과 구조조정형은 상반된다. 즉， A, B1형은 기업의 규모 

에 비례해서 이전규모가 크다. 이전을 통해서 일정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즉， 이 유형의 경우 입지이전과 기업의 경영전략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편， B2형은 기업 규모에 비해서 이전인원 규모가 크다. 따라서 이 유형 

의 기업은 오피스 이전이 A, B1형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유형의 기업 활동에서 업무기능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크기 때문이다. 또， C형과 D형은 비입지전략에 의한 이전이기 때문에， 구 

조조정형의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규모에 비해서 이전의 규모가 작다. 

이는 입지이전이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은 경우이다. 

3) 휴명별 오피스 소휴명태 볍호} 

각 유형 · 업종별로 소유형태변화를 보면(<표 5-7>)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A: 합리화형의 경우 대형 금융 • 보험 · 운송업 6사 모두 자사빌딩 

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또한， B1: 통합 · 정보거점구축형은 제조유통업 10 

사 중 8사가 임대빌딩으로부터 자사빌딩으로 이전하여 안정된 업무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전 목적을 잘 엿볼 수 있다. 한편， 구조조정형에서 자사빌 

딩으로 이전한 두 개 기업은 전부 교외의 공장 내로 이전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빌딩에서 임대빌딩으로 이전한 경우가 26건 (44.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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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유형 • 업종별 오피A 소유형태 변화 

(단우1; 사， %) 

유형 업종 
임대- 자사- 임대- 자사- 소계 | 유형계 | 자사 자사 임대 임대 

2 3 3 8 

A1: 금융보험운송업 1 :쉰꽉i꽉:~W꽉;~~~~;~~~~웠i~~핏 
합리화형 정보엔지니어링서비스 1 1 I (31. 0) 

2 

4 
A2: 

서비스 
10 

합리화형 (17.2) 
기타사업서 |스 3 

B1: 톰합 • 제조유통업 1 10 11 
정보거점 

촉형 
정보엔지니어링서비〈 1 (19.0) 

B2: 
정보엔지니어링서비스 1 

통합유지형 

제조유통업 1 2 5 

연줄망형|첩보엔지니어힘서비스 
9 

1 1 (15.5) 

1 2 
D: 구조 

융보험운송업 1 1 
5 

조정형 (8.6) 
1 1 2 

계 
17 11 4 58 

(29.3) (10.3) (6.9) (100.0) 

(자료: 면담조사) 

4) 콩관조직의 븐]호} 

유형 · 업종별 공간조직 변화를 보면(<표 5-8> , 제4장 <그림 4-2> 참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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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유형 · 업종별 공간조직변화 

(단위: 사，%) 

유형 기타|소계| 계 업종 

l 부분(다 
전체 | 

!부문)톰 
통합형| 

l 합형 

지원 

금융보험운송업 
18 

1 I (31. 0) ~;~，~ I 정보엔지니어링 
합리화협| 

’ 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제조유통업 

A2:정보엔지니어링 

합리화형 | 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1 3 

5 

2 10 
(17.2) 

1 3 

B1: 통합 • 
정보거점 

구축형 

11 

1 1(19.0) 

B2: 통합 

유지형 

1 5 

(8.6) 

C: 정보엔지니어링 

연즐망형 l 서비스 
1 

9 
(15.5) 

업
 
-
링
 

업
 -
송
 -
어
 

통
 -
운
 -
니
 스
 

유
 -
험
 
-
지
 비
 

조
 -
보
 -
에
」
 

제
 -
융
 -
보
 

그
口
 ;
섬
 

조
 혈
 

구
 칭
 

E 

조
 

2 

1 넌 5 

2 2 

71 71 291 11 

(12. 1) 1(12. 1) 1(50.0) I (19.0)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겨| 

1 

η
 

4l

‘ -
-
.
‘
、

3 

깅
 

R) -•• ‘‘ 
58 

(100.0) 

A: 합리화형의 경우는 전체이전형이 29사중 15사 분리이전형이 9사를 차 

지하고 있는 반면에 B형의 경우는 전체통합 혹은 부분통합형， 즉 도심에 분 

산되어 있던 업무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집약이전한 경우가 16사 중 12사이 

다. 특히 B1형의 경우는 11사 전부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A형과 

B형간에는 이전의 목적에서나 기업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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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네트워크의 콩2t적 범뀌 

유형 · 업종별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를 보면(<표 5-9>) 다음과 같 

다. 

〈표 5-9> 유형 • 업종별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 

유형 

A1: 

합리화형 

A2: 

합리화형 

B1: 통합 • 
정보거점 

구축형 

B2: 

통합유지형 

C: 

연즐망형 

D: 구조 

업종 

조정형 | 정보엔지니어링 
서비스 

계 

N.A. 

2 

(단우1: 사， %) 

소계 |유형계 

18 
1 I (31. 0) 

10 
(17.2) 

11 
1 I (19.0) 

2 

5 
(8.6) 

9 
(15.5) 

5 
(8.6) 

20 I 17 I 19 I 2 I 58 
(34. 5) I (29. 3) I (32. 8) I (3. 4) I (100. 0 ) 

* 초국적기업: 해외에 5곳 이상의 거점(자회사 혹은 직영 사무소， 공장 등)을 가지 
고 있는 기업 

(자료: 會社戰要 혹은 有價證卷報告書)

A: 합리화형의 경우 제조유통업과 금융보험운송업에 초국적기업 혹은 초 

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이 많다. Bl. B2형의 경우 167B 기업중 2개기업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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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초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초국적기업의 현지법인(합 

작회사)이다. C, D형은 초국적기업과 일국기업의 비중이 비슷하다. 

입지전략에 의거해서 이전한 A , B형에서 지구적 거래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구적 활동의 전개와 업무기능의 교외화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3절 업무기능 교와이전의 버용과 편익( cost-benefit) 

이상에서 이전에 작용한 제 1요인 혹은 이전의 주요 목적을 중심으로 이전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 이전에는 많은 요인들이 개입되며 기업은 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전으로 인한 득과 실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사례조사 

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업무기능의 이전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구체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 따라서 기업에게 부가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용-편익의 내용은 각 기업에 따라서 다르기 

는 하지만， 각 유형별로 일정한 수준에서의 공통점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비용-편익을 분석할 수 개념적 틀을 설 

정한 후， 각 유형별로 기업에게 발생한 중요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1. 비용-펀익액 분쩍 방법 

1) 기업의 입11를 결정하는 비용의 다양판 측면 

McCann (1995)은 기업이 군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지역 

의 동일산업의 다른 기업과 연계가 없다는 점으로부터 국지화경제 개념에 대 

해서， 또한 군집지역 내에서 다른 가구나 다른 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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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시화경제의 개념적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 의문이 강해진다. 이 

때 연구자는 지역화된 정보흐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적절하 

지 않다(McCann， 1995: 563-564)고 판단한다. 따라서 , 공간과 거 리 비 용을 다 

시 정의할 펼요가 생긴다. 

McCann은 기존의 집적경제론과는 달리，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공간과 

관련한 비용범주를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표 5-10> ). 즉， 기업활동의 군 

집 속에서 밀접한 국지적 연계가 없는 기업의 입지는 거리-거래비용 요소에 

의해서 규정되며， 이 경우에는 집적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산업군집 

(industrial clustring)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집적경제는 계층조정비용과 계층 

일치 기회비용이 중요한 부문에서만 존재한다. 

McCann의 이러한 논의와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동경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업무기능 교외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1980년대 후반， 동경 23구부에서 업무 

부문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동경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집적경제에 

의존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것은 도섬에 입지한 기업 중에서는 동경에 대한 집적경제 의존성(즉， 계층 

조정의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입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가능의 성격에 따라서， 도 

섬에서의 집적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다를 수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즉， 광역적 기능과 정보 · 지식집약적 기능의 경우에 도섬에 대한 대면 

접촉의존성이 낮았으며 오히려 전국적 지구적 범위의 접촉 빈도가 높아진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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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비용의 다양한 측면 

톡정입지에 | 
거리-거래비용 |고유한 요소비용| 계층조정비용 

효을성 
계층일치 기회비용 

비용의 선H 적비용 1 1F-l:J 우송 토지(건물)비용， 대면접촉의 기회비 
현실적 l 용， 01 동 l 용， 노동력 비용 용 
형태 통신비용 

시장 및 안정된 생산-소 안정된 생산-소 생산과 소비계층이 

생산 환경 비계층 비계층 불안정 

최적입지거 리 - 거 래 비 용 요소비용 최소 대면접촉비용 최소 
최소화지점 화지점 화지점 

제품의 

성격 

융
 객
 
준
 

금
 
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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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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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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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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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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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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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쩨
 -

산
 

한
 
조
 
관
 경
 
경
 -
자
 

생
 른
 치
 
처
끼
 
래
 
적
 
보
 -
구
 

한
 다 위
 
집
 거
 집
 
정
 -
뻔
 

사
 로
 에
 
이
 
적
 
의
 
의
 -
따
 

유
 서
 
층
 들
 지
 
정
 
적
 -
짚
 

차
口
 

。
를


m % mj 

젊
 

양
 椰빼

 
삐
 

처
，
 

출
 

|집적경제가 존재 |해당 지역의 특 
집적경제의 I~ _~ 

|하지 않음. 단순 |정한 생산투입 
형태 I:'~. ~， _~ : ~l 1..: \!- I 

|한 산업군집 |요소에 의존 

소비자에 대한 인 

접성의 기회비용 

소비계층이 빠르게 

변화 

잠재적 소비계층 

최대 지역/ 판매극 

대화지점 
고객주문제품/다양 

한 제품 혹은 서로 

다른 종류의 대인 

서비스， 소비자가 

특정 기업과 안정 

된 거래관계를 맺 

지 않는 제품(자동 

차 수리， 수도관 수 
리， 가전제품 서비 
스) 

서로 다른 생산부 

문의， 서로 다른 생 

산계층에 위치한 

기업이 집적: 시장 
의 집적경제(집적 

의 정보경제) 

따라서， 각 유형별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업무기능의 이전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접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펌의의 분춰 

오피스 입지 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Lichfield(l975, Alexander, 1979: 150-154에서 재인용)의 ‘업무기능 분산정책 

평가에 관한 대차대조표‘가 있다(<표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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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도시내부에서 업무기능 분산정책 평가를 위한 대차대조표의 내용 

그룹 비용(cost) 편 익 (benefit) 

1. 정부 
1.1 교외에 새로운 교통시설 준비 

1.1 도심부에서 피크시 교통에 
(중앙， 지역) 대한 준비 절약 

생산자 2. 지방자치체 
2.1 교외 중심 지 에 추가적 주차장 2.1 새로운 오피스 개발로부터 

준비 지방세 및 세수입 

3. 개발업자 3.1 새로운 오피스 개발 준비 3.1 오피스로부터 임대료수입 

4. 오피A 노동 
4.1 거주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 

자 
4.2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종업원 4.1 통근시간 · 비용의 절약 

의 전직 

5. 도심 주변지역 

( 01 너시티) 거 5.1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상실 5.1 재개발 압력과 혼잡 저하 
주자 

6. 교외거주자 
6.1 교외의 혼잡 증대와 안락감 상 6.1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소비자 λEE1 획득 

7.1 이전비용 
7.1 오피스 임대료 절감 

7.2 이동 및 통신비용의 증대 및 
7. 사용자 

외부경제의 축소 
7.2 직원의 생산성 향상 

7.3 직원의 상실 
8.1 대도시 중심부의 쾌적성 

8. 대도시의 인구 8.1 에너지소비 증대 i>Jλ 。L

8.2 중심부 혼잡의 감소 

(출처: Alexander. 1979 伊藏喜꿇 外詞: 152)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기능의 교외분산은 오피스 공간의 생산자로 

서 정부， 지방자치체， 개발업자 그리고 오피스공간 소비자로서 업무부문 종사 

자， 거주자， 기업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킨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주체들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이전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기업이 이전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 전체를 계산하기보다는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놓고 득설을 따질 것이다. 

입지이전 결과를 평가한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력과 사무실 임대료 절약， 

통근시간의 절약과 자동차 통근으로의 이행 (Daniels ， 1975), 분산한 오피스에 

서의 통신비용 증대 (Goddard and Morris, 1976) 등의 비용과 편익이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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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Alexander， 1979 伊購喜宋 外詞: 150). 

여기서， 기업이 이전을 통해서 절감하고자 했던 비용 범주가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표 5-12>에 나타내었다. 

〈표 5-12> 기업의 오피스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범주 구분 

비용-편익의 
비용-편익항목 내용 비고 

범주 

부동산비 토지구입-건물신축비용 고정자산증가 
초기비용‘ 

종업원의 재훈련， 교육비 
(set-up 종업원에 대한 비용 -

및 이전 보조비용 
cost) 

기타경비 기타 -

거 리-거 래 외부거래비용** 
거래처 혹은 외부기관 등 

-
과의 접촉비용 

비용 /계층 
자사， 관계회사 등 조직 내 

조정비용 내부거래비용 
부에서의 의사소통비용 

-

임대 
도심의 임대료와 교외의 임 

-
오피스 대료차액 

유지비 
소유/분양 

관리비용 및 초기투자자금 -
의 금융비 및 감가상각비 

노동력 획득비용 구인의 편의성 -

통근비용 통근의 편의성 -

장소의 상징적 의미에 의한 교외 업무공원 
장소마다 고 장소의 상징성 비용/편익 기업의 신뢰도 에 대한 영 ~ 대형빌딩의 
유한 요소비 

향 토「르λ 。4
용/면익 

자연환경편 
업무공원의 특성 

기반시설 및 
익 
공간적 확장 교외오피스의 공간적 

물리적 속성 
성 편익 확장성 

에 의한 편 
도시기반시 

익 
설의 편익 

컨벤션센터， 공원， 쇼핑몰 
업무공원의 특성 

등의 업무에 대한 영향 
, 

주 1) 초기비용 - 한 장소에 대한 초기투자비용으로 입지이전이 일어날 때마다 한번 일 

어나는 비용이다. 노동훈련이나 재훈련비용， 퇴직금， 부동산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된다. 

노동 교육이나 토지획득비용은 지역경제환경의 역사에 의거한다. 이를 Krugman(1991) 
은 정착비용(set up cost)이라고 칭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에게 이 정착비용은 해 

당 사업장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총 가동비용과 비교하면 무시할만한 것이다(McCann 

1995). 

주 2) : 내부거래비용 - 기업내에서 경영계층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관리비용， 외부거래 
비용 - 시장에서 외부적으로 수행되는 관리비용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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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 보듯이 업무기능 이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은 크게 

초기비용， 거리-거래비용(계층조정비용， 계층일치비용52)) ， 장소마다 고유한 

요소비용의 세 종류로 구성된다. 

2. 유형뿔 버용-편익 구생특정액 재념쩍 빼쩍 

1) 논의의 개요 

본 절의 제 2항에서 살펴본 이전유형별 특성에 기초해서 각 유형별 비용

편익 구성에 어떠한 특징이 존재할 지를 가설적으로 해석한 후에 이 해석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전과정을 이해 

하고자 한다. 

각 이전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외부거래비용과 내부거래비용의 변 

화이다. 물론， 초기비용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다. A: 합리화형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임대빌딩으로 이전하였거나， 자사소유 

인 경우는 대개 빌딩 전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빌딩 중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이에 비해서 B1: 통합 · 정보거점구축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사 

빌딩으로 입주하여 막대한 초기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에 따라 

서 초기비용에 차이가 있다(<표 5-7>참조). 즉 B1형은 상당한 액수의 고정 

투자가 따른다는 점에서， 경영전략상의 의미에서 A형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 

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측면만을 고려할 때， 초기비용은 고정설비투자에 해 

당한다. 이 비용 중 건물은 보통 60년에 설비는 1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되 

며53) ， 토지는 자산가치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A형 

과 B1형간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또한 장소에 고유한 요소비용은 이전유형 

52) 거리거래비용과 계층조정비용， 계층일치기회비용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경험적 
으로는 구분되기 어렵다. 즉， 이 개념들은 거래처와의 근접성을 요구하는 정도와 근접 
성이 주는 편익의 차이에 의거해서 구분되지만， 이것을 결과론적 구분이다. 따라서， 이 
세 개념은 <표 5-10>의 주2)에 나타낸 대로 외부거래비용 및 내부거래비용으로만 구 

분해서 사용한다. 

53) 사례조사(S사， 9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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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이전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유형이 어떠한 장소로 이 

전했는가에 의존한다. 이에 비해서 이전에 따른 내부거래비용과 외부거래비 

용의 변화는 이전 유형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 

기에서， 네 유형 중 C형과 D형의 경우는 순수한 입지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A형과 B형의 이전에 따른 거래비용변 

화가 가지는 이론적 의의를 살펴보고， 모식화를 시도한다. 

2) 이접휴명에 따른 기능휴명 구성 

관한 두 가지의 유형구분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유형에 

분포(<표 5-13> )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 

관련성을 

우선， 앞에서 시행한 이전기업에 

기업의 이전과정과 이전기능간의 

따른 기능유형의 

다. 

〈표 5-13> 이전유형에 따른 기능유형 분포 

(단위: 사， %) 

겨| N.A. CR형 

5 
(8.6) 

* N.A. 는 분류가 어려운 경우. 
* 기능유형의 정식 명칭은 저14장 저13절 잠조 
(출처: 연구자 작성) 

A:합리화형， 특히 1992년 이전에 이전을 결정했던 기업들의 경우에 

기능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도섬 업무기능을 교외로 이전 

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힘이 존재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 힘에 영향을 받았 

나타낸다. 또， A: 합리화형， 특히 A2형의 이전은 광역시장통괄(Db)형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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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본사의 이전이 6사로 높은 비중(60%)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는 LK(국 

지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 공급)형 3사 DLFK(제조업부문의 총본 

사)형 1사로 구성 되 어 있다. 

A형에 비해서 B형은 이전기능의 성격이 뚜렷하다. 광역시장통괄부문과 

제조업기업의 총본사형과 기술 • 정보집약적 업무부문의 기능이 B1형을 이루 

고 있고， B2형의 경우는 국지적 시장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기업이 

많다. 한편， 일상적인 업무지원부문의 이전이 주로 나타난 것은 C: 연줄망형 

과 A1:합리화형이다. 이는 기업 스스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 

거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이전을 요구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전유형과 기능유형간의 관련성을 요약하면， 1992년 이 

전에는 다양한 성격의 업무부문에 교외이전의 압력이 가해졌다면， 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광역시장을 가진 기업이나 국지시장에서 정보 • 엔지니 

어링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교외이전의 압력이 발생되 

었다는 점이다. 이전유형과 기능유형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서 

는 이 두 유형의 관계에 기업공간조직 변화를 결합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3) 기업콩감조직 볍호}와 거래비용감의 관련성 

각 유형의 업무기능 이전이 거래비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은 각 유형 기업의 공간조직 변화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앞의 <표 5-8>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A:합리화형 기업 29사 중에서 15 

사가 전체이전형이고 9사가 분리이전형에 속한다. 또， B1형은 11사 전부 전 

체통합 혹은 부분통합형이며 B2형은 5사중 4사가 전체이전형이다. 기업의 

공간조직 변화는 기존의 업무 방식에 포괄적 변화를 초래한다. 기존의 장소 

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새로운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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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거점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섬에서 교외로 이전함으로써 기업 

내， 기업간 거래흐름 및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54). 또한 그 변화의 양식은 

이전한 업무기능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여기서， 이전 및 기능유형， 그리고 공간조직 변화유형의 3자간의 관련성을 

통해서， 각 유형별 이전에 따른 거래비용의 변화추이를 개념적으로 검토해보 

기로 한다. 

먼저 각 유형의 이전기업에서 외부거래비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 

해서 살펴보자. 이전에 따른 외부거래비용 변화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주요 

고객과의 물리적 근접성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일반적 도시이론에서는 도심 

에서 멀어질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 기울기는 

기업의 성격에 다라서 다르다. 도섬에서의 멀어짐에 따라서 거래비용 증가 

가 완만하게 일어나는 기업의 경우， 도심과 교외간의 지대차액， 각종 환경적 

요인에서의 이점 등 교외의 이점이 거래비용 증가보다 클 수 있다. 이런 경 

우에 교외이전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이전 유형 중， 입지전략적 의미가 중요한 A형， Bl 형， B2형은 

그 공간조직 및 기능적 성격으로부터 교외이전에 따른 외부거래비용 증가의 

기울기가 서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거래비용 

변화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4) 이 이외에도 종업원들의 통근의 수단과 방향， 주거， 일상적 생활 등의 면에서도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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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이전유형 및 공간조직변화에 따른 기능유형 구성 

A 

B1 

B2 

14 
(31. 8) 

(출처: 연구자 작성) 

( 4 5f | ( 13 6? l ( 6 8? l ( 6 8? 1 ( 6 8? 

A: 합리화 전체이전형의 경우 15개의 기업 중 광역적 시장(Db)형 기업이 

8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Db형 기업은 합리화(전체이전)형 

의 중요한 특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시장이 광역에 걸쳐서 분포하므 

로， 교외로 이전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폭은 매우 완만할 것이다. 

A: 합리화 일부분리형의 경우， 광역업무관리 (Dm)기능과 기술 · 정보집약적 

업무부문(CK) ， 기획관리형 (KG) 본사， 본사지원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유형은 고객과 직접 접촉 빈도가 비교적 낮은 기능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고객과 직접적 접촉이 필요한 A: 합리화 전체이전형보다 거래비용 증가폭이 

더 완만할 것이다. 

B1: 통합 · 정보거점 구축형의 경우 공간조직 변화유형을 보면， 11사중 10 

사가 통합이전형이다. 이 유형은 기업내 통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전한 것이다. 도심의 고객과 직접 접촉이 필요한 유형 (DLFK， LK)이 있기는 

하지만， Db형이나 CK형과 같이 고객과 직접접촉이 그다지 필요치 않거나 통 

신을 통한 접촉이 가능한 유형이 7사이다. 따라서 Db형과 CK형을 B1형 기 

업의 대표적 이전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따른 외부거래비용 

증가폭이 역시 완만할 것이다. A: 합리화 전체이전형과 비교했을 때 이전의 

성격상 합리화형의 경우가 외부거래비용 증가폭이 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B2: 통합유지형의 경우 5사중 4사가 LK형 기업이고， 공간조직변화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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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전체이전 3사， 통합이전 1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은 도심의 국 

지적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외부거래비용 증가폭이 가장 

크다. 한편， 내부거래비용의 변화경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 

다. 

A: 합리화 전체이전형과 B2: 통합유지형의 경우는 본사내부에 국한하면， 

내부거래비용의 변화가 없다. 공간조직 변화가 전체이전형에 속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업체의 성격상 교외에 본사기능 이외의 연구소， 생산시설 등 

다른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A:합리화 전체이전형의 경우에는 교외의 

거점 근처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오히려 내부거래비용이 감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A: 합리화 전체이전형은 내부거래비용이 약간 감소하고 B2형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A: 합리화 일부분리형의 경우는 하나의 건물에 있던 사업장을 도심 

과 교외로 분리하였기 때문에 내부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B: 통합 • 정보거점 구축형의 경우는 도심의 여러 사무실에 분산되어 있던 기 

능을 하나의 빌딩에 통합하였기 때문에， 내부거래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4) 휴명별 거래비용 볍호} 차이:그분의 의의와 이접킬정 조건 

이전유형에 따라서 거래비용 변화 폭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의 측변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기존의 도시지대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섬에 

서 교외로 나갈수록 시장접근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즉， 시장이 

도심에 있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시장이 광역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본사의 입지를 이러한 가정 하에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본사의 기능적 성격과 공간조직형태에 따라서 도심 

에서 교외로 이전함에 따른 외부거래비용 변화경향을 도출하는 것은 업무기 

능 입지변화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현대와 같이 다입지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의 본사에게 중요한 

것은 여타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접근성 뿐만 아니라 기업내 사업장간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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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도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교외이전에 따른 내부거래비용의 변화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 

한편，<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섬 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 의해 

서 거래비용 이외의 많은 비용요소 변화가 수반된다. 기업의 업무기능 이전 

에는 다양한 직접적인 비용 요소들 그리고 정확히 비용으로 산출하기는 어렵 

지만， 업무기능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간접적으로 비용의 역할을 하 

는 요소들이 고려된다. 각 유형별로 기업이 업무기능 이전결정을 하는 비용 

의 구성요소와 그 조건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 <표 5-15> 이다. 

〈표 5-15> 도심업무기능 교외이전 결정의 조건의 개념적 구성 

유형 이전결정조건 

A: 합리화형 
도심요소비용-교외요소비용〉이전。로 인한 내부거래증가불+오|부 

거래비용증가분 

B: 톰합정보거점구축형 
(도심요소비용-교외요소비용)+통합 • 정보거점구측의 효과>01 전 
으로 인한 내부거래비용 증가분+외부거래비용 증가분 

C: 연즐망형 
(도심요소비용+관계유지의 기회비용)-교외요소비용〉이전으로 인 

한 내부거래비용 증가분+외부거래비용 증가분 

A: 합리화형의 경우 도섬과 교외간 요소비용의 차액이 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 내부거래비용과 외부거래비용의 합보다 클 경우에 이전할 것 

이다. 도섬과 교외의 요소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이며， 종업원의 

통근문제와 장소이미지에 따른 비용-편익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B: 통합 · 정보거점 구축형에 속하는 기업들은 도섬에서 오피스가 분산함 

에 따라 발생하는 내부거래비용과 도심에서 급등하는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 

해서 이전한다. 또한 넓고 첨단통신설비를 갖춘 교외의 오피스 빌딩에 각 업 

무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얻는 통합의 효과 · 시너지효과와 정보네트워크의 효 

율향상 또한 이들이 이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대신에 이전에 따라 

서 도심의 집적경제에 대한 접근비용(외부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 유형은 CamagnH1991)와 Aksoy and Marshall( 1992) 이 설명하고 있는 

기업조직 변화에 영향을 받은 업무기능 이전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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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기존의 종합본사의 역할이 점차로 줄어들고， 각 사업부서의 시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중요한 사업성공의 요인으로 작동하게 됨에 따라서， 각 

사업부문으로 권한이 이양， 강화된다. 종합본사에 있던 기능들 특히 마케팅과 

연구개발기능이 각 사업부단위로 이관되고 이 기능들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업조직상의 변화로 인해서 도심내부에 여러 오피스에 분산입지 

하는 것보다는 교외지역의 넓은 첨단 설비를 갖춘 빌딩으로 이전하여， 보다 

광역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개선하고 내부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연줄망형은 도심에 입지함으로써 얻는 집적이익보다는 이전함으로써， 기 

존 그룹내 관계 혹은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도섬과 교외의 

요소비용 차액의 합이 큰 경우에 이전을 결정한다. 

구조조정형은 도심에서 얻는 집적이익이 도심-교외간 요소비용 차이에 비 

해서 적거나 즉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 업적악화로 인해 

서 단기적으로 요소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절박한 경우에 이전한다. 

이하에서는 이전유형별로 이전에 따라서 실제로 각각의 비용범주에 어떠 

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검토한다. 

3. 업무기능 이현에 따른 엔l용과 편익 구성액 특성 

각 업무기능 이전유형별로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구성의 특 

성을 <표 5-12>에서 제시한 각각의 비용범주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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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소비용-뽑의 구성 변화 

요소비용편익은 이전유형보다는 이전하는 장소의 성격에 보다 많이 좌우 

된다. 유형별 차이는 각 유형에서 어떠한 성격의 장소로 많이 이전했는가에 

의존한다. 이전하는 교외의 장소적 성격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업무공원 (office park55)): 종합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업무지구로서， 

대형의 업무용 인텔리전트 빌딩이 들어서 있으며， 가로계획을 통해서 교통， 

경관 등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 공원과 같은 성격과 개방성을 가진 업무지구. 

동경권에서는 치바켄의 幕張新都心과 요코하마시의 MM21 동경도의 臨海副

都心(텔레포트 타운)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교외선개발 업무지구이다. 이 지구는 업무공원과 같이 종합개발계 

획에 의해 개발된 지구는 아니지만 일정 블록의 재개발 또는 부심개발과 같 

은 교외 중심지의 지구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 개발된 업무지구를 말한다. 

규모는 대개 계획업무단지보다 작다. 新浦安， ) 111倚사이언스파크， 港北뉴타운， 

千葉뉴타운， 新橫힘地區， 多摩뉴타운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는 교외의 구중심지나 자사빌딩/공장 입지: 대규모의 블록단위로 선규 

55) 업무공원 (office park)은 산엽(industrial)파크보다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의 성 
장 요인은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오피스기능은 CBD에 집중되어 왔다. 그곳은 도시에 
서 가장 접근하기 쉬워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빈번한 대면접촉이 필요한 활동의 자연 

스러운 입지점이 되어 왔다. 또한 도시 내에서 대인 및 전문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유일한 장소이다. 북미의 도시에서 아직도 많은 활동들은 도심이 가장 좋은 입지 
점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활동들이 교외로 나가고 있다. 업무공원의 성장은 디벨로퍼 
들의 역동적 리더십에 의존한다. 도심이 매우 비좁아졌으며， 경제적 팽창의 시대를 지 

나면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체증과 주차장소의 협소화는 오피스 교외 
화를 촉진시킨다(Hartshom， 1973, 42). 한편， industrial par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산업파크는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계획 혹은 조직된 곳이다. 이 종합계획은 산업파크 

내에에 입지한 기업들， 그리고 산업파크가 입지한 지역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도록 보 

장한다. 이 계획은 트럭과 기타 교통을 수용할 수 있고， 적절한 방벽이 있고， 최소한의 
부지규모와 토지이용 비율을 규정하며， 건축물의 공급， 경관에 대한 규제 등을 포괄하 
는 가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개방성과 공원과 같은 성격을 갖도록 함으로 
써 근련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R eport on the Dartmouth college 
Conference 0/ industrial park; Hartshom, 1973: 33에서 재인용). " 산업파크는 최소한 
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밀도로 이용되는 근련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리잡아 
야 한다. 그 경영은 파크와 공동체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디벨로퍼와 테넌트 
의 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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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혹은 재개발된 지구가 아니라， 교외의 구중심지에 건축된 빌딩이나 기 

존의 공장 건물을 신 · 개축하여 입지하는 경우이다. 

장소마다 고유한 요소비용의 항목으로는 사무실임대(구입)비용， 노동력 비 

용， 통근비용을 들 수 있고， 장소의 편익으로는 상징성으로부터의 편익， 공간 

적 확장성의 편익， 각종 도시기반시설로부터의 편익이 있다. 먼저， 각 유형 

별 기업이 어떠한 성격의 업무지구에 이전했는지를 보고， 각 업무지구 및 유 

형별로 비용-편익의 구성변화를 살펴보자. 

유형별로 입지장소의 구성을 보면(<표 5-16> ) 대체로 A1: 합리화형과 

B1: 통합 · 정보거점 구축형， C: 연줄망형은 계획업무단지의 비중이 매우 높 

다. 이에 비해서 A2형과 B2형 D형의 경우는 신업무지구나 개별입지인 경우 

가 많다. 대체로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각 유형에 대해서 장소별 요소 

비용 및 편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표 5-16> 유형별 입지장소의 구성 

가.임대료 

(단위: 사， %) 

겨| 

18 

10 

1 I 11 

2 I 58 
(3.4) I (100.0)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대료의 차이는 요소비용의 차이 중에 

서도 이전에 가장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사례기업 중 직접적인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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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 가능한 35사에 대해서 도심과 교외간의 임대료 차이를 보면(<표 

5-17>), 30% 이상 절감한 경우가 16사， 10-30%정도 절감한 경우가 14사 

(40%)로 나타났다. A2, B2형을 볼 때 전기에 이전한 기업의 절감폭이 후기 

에 비해서 크다.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실제로 동일한 빌딩 설 

비를 상정할 경우 1990년대 초반에 도심 빌딩 임대료에 비해서 교외빌딩 임 

대료는 1/3이하 수준이었다가 점차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표 3-14> , <표 

3-15> )는 점에서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합리화형의 절감폭이 여타 유형에 비해서 크며， 연줄망형의 경우는 오히 

려 비용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는 점은 각 유형벌 이전 요인 중에서 사무실 

비용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 

〈표 5-17> 교외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차이 분포 

(단위: 사，%) 

주: 자사빌딩으로 이전한 26사중에서는 이전 당시 임대료 절약비용에 대한 계산내용을 밝 

힌 l07ß사만 포함시켰으며， 임대벌딩으로 이전한 기업 중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7사를 제 

외.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나. 노동력 비용 

업무기능 교외화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논리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본 사례조사에서는 노동력 구득비용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39 

사 중에서 26사가 도심에 있을 때와 거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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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직원채용의 여건이 나빠졌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대답한 기업이 

7사이며， 반대로 6사는 오히려 지원자의 수가 늘어나 노동력의 수급이 쉬워 

진 것으로 대답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 대부분의 정규고용인력，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종합직으로서， 어느 곳이든 전근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전에 의해서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한다. 비숙련직인 경우에는 도심에 비해서， 출퇴근 거 

리가 짧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규 

모의 기업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다소 어려움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다. 장소의 상징성과 륙정 시힐에 의판 편의 

업무기능， 특히 본사기능은 기업의 얼굴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서 

기업은 경제적 관점의 계산에만 의거해서 입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구조조 

정시에 도심의 본사빌딩을 팔거나 도심의 임대빌딩에서 교외의 공장으로 본 

사기능을 옮기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에 이러한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향의 표출이 

다56) 

Archer and Smith(l993)에 따르면， 교외의 업무공원 (office park)에 업무기 

능이 집중하는 요인은 오피스공간 공급의 규모의 경제， 접근성에 대한 수요， 

기업의 대면접촉에 대한 수요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설명으로는 완전하 

지 않으며， 업무공원 (office park)의 특권적 장소이미지 (prestige)에 대한 수요 

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업무공원 (office park)에 입지하는 기업들은 빌딩 

과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혹은 그 빌딩의 시설의 질이 마음에 들어 

서， 또 다른 기업의 옆에 입지함으로써， 그 기업의 동료라는 이미지 상승효과 

56) 그 대표적인 예로， 사례기업에서 구조조정형 이외에도 최근 업적악화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닛산(日옳)자동차가 銀座의 본사사옥을 처분한 것， 그리고 ]AL이 사옥을 하 
네다공항 근처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국에 
서도 구조조정으로 삼성항공이 본사를 테헤란로에서 창원의 공장으로 옮기는 등 도심 
의 특권적 장소이미지에 대한 비용지불을 삭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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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음으로써 입지한다는 것이다. 즉， 특권적 장소이미지는 장소 마 

차지한다. 이러한 특권적 장소이미지에 대해서는 

Daniels(1979), Muller(1981), Gad(1985), Ihlanfeldt and Raper(1990) 등이 

요한 입지요인으로 다루고 있다(Archer and Smith, 1993). 

죽
 
) 

역할을 중요한 케팅에서 

특권적 장소이미지가 기업이미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8> ). 이 항목의 

중 15사(39.5%)가 교외의 업무지구로 이전함으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기업은 2사에 불과했다. 이로부터， 업무지 

특수한 편익으로서 작용하며 주로 개발주체의 

업 무공원 (office park) 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응답한 38개의 기업 

써，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구의 특권적 이미지는 장소에 

장소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창출된다. 

긍정적 

。1 느二 
λλ 」

동경권에서도 

비교적 

설문에 

(단우1: 사， %) 

듬밥편올~ A:합리화형 B:통합 • 정보 C: 연즐망형 
D: 구조 

겨| 
거점구축형 조정형 

개선되었다 10 3 2 15(39.5) 

나빠지리라 걱정했지만 
3 2 2 7 (18.4)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도심과 별 차이 없다 6 6 1 1 14(36.8) 

나빠질 것을 우려 1 1 2(5.3) 

겨| 20 11 5 2 38(100.0) 

<표 5-18> 장소의 상징성에 따른 기업 이미지 변화에 대한 평가 

(자료: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교외에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성이 향상된다든가 제품의 판매에 

하다든가 하는 점은 기존에는 도심에만 존재하던 도시화경제가 교외에도 존 

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도섬과 교외 업무지구의 장소이미지를 비교해 

때， 도섬에서 아주 높은 특권적 장소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중섬업무 

제외하면， 교외업무지구， 특히 새롭게 개발된 업무공원의 장소이미 

유리 

보았을 

지구57)를 

57) 동경의 도심부 중에서도 마루노우치， 니혼바시， 쿄바시， 긴자， 니시신주쿠 등 업무상 
업지역으로 유명한 일부 빌딩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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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중심도시의 그것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업무기능의 특성에 따 

라서 도심의 중소형 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외 업무공 

원 (office park)의 대형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가 더 크다는 것이 사례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 

도내58)에는 실제로 거래선이 적었고， 역에서 걸어서 12분 걸리는 곳이었 

으며 찾기가 어려운 장소에 있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매우 높았다. 매우 

비효율적인 장소였다고 생각한다. 호|사에 따라서， 일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 

지만， 당사의 입장에서는 동경도내에 오피스를 두는 이점이 전혀 없었다. 동 

경도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인상가치도 상당히 떨어쩌 있다. 겉모습보다는 내 

용을 중요시하는 생각이 당사에 강하기는 하지만， 동경도라고 하는 장소가 주 

는 겉모습의 가치도 헌재에는 없다고 생각한다(A사， 川騎市 솔리드스퀘어 입주). 

이로부터 지금까지는 도섬에만 존재하던 도시화경제가 교외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의 중소형 빌딩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이나 

1급 업무지구 이외의 지구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 또는 도심에서 특별히 높은 

국지화경제를 향유하는 기업이 아년 경우， 도심보다는 교외의 첨단 ‘업무공원 

(office park)’에 입지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도나 지명도， 업무편의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도심이 유 

리했으나， 안정화된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이점이 없어지고 높은 임대료만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당사의 직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젊은이들이 많 

다. 창립당시 (1974년) 종업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신주쿠의 스미토모빌딩이 가지 

고 있는 톡권적 장소이미지가 필요했다. 노동력을 잘 조달하는 것은 사업의 성 

패를 좌우하는 것이었다. 당시， 시꿀의 젊은 친구들에게 신주쿠는 선망의 대 

상이었다. 작은 회사로서는 이러한 도심의 고층빌딩에 들어감으로써， 단단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손님과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리학원율 

신주쿠 근방에 설립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마련했다. 그러기 위해서도 본사가 신주쿠에 있을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다， 신주쿠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졌고 조후에 있는 연구소와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했다. 현재는 회사가 안정화되어 있어서 조후에서도 충분히 본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곳에 연구소가 있기도 해서 이전했다(면담조사， SD사， 東京都

調布市).

58) 여기서는 동경도의 23區部를 지침함. 보통은 23구부와 다마지구를 합쳐서 ‘도내’라고 
한다. 

- 227 -



다음으로 幕張新都心 입주기업에 대해서 컨벤션센터와 대형전시장이 있음 

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18사중 8사가 일정한 이익 

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중 4사는 실제로 매출액 증가에 연결될 정도 

로 효과가 있으며， 나머지 4사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업의 이미지 향 

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유형별로는 그다지 차별성이 드러나 

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때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의한 장소마케팅전략이 도심으로부 

터 고차업무기능을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장소마케팅 전 

략에 의해서 얻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와 각종 홍보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이 잘 나타난다. 

2) 외부커래비용 및 내부거래비용의 변화 

업무기능 교외이전에 따른 외부거래비용의 변화를 보면 앞의 개념적 설명 

에서 가정한 경향들에 대체로 부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 

다. 

〈표 5-19> 오피스 교외이전에 따른 외부거래비용 변화 

(단위: 사， %) 

A: 합리화형 

B2: 통합유지형 

.0: 

겨| 
(46 칸 I (2. 2~ I (2. 2~ I (100 옆 

(자료: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표 5-19>에 따르면， A， B형 모두 외부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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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B형의 증가폭이 A형의 증가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 따라서 외부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기업은 A: 합리화(전체이전) 

형 중에서 2사에 불과하다. 이 경우는 거래처의 주변으로 이전한 기업이다. 

C형의 경우에도 외부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즉， B， C형의 경우 이전 

을 통해서 각 기능 및 부문간 공간적 통합，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의한 광 

역적 시장에 대한 가상집적의 실현， 그룹간 관계유지 등의 효과와 임대료의 

절감， 부동산투자 효과 등을 추구한다. 그 대가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도심 

의 업무집적지구에서의 대면접촉의 편리성을 희생， 외부거래비용이나 정보획 

득 비용 등 새로운 비용의 추가요인이 발생한다. D: 구조조정형도 외부거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부거래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5-20>) A: 합리화형 중 분리 

이전형은 전체의 기업에 내부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A: 합리화형 중 

전체이전형， Bl: 통합 · 정보거점구축형， B2: 통합유지형은 유사하거나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내부의 거래비용 특히 관계회사 간 

의 관계보다는 동일 기업 내부의 거래비용이 도심에 비해서 교외로 이전함으 

로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20> 오피스 이전에 따른 내부거래비용의 변화 

(단위: 사， %) 

많이 
증가 

A: 합리화형 

겨| 

(자료: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2 I 15 
(4. 4) I ( 35. 6 ) 

5 
)-44 n I---

‘ 

”I 
‘l ζ

u
 

E l
‘
.
‘
、

1 
-m 

히
 

였
 

., .. ‘ 
45 

(100.0) 

반면에 합리화형 중 전체이전형의 경우는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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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하나의 경향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합리화형의 업무기능 이전의 

특징은 다양해서， 기업의 특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줄망형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로 양극화된다. 

이것은 동일 그룹 내부에서 거래관계가 활발한 기업의 집약인 경우에 감소하 

며， 업무상 거래관계가 긴밀하기보다는 서로의 연줄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규모의 업무기능을 이전한 경우에는 내부거래비용이 증가할 것 

이기 때문이다. 

3) 조기비용 

업무기능 이전에 따른 초기비용에는 부동산 비용 종업원의 주거이전 혹 

은 이직-신규채용에 따른 재교육비용 이사에 따른 기타 경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오피스 이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비용 

이다. 기업이 자사빌딩을 신축(분양 포함)하는가 아니면 임대빌딩에 입주하는 

가에 따라서 초기비용의 액수와 이전의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표 5-7>에서 보았듯이 도심의 임대빌딩에서 교외에 자사빌딩을 새로 짓 

거나 구입(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음)해서 이전한 경우가 17사， 자사빌딩에서 

자사빌딩을 새로 마련해서 이전한 경우가 11사(일부 분양 포함)에 이른다. 이 

중에서， 임대빌딩으로부터 자사빌딩으로 이전한 경우는 주로 Bl: 통합 · 정보 

거점구축형 (8사)이며 자사빌딩에서 자사빌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A1: 합리 

화형의 금융보험운송업 (5사)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로부터 이러한 초기비용의 지출규모， 즉 소유형태의 변화는 기업의 오 

피스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다. 금융보험운송업의 경우는 업종 자체가 부동산 

투자를 중요한 자금운용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사빌딩을 신축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조업기업이 임대빌딩에 있다가 

자사빌딩을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외부거래비용과 요소비 

용 측면 이외에도 자금 운용의 방식 및 경영전략과 관련된다. 그리고， 일단 

기업이 빌딩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의 업무기능을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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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업무양식을 창출， 적응하게 된다. 따라서， 교외에 대규모 제조업기업 소유 

의 빌딩이 건축되는 것은 공간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초기비용 지출은 기업의 재정구조와 부동산전략에 따른 오피스 입지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4) 이전에 대판 기업의 명가 

한편， 이러한 이전 결과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5-21> ). 왜냐하면， 위와 같은 비용-편익의 합이 전 

체적으로 양인지 음인지를 알 수 있는 간접적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표에서， 전체적으로 이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39사(67.3%) 

이고 5사만이 불리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중 두 개 기업은 불 

리점이 매우 많아 새로운 입지대안을 모색중이며 10사는 이점과 불리점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평가이 

다. 

〈표 5-21> 유형별 이전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평가내용 

(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한 것이 

다 

(단위: 사， %) 

이전 당시에는 도심-교외간의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났으나 현재는 그것이 

축소되었고， 경기가 위축되어 도심의 오피스 공간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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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기준으로 한 평가는 이전 초기보다는 다소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 

전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기업이 많으며， 최근에도 꾸준히 이전 기업 

이 나타난다. 이 점에서， 과거에는 업무기능 교외이전의 요구가 매우 컸으며， 

현재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그 요구가 존재한 

다. 

:Q4절 소결 

지금까지 동경 도심에서 교외로 업무기능을 이전한 기업을 이전의 주요 

목적에 따라서 유형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이전에 따라 어떠한 비용과 편익 

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심에서 업무기능을 교외로 이전하도록 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그 요인에는 기업의 의도나 행위와는 직접적 

으로 관련이 없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외적 조건) 그리고 기업의 의도 

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 

산(=내적 조건)이 있다. 기업은 끊임없이 외적 조건에 대응해서 ‘생명’을 유지 

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결과 자신의 조직， 업무방식， 자금운 

용방식， 새로운 사업에의 진출과 정체사업의 정리 등 변화를 추구한다. 이 변 

화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이르는 경우를 구조재편 (restructuring) , 또 

는 재조직화(reorganization)라고 한다. 도심 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은 내 · 외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공간적 대응’이며， 그 자체로 새로운 기업의 내 

적 조건을 갖추게 된다. 

기업의 공간적 대응의 가시적 결과는 기업공간조직의 변화이다. 기업공간 

조직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원심통합(decentralized integration) ’, ‘원심이 

동(decentralization)'. ' 원 심 분 리 (decentralized separation) ’ 의 세 개 념 을 틀 수 

있다(<그림 4-2> 참조) . 

기업이 위와 같은 공간적 대응을 한 중요한 목적은 ‘합리화’， ‘통합 • 정보 

거점의 구축’， ‘연줄망의 작용 · 유지 노력’， ‘구조조정’이라는 네 가지 이유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 이 각각의 이유에 해당하는 기업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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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네 가지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전체 58개의 사례기업 중 합리화형에 속하는 기업이 28사， 통합 • 정보거 

점구축형에 속하는 기업이 16사， 연줄망형에 속하는 기업이 9사， 구조조정형 

에 속하는 기업이 5사이다. 

이 중에서 합리화형을 제외한 세 개의 유형은 내적으로 동질적이며， 유형 

간에도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통합 · 정보거점구축형의 이전은 ‘원심통 

합’이라는 공간조직적 형태를 갖는다. 업무부문의 규모가 크고， 다지역 · 다부 

문의 복잡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회사군이 많고， 복잡한 업무연계 

를 맺는다. 도심 내에서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나의 건 

물 내에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유형 기업을 이전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또， 도심의 노후하고， 단위 면적이 좁은 빌딩에서는 규모가 큰 하 

나의 부서가 서로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며，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대규모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용 건물에 입주해서 업무를 하고 있음으 

로 인한 회사 이미지의 문제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보네트 

워크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빌딩에 그러한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이 유형의 기업들을 ‘원심통합’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59). 

연줄망형 이전기업은 ‘연줄망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전을 실행한 

다. 이러한 작용을 하도록 한 연줄망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기업그룹의 모기업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용 혹은 자사 사용목적 빌 

딩을 개발한 후에， 입주요청을 함에 따라서 입주한 ‘관계회사’들이다. 관계회 

사 중에는 빌딩 내의 모기업의 어떤 부문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어서 실제 

로 업무상 편익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무는 전혀 연계관계가 없지 

만， 모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한 기업이 있다. 두 번째는 밀접한 거래관계 

59)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기업의 업무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며 또 각 
부문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게끔 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나아가서는 사회의 재생산 방식이 ‘포디즘 사회’에서 ‘포스트포디즘 
사회로’ 이행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부분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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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고 있는 고객기업이 빌딩을 개발해서 입주요청을 한 경우이다. 세 번째 

는 스스로 임대빌딩을 짓고， 임대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자신의 업무부문을 

이전한 경우이다. 엄밀하게， 이 관계는 연줄망관계가 아니지만， 이전의 목적 

이나 형태가 유사하므로 이 유형에 넣을 수 있다. 

구조조정형 이전기업은 ‘업적의 악화’에 따라서 공격적 경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을 ‘생존’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을 실행한다. 이 유형의 이전은 ‘입지전략’이 아닌 ‘경영전략’ 혹 

은 ‘생존전략’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업무기능 입 

지변화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기업이 일단 ‘적자’라는 비상상황과 맞서 

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성이나 애착，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집착 등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동력을 갖는다. 논리적으로 도섬에 업무기능을 두는 

것이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일이라면 그리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부가가치를 높여준다면 ‘한 두 해의 적자’라는 상황에 본사전체를 교외로 이 

전하는 파격적인60) 대응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지출하 

는 비용 중에서 사무실의 유지비용이 그다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업이 도심에 입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점뿐만 아 

니라 그 장소가 갖는 특권적 성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징적 이점’을 얻 

고자 한다는 가설적 지적은 많이 제출되었지만(Daniels. 1979; Archer and 

Smith, 1993) 아직 명확하게 그 존재가 실증된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형 이전 

기업들은 경영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교외 내에 

서 이동을 하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이러한 ‘상징적 이점’을 포기하게 하고， 

공간적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도심에서 교외 

로 이전에 따라서 기업의 대고객 이미지가 개선되었거나 도심과 별 차이가 

없다는 기업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표 5-18>) 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권위’에 따른 기업이미지의 

60)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본사기능이 도심부 특히， 마루노우치， 니혼 
바시， 니시신주쿠 등 일본의 초국적기업이 밀집해 있는 상징적， 대표적 업무지구와 그 
주변(千代田區， 中央區， 港區， 新宿區)의 중심업무지구로부터 벗어나서 교외로 나간다 
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기업으로서도 일정부분 ‘모험적 시도였다(면담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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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교외에 계획업무지구가 들어서면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리화형은 경우는 비교적 다양하고 복잡한 이전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실 공간의 확장이 필요한 기업이， 저렴한 

교외의 사무실을 태하는 경우 절대적 수준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교외에 조건이 좋은 업무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현재 입지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섬에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심-교외간에 임대 

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무기능 중에서 도섬에 있을 필요성이 낮은 기능 

을 교외로 이전시키고 도섬에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려는 경우 등 네 가지가 

있다. 

각 유형별 이전에서 기업이 얻은 비용과 편익을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 

한 편익은 임대료의 절감(C:연줄망형을 제외한 전 유형)과 통합 · 정보거점의 

구축을 통한 기업내부거래비용의 절감(B: 통합 · 정보거점구축형)， 기업의 연 

줄망의 유지 (C: 연줄망형)이다. 또 교외의 친자연적 환경과 넓고 쾌적한 최신 

의 업무시설， 직주근접 등의 요인이 교외이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중요한 비용은 외부거래비용 증가(A: 합리화 전체이 

전형의 일부를 제외한 전 유형)와 이전 초기에 드는 초기비용(사무실 이전비 

용， 종업원 거주이전비용， 거래의 공간적 관계망의 변화에 적응하는 비용)이 

있다. 이 이외에 기업의 업무기능 입지와 관련된 비용 요소인 통근비용， 노동 

력 확보 비용의 경우는 기존의 논의에서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서 도섬과 교 

외간에 크게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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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16짱 빼로운 교와 업무찌구의 특성과 

공간쩍 합의 

본 장에서는 새로운 교외업무지구의 성격과 그 형성이 가지는 공간적 함 

의를 살펴보겠다. 제 1절에서는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 현황 및 각 지구를 구 

성하고 있는 기업의 기능적 성격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각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별로 형성되는 업무활동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도시권 공간조직의 

관점에서 각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성격과 역할을 살펴본다. 

제1 절 새로운 교외 업무쩌구의 기능적 특성 

1. 재관 

업무기능이 도심으로부터 이전하고 있는 교외 주요 지점의 사업장 및 종 

업원 수 변화현황을 <표 6-1>에 나타내었다. 幕張新都心이 있는 美、따區 내 

의 中懶(나카세)， 橫판市의 mm21지구， 新橫팎지구， 川 tl倚市의 川 tl倚테크노피아 

가 있는 鋼川메(호리가와효) 등의 지역에서 업무부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3> 지역개관도 참조). <그림 4-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도심에서 위에서 언급한 지역으로 많은 기업이 업무기능 

을 이전해서， 새로운 업무지구를 형성하였다. 즉， 이 지역들의 형성에는 도섬 

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幕張新都心은 현재 동경권에 형성된 업무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큰 초국적 

기업의 본사기능， 외국계기업의 본사기능， 연구개발기능 등이 비교적 많아서 

가장 성공적인 교외업무지구로 판단된다. 1996년 통계에 의하면 幕張新都心

의 핵심지구인 中懶(나카세)지구만 해도 2227R 사업장에 22，437명이 근무하고 

있다(<표 6-1> ). 이 곳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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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서 1990년대 이후에 비로소 입주가 시작되 

이르렀다(<그림 6-1> 幕張新都心시설배치도 

건설되기 1980년대 후반에 
” 

잠
 

어， 수년만에 현재의 상태에 

조) . 

〈표 6-1> 주요 교외 업무지구의 업무부문 사업장 및 종업원 수 증감현황(1986-1996) 

(단위: 사， 명 

걷드/~걷: 
ζ::> 1:그 l 

(1991-1996) 

E드/~걷느 
0 1:그 l 

(1986-1991) 
사업 

장 

1996 1991 1986 

사업장l 종업원 | 사업장 | 종업원 ! 사업장 | 종업원 

38056 821 24 1 24 1 美꿇區 千葉

市 22437 222 (中觀)

5722 418 43225 2115 35456 2025 29734 1607 西區

12137 187 (mm21) 橫꿇 

市 7849 288 29832 1456 25214 1282 17365 994 港北區

川빼 

市 l(빼川메) 

浦安市

美꿇·入船 
주) 괄호 안 지역의 수치는 각 구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음. 

(資料: 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훌報告홈 原資料， 各年度)

6999 199 18557 1165 11505 344 4506 145 (新橫함) 

7090 70 18267 712 15917 588 8827 518 幸區

7515 54 4201 24 

1052 31 1943 38 1084 35 32 4 

장에서 사례로 다룰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는 도심 업무기능이 비교적 

많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 幕張新都心， 川 l倚테크노피아 및 주변지구， MM21 

지구 등 3곳과 新橫힘-地區， 其他橫팎地區， 동경도多摩地區 등이다. 

효￡ 
'l-

수집방식은 

58사 둘째， 

자료의 

사례기업 

기업은 총 149사이며， 그 

5장에서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는 

첫째， 제4장과 

장에서 

다음과 같다. 

보 

1999년 6월에 추가로 우편설문을 한 결과 회신을 보내온 52사중 사례에 

된 13사를 제외한 39사 셋째， 빌딩의 관리회사의 자료에 의거해서 속성을 파 

기업이 52사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경우는 관리회사에서 파악할 수 

사항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설명에 

포함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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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다루는 조사기업의 조직적 특성을 보면， 본사 및 본사관련기능 

여 111사， 지사가 38사이다. 이전지역별 특성을 보면 동경에서 이전한 기업 

이 본사관련기능 74사， 지사관련기능 8사로 총 82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 

는 각 지역별로 조사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2. 각 업무지구뿔 입주기업의 특성 

1) 곽 II구벌 이접기업의 조직 및 시콩갑 특정 

각 지구별로 어느 곳으로부터 이전해 왔는지를 <표 6-2>와 <표 6-3>에 

나타내었다. 

〈표 6-2>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에 입주한 본사관련기능의 이전전 위치 

(단위: 사， %) 

드C드그 f그j 
부심3구 

~등그 f그j 
해당시내 해당현내 지방 기타 N.A. 겨| 비중 

도심3구 주변구부 

幕張
23 6 4 7 3 1 3 3 50 45.0 

신도심 
川騎
테크노 10 4 4 4 1 23 20. 7 
피아 

mm21 3 1 4 8 7.2 

新橫꿇 2 3 4 9 8.1 

其他橫꿇 3 1 1 1 6 5.4 
東京都

1 5 6 5.4 
多R홈地區 

기타 7 1 1 9 8.1 I 

겨| 49 16 9 15 3 1 14 4 111 
(비중) (44. 1) (14.4) (8.1) (13.5) (2.7) (0.9) (12.6) (3.6) (100.0) 

* )J[騎테크노피아 지역의 통계에는 그 주변의 업무빌딩에 입주해 있는 기업 1사가 포함되 
머 있다. 
* N.A. 는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먼저， 본사관련기능의 이전 전 위치(<표 6-2>)를 보면， 74사(66.6%)가 동 

경도 23구부에서 이전해 왔다. 23구부 중에서도 도섬3구에서 이전해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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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9사에 이르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업무지구의 주변에서 온 

경우는 15사(13.5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서 지사기능은 동경 도심에서 온 

경우가 38사중 8사(21.6%)에 그친 것에 비해서 해당 시내에서 온 경우는 19 

사(50.0%)에 이르고 있다(<표 6-3> ). 

〈표 6-3> 교외주요 업무지구에 입주한 지사기능의 이전전 위치 

동경 
부심3구 

동경 해당 

도심6구 주변구부 시내 

幕張
2 2 2 14 

新都(J'

mm21 1 3 

기타지역 1 2 

겨| 2 2 4 19 
(비중) (5.3) (5.3) (10.5) (50.0) 

* N.A. 는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해당 
지방 기타 

헌내 

3 1 2 

3 1 2 
(7.9) I (2.6) I (5.3) 

(단우1: 사， %) 

N.A. 
겨| 

비중 

3 
29 

(76.3) 

2 
6 

(15.8) 
3 

(7.9) 
5 38 

(13.2) (100.0) I 

다음으로는 각 지역별로 본사관련 기능의 이전시기를 살펴보자(<표 

6-4> ). 

〈표 6-4> 교외주요 업무지구 본사관련기능의 이전시기 

1986-1992 1993-1995 1995-1999 

幕張신도심 13 9 6 

川略테크노피아 1 6 16 

mm21 2 3 

新橫양혹 6 

其他橫향 2 2 

東京都多塵地區 2 4 

其他 5 3 

겨| 23 33 24 
(비중) (20.7) (29.7) (21. 6) 

* N. A. 는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 241 -

(단우1: 사，%) 

N.A. 겨| 비중 

22 50 45.0 

23 20.7 

3 8 7.2 

3 9 8.1 I 

2 6 5.4 

6 5.4 

1 9 8.1 

31 111 
(27.9) (100.0) 



조사된 807ij 의 기업중 1986-1992년 사이에 이전한 기업이 23사， 그 이후 

에 이전한 기업이 57사로，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본사 

관련기능이 교외의 주요 업무지구로 이전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幕

張新都心의 경우에는 1992년까지의 시기에 약 반정도의 기업이 이전하였으나 

川빠테크노피아의 경우는 1995년 이후에 총 23사중 16사가 이전하였다. 이것 

은 지역의 개발 시기 및 지역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2) 업종 및 그모의 특성 

각 지역별로 본사관련기능 이전기업의 업종구성을 보면(<표 6-5>) 幕張

新都心지역은 제조유통업 기업이 30사중 21사를 차지하고 있고， 川 a倚테크노 

피아 및 주변 지역은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업이 23사중 10사를 차지 

하고 있어서 각각 해당 업종에 대해서 높은 특화도를 보인다. 또， 위 두 지역 

에는 기타사업서비스업 기업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6-5> 교외주요 업무지구 본사관련기능의 업종별 현황 

제조· 금융·보험 정보·엔지니 
유통업 운송·건설업 어링서비스업 

幕張신도심 21 3 6 
川빼테크노μ| 아 11 2 10 

mm21 4 1 
新휩홉꿇 6 2 
其他橫꿇 4 

東京都多훌地區 3 1 
其他 1 3 
겨| 48 11 20 

(비중) ~τ2) (9.9) (18.0) 
* N.A. 는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설문 및 면담조사) 

(단위: 사， %) 

기타사업 
N.A. 계 (비중) 

서비〈업 

20 50(45.0) 
23(20.7) 

3 8(7.2) 
1 9(8.1) 
2 6(5.4) 
2 6(5.4) 
4 8(8.1) 

12 20 111 
(10.8) (18.0) (100.0) 

각 지구별로 이전한 본사관련기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매 

출액규모， 상장기업 여부 빛 이전인원규모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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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출액규모를 보면(<표 6-6>) 조사된 67사 중에서 2，500억 엔 이상 

의 초대규모의 기업이 幕張신도섬에 7사를 비롯해서 전부 19사， 1 ，000억엔에 

서 2，500엔 사이의 기업이 6사， 300-1000억엔 이상의 기업이 13사로 모두 38 

사이다. 

지역별로는 幕張新都心， 川 rt倚테크노피아， 東京都多摩地區에 대규모 기업의 

이전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6-6> 교외주요 업무지구 본사관련기능의 매출규모 

-50 51-300 301-
1, 000 

幕張신도심 6 5 6 

川略테크노피아 2 1 3 

mm21 3 1 

新橫용혹 4 1 

其他橫힘 2 2 

東京都多훌地區 1 2 

기타 3 1 
겨| 20 10 13 

(비중) (18.0) (9.0) (11.7) 
* N.A. 는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1, 001- 2, 500 
2, 500 이상 

2 7 

2 2 

3 

1 

1 

1 2 

1 3 

6 19 
(5.4) I (17. 1> 

(단위: 억엔， 사， %) 

N.A. 계 (비중) 

24 50 (45.0) 

13 23 (20.7) 

1 8 ( 7.2) 

3 9 ( 8. 1> 
1 6 ( 5.4) 

6 ( 5.4) 

1 9 ( 8. 1> 
43 

111 (100.0) 
(38.7) 

한편， 자본의 성격으로부터 각 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6-7>) , 1부 

및 2부 상장기업 32사중 幕張新都心에 15사 川 tl倚테크노피아지구와 mm21지 

구에 각각 4사가 이전하고 있다. 한편， 川 ú倚테크노피아지구에는 외자기업이 8 

사 입주하고 있어서 외자기업이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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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교외 주요 업무지구에 이전한 기업의 자본 성격 

1부 
2부 및 

외자 
점두 

幕張신도심 11 4 2 

川빼테크노피아 4 8 

mm21 3 1 3 

新橫양혹 1 2 

其他橫꿇 2 2 

東京都多훌地區 2 1 

기타 4 1 

겨| 27 5 19 
(비중) (24.3) (4.5) (17. 1> 

== N.A. 는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비상장 

13 

11 

1 

6 

2 
3 

4 

40 
(36.0) 

(단위: 사， %) 

N.A. 
계 

비중 
20 50 (45.0) 

23 (20.7) 

8 ( 7.2) 

9 ( 8. 1> 
6 ( 5.4) 

6 ( 5.4) 

9 ( 8. 1> 

20 
111 (100.0) 

(18.0) 

이전기업의 사무실 근무인원을 보면 조사된 80사중 100인 이하의 기업이 

44사로 소규모 이전이 많다. 

<표 6-8> 교외주요 업무지구 본사관련기능의 인원규모 

-100 101-400 401-800 

幕張신도심 19 6 2 

川略테크노피아 5 3 5 

mrn21 6 

新橫향 7 1 1 

其他橫힘 3 2 1 

東京都多훌地꿇 3 3 

其他 4 2 
겨| 44 17 12 

(비중) (39.6) (15.3) (10.8) 
== N.A. 는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801-2 , 000 

2 

1 

1 
4 

(3.6) 

(단위: 인， 사，%) 

2 ， 00001 상 N.A. 계 (비중) 

1 20 50 (45.0) 

10 23 (20.7) 

1 8 ( 7.2) 

9 ( 8.1) 

6 ( 5.4) 

6 ( 5.4) 

1 1 9 ( 8. 1> 
3 31 

111 (100.0) 
(2.7) (27.9) 

특히 mm21지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소규모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川 ú倚테크노피아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규모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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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0인 이상 기업이 8사이며， 幕張新都心에서도 10사가 100인 이상의 규모 

를 보여주고 있다. 

짧2절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 형성의 공간적 합의 

1. 업무기능 교외화와 공간조직 변화간의 관현성 

기업의 입지변화가 도시경제 변화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변화와 공간조직의 변화간의 관 

련성에 대한 경험연구는 아직 취약하다. 

최근에 여러 논자에 의해서 도시간 관계가 계층적 관계로부터 네트워크관 

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과， 그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기업내， 기업간 업무활 

동의 상호적 연계망이 강조되고 있다(森川洋， 1999: Camagni and Salon, 

1993)61).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가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기능의 교외화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공간조직 

의 변화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와 신설기업의 입지， 지역기업의 성장이 결합 

되면서 교외의 업무지구에 고차업무기능이 다수 집적하게 되면， 도심 업무지 

구와 기능적 보완성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는 도심업무지구에서 

만 볼 수 있었던 고차업무기능이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서， 교외에서 도섬부 

에 대해 고차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서(정보의 형성) 도심부와 

기타 시장의 거점에 정보를 발선하는 업무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서 

교외지역이 지구적， 일국적 차원에서 업무활동의 결절로서 역할을 하며， 도섬 

업무지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심의 제한된 지역에 국 

한되었던 지구적 업무통제의 중심지가 대도시권 전체로 확대된다(Sassen， 

1995). 이러한 활동들이 교외에 양적으로 집적된다면， 기존에 명확하게 계층 

61) 이들은 또한 도시간 ‘전략적 협력’을 도시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 
기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요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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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띠던 도심과 교외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둘 이상 지역간의 기능적 상호보완성은 공간적 네트워크의 

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속성 

둘째， 도심과 교외의 각 업무지구간에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면， 두 지역간 

에 사람， 자금， 정보 등의 상호적 흐름이 형성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권에서는 주로 도심 업무지구에서 의사결정 · 자금조달 및 기획 등 주요 업무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교외에는 지사， 영업소나 공장 등 하위수준의 

기능이 주로 입지했으며 고차의 의사결정 및 지식집약적 활동의 발달이 

약했다. 따라서， 교외지역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이 지역에서는 도심으로부터 전달된 지시의 수행결과를 보고하는 수준에 

쳐서， 정보의 흐름에서 명확히 계층성을 띠고 있었다. 

겨
O
 

도
 
。

、

미
 

~l-:펴 
L一 '- , 

그 

전달받는 일방적으로 

활동이 

그러나， 교외에 업무기능 성장지구가 형성됨에 따라서， 교외에서 이러한 

정보가 생성되기도 하며 도심과 교외의 각 기능이 상호보완적 연계 속에서 

정보를 수집，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로부터 교외의 업무기능 성장지구와 

중심도시의 업무지구 간에는 상호적인 사람， 자금， 정보흐름의 연계망이 형성 

업무기능의 교외화에 의해서 나타난 이 두 가지 현상은 기존의 도섬과 교 

외간 계층적 관계 속에 새로운 수평적 관계 즉 공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현실에서 업무기능 교외화로 공간적 네트워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간 관계의 변화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은 후일 

교외화가 진행됨으로써 공간조직에 영향을 미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된다. 

그러나， 

판단하기 

있다. 

있다고 

제시할 

의 과제로 미루며， 업무기능 

는 두 가지 요소들이 실제로 

단초로 간주할 수 

크화가 이루어지고 

관한 양적인 지표를 

보완성 교외화와 도심-교외간 기능적 2. 업무기능 

구축된 생산기능을 수용하며， 도 

주거지구로서 역할 종사자의 

지금까지， 대도시권 교외는 도심으로부터 

심의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사무직， 서비스직 

- 246 -



을 해 왔다. 교외의 

지의 범위 등에서 

식되어 왔다. 

업무 · 상업지구는 그 숙련도나 의사결정의 중요성， 배후 

도심업무지구에 비해서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업무기능 교외화가 

위해서 업무기능을 교외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본사기능을 지원하는 일상적인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전시키는 정책이 영국 

논의에서는 교외화하 

기 능(back office)으로 

과밀 문제 해결을 

의욕적으로 추진된 

도시의 

등에서 

업무기능이 도심의 

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능의 교외화가 일어나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있다고 해도 도섬과 

따르면， 대도시권 내에서 업무기 

교외의 관계는 여전히 상호보완 

적이기보다는 중심-주변 관계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앞에서의 분석에 따르 

면， 동경대도시권에서 교외로 이전하는 도섬업무기능에서 일상적인 본사지원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고차업무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제 1절에서 각 지구별로 업무기능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 幕張新

都心과 川 ú倚테크노피아 지역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본사기능이 입주해 01 Ò 
까，A，-

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대규모 기업에서 소규모 기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이에 비해서 나머지의 지역들로는 산발적으로 도섬업무기능의 이 

전이 일어나고 있으나 특정한 지구에 공간적으로 밀집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幕張新都心과 川 ú倚테크노피아 지역의 성격， 

도섬업무지구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I二

T 지역과 

본 장의 제 1절에서， 幕張新都心과 川 ú倚테크노피아에 각각 50사， 23사의 효￡ L-

사관련기능이 입지해 있으며(<표 6-2>) 도심에서 이전해온 기업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幕張新都心에는 15사의 상장기 

업의 본사관련기능이 川 ú倚테크노피아에는 4사의 상장기업 및 8사의 외자 기 

업이 입주해 있다(<표 6-7> ). 이 두 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정보거점구축형의 

기업이 많다. 이것은 이 두 지역이 성장에 따른 기업의 공간적 대응전략의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두 지역은 기존의 도섬 업 

무지구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하위계층의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두 지역은 정보 ·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 제조 · 유통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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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부문의 거점으로서 정보의 생산지이자 정보흐름의 

결절로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幕張新都心은 동경 도섬에서 약 32Km떨어져 

있으며， 기존의 발전축인 東京 橫~-名 I*T屋-大版축과 반대방향에 있다는 점， 

그리고 신칸센이 닿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유리하지 않은 입지여건을 가지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업무지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의 업무기능 입지론의 이론적 설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川~倚테크노피아 지구의 경우도， 1980년대까지 효콜렛을 만들던 공장 

이었으며， 그 주변은 여전히 많은 공장들이 남아 있다. 그런 지역에 현재와 

같이 본사기능이 다수 입지한 것은 향후의 공간질서 재편 방향을 시사해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川~倚테크노피아 지역에는 거품경제가 붕괴한 

1995년 이후 솔리드스퀘어빌딩이 개관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하면 

서 성장하였다. 이 시기의 업무기능 이전은 1992년 당시까지의 이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1980-1992년까지의 기간에는 동경 도섬에서 지가가 상승 

하고 빈 사무실이 부족해서 집적의 불경제가 매우 높아졌던 시기이다. 그러 

나 1993년 이후 불황기로 진입하면서 도심에 빈 사무실이 늘어나기 시작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이전한 기업은 여러 개의 사무설 중에서 선택해서 

이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부의 기업들에게 도섬부가 더 이상 

최적의 업무기능 입지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幕張新都心과 川~倚테크노피아 두 지역과 동경 

의 도섬 업무지구 간에는 기능적 보완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幕張新都心은 광역의 시장에 대한 통괄거점으로서， 제조-유통업 기 

업의 연구 · 개발 • 기획 기능의 거점으로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전략적 

통제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국지적 대면접촉을 통한 영업 및 정보유통의 장으 

로서 성격을 띠고 있는 도심업무지구와 보완성을 지난다. 

川~倚테크노피아 지구는 도심 기업에 대해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의 거점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도섬업무지구 

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활동의 지구화와 연구 · 개발 • 마케팅 부분의 강화 경향， 그리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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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유연화 경향 등 기업의 내적 조건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 

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부동산개발과 업무기능 유치를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 

의 수행은 향후 교외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또한， 이것은 Aksoy and Marshall(1992) 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의사결정 

권한의 하부 사업부조직으로 이양경향 그리고 그에 대응한 고차업무기능의 

공간적 이심화 그리고 Massey식의 계층적 공간분업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박삼옥， 1999)는 지적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도심과 교외간 업무유동의 연계망형성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 의해서 교외에 업무기능 성장지구가 형성되 

면， 교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보흐름의 결절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도섬 교외간에 상호적인 정보 사람 유동의 연계망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유동의 연계망으로서의 공간적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는 보통， 지역간 전화통화량， 사람의 통행량 등의 총량적 자료에 의거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총량적 자료 속에는 매우 다양한 목적(예컨대， 여행， 

통학 등)의 통행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량적 자료보다는 교외로 이전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접촉행위에 

관한 조사에 의거해서 업무기능의 교외화로 형성된 교외를 중심으로 한 사람 

의 이동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업무활동의 일환으로서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는 Goddard (1971) 등에 의해 

서 수행된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뽑井良雄 · 中村廣幸(1996， 1997), 池땀格和 

(1994) 등의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뽑井良雄 • 中村廣幸(1996， 1997)의 조 

사방법을 원용한다(조사표: 부록 참조) . 

이 조사는 우편설문의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업은 45개의 사 

례기업 중 각 지역 및 유형별로 13개의 기업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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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였다. 총 8사의 20개 부서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조사대상 부서는 1개기 

업당 2-5개 사이로 하였다. 조사대상부서는 업무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서， 영 

업부문(BUS) ， 기술부문(TEC) ， 업무지원 및 행정부문(STAF) ， 제품관련 기획 

부문(MAR)등 다양한 부문들이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조사는 1998년 6월에 

이루어 졌다. 이 조사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고차업무기능 교외화에 따른 기업공간조직의 변화는 기업의 업무흐 

름의 공간적 범위를 대도시권 전체로 확장시킨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네트워 

크가 형성된다. 둘째， 이 변화는 기업간 접촉을 대도시권 전체로 확장시키며， 

이것에 의해서 기업간 거래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셋째， 이 두 유형의 네트워 

크가 결합해서 대도시권의 공간조직은 긴밀한 업무흐름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 

1) 기업조직 LH 업무휴동의 엽껴|망 명성 

기업조직 내 업무유동의 연계망을 <표 6-9>에 의거 <그림 6-2>에 나타 

내었다. 이 그림에 의하면 본사관련기능이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서 대도시권 

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업무흐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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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해외 

(출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
• 口
O 

〈그림 6-2> 교외로 이전한 본사관련부서의 기업내 대면접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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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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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이전기업 직원 1 인의 일주간 대내접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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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간에 활발한 대면접촉이 일 본사오피스와 중심도시의 첫째，교외의 

어난다. 이러한 동일한 기업 내의 

는 중심도시와 교외사이의 업무흐름의 연계망을 형성시킨다. 이 대면접촉은 

과거와 같으면 중심도시의 CBD 혹은 부도심의 동일한 빌딩 내에서 혹은 근 

접한 빌딩간에 발생해서， 대부분 아주 단거리의 이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이다. 과거에는 몇 개의 도섬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업무활 

연계망이 지금은 교외의 새롭게 형성된 업무지구와 중심도시의 전통적 

부도심 지역간에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대도시권에서 업무결절의 

다중화에 따른 업무흐름의 공간적 연계망 즉 공간적 네트워크의 

간주할 수 있다. 

긴밀한 대면접촉관계 두 개의 사업장간의 

동의 

형성으로 

미
 

-} 
<CBD 

전국적， 

기능 

교외지역의 업무기능은 과거와 달리 지구경제시대에 

가지고 있어서 지구적 관리통제 및 고차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위 그림에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대도시 

지구적 업무활동범위를 

의 거점으로서 

2) 기업감 거래의 엽계망 명성 

한편，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로 대도시권내에서 기업간거래의 연계망이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표 6-10>에 의거해서 <그림 6-3>에 

교외로 이전한 본사에서 거래처와 대면접촉을 위해서 출장한 빈도수를 나타 

내었다. 

중심도시 

과거에 

긴밀한 상 

교외와 

있다. 

내에서 

그림에 따르면， 새롭게 형성된 기업간 대면접촉망은 

교외와 지방 및 해외 등 광범위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지구적 범위의 접촉 중심지는 도심이었으며， 도심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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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
• O 

〈그림 6-3> 교외로 이전한 본사관련부서의 거래처와의 대면접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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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표 6-10> 이전기업 직원 1 인의 일주간 대외접촉회수 

오피〈 
유형| - | 부서명 

지역 

SK사 I D I幕張

TO사 1 D 

ME엔지 1 n("l( 11111흙 |적부서 TEC 
니어링 
MIT사 정보 TEC 

MIT사 

S사 

* 계산식 1주당 접촉빈도/해당부서인원 

(자료: 설문조사에 의거 연구자가 계산) 

해다획 

동경도|게믿〕 

구~ I -.*-노~ 1 

l 근교 

(단위: 회) 

계 

그러나， 고차업무기능이 교외화함에 따라서 그 중심지가 부분적으로 교외 

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그리고 도섬과 교외간 거래 네트워크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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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3) 권거리통십추8올 휠용흔I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명성 

1970년대까지는 전화 팩스 텔렉스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원거리간에 의 

사소통을 하였다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원거리 

통신수단은 전자우편과 화상회의 기기이다. 이러한 새로운 통신수단이 업무 

에 도입됨에 따라서 고차업무기능의 공간적인 구속성이 완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Atkinson. 1998). 실제로 동경권에서 업무기능의 교외화와 이 

러한 원거리통신네트워크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TV회의기의 설치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자. 457R 의 사례기업 중에 

서 TV회의기를 설치한 기업은 8사로 나타났다. 중심도시와 교외로 본사를 

분리한 보험회사 3사와 초국적기업 제조업회사 4사 그리고 유통업기업 1사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7사는 교외로 본사기능의 일부를 분리함과 동시 

에 도섬과 교외간， 그리고 전국의 거점간(제조 · 유통업의 경우)에 TV회의 설 

비를 설치하였다. 또 이 기업들 중 제조업기업 3사는 이 설비를 자주 사용하 

고 있으나 나머지 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에 조작상의 문제， 인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다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 기업들은 주로 간 

부사원이 도심의 본사에 주 2-3회 정도 출장을 하면서， 사내의견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나머지 평사원의 경우에는 도심본사에 출장을 갈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외로 본사기능을 분리함에 따른 

추가적 의사소통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 초국적제조업기업 MIT사의 TV 

회의기 사용현황을 보면(<표 6-11> ), 교외의 오피스와 도심 본사간에는 크게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멸리 떨어져 있는 지방과의 통신에 많이 이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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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MIT사 교외오피스에서 TV회의기기 사용 현황(1998년 5월 1 개월간) 

(단위: 회) 

도심본사 關東地方 近훌훌地方 기타지방 겨| 

정기회의 1 - 5 7 13 

기술상담 - - 6 10 16 

정보의 교한 - - - - -

기타 - - - - -

겨| 1 - 11 17 29 

(자료: 설문조사) 

한편， 대면접촉현황을 조사한 8개 기업의 23개 부서에 대해서 전자메일 

사용 현황을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표 6-12> ) 기업내 정보교환에는 

거의 매일 전자메일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대외거래에서도 대부분의 부서에 

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표 6-12> 기업의 대내외 거래에서 전자메일 사용 현황 

거의 매일 주2-3호| 주1호|정도 월1호|정도 
사용하지 

겨| 
않음 

대외거래 16 2 1 1 3 23 

기업내조정 22 1 - - - 23 

(자료: 설문조사) 

이상을 통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업무기능 교외화 및 공간조직 변화 

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업무기능의 교외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계기가 되어서 업무기능의 교외화가 일어 

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외화가 정보통신기술을 채택， 활용하는 계기가 된 

다. 그리고， 대외거래나 단거리의 의사소통에서는 TV회의와 같은 최첨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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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수단이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거점 기업의 원거리간의 회의 

나 기술적 상담 등에 활용되고 있다. 

둘째， 전자메일이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자체는 교외화에 의해서 채택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공간조직이 공 

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사용빈도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전자 

메일은 대내외 거래에서 모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된 기업조직 

내 의사소통이나 안정된 대외거래，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거래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다. 

셋째， 이상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업무기능 교외화의 직접적 계기는 

아니지만， 업무기능 입지의 거리제약， 도섬집적의존성을 약화시켜 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을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도심에 비해서 교외의 빌딩이 시설이 좋고 새로 지은 빌딩이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광역의 의사소통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교외입지의 잠재력 

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업무기능 교외화에 따라서 중심도시-교외간 교외와 전국 및 해외간에 

대면접촉의 네트워크가 형성됨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을 통한 접촉의 네트워 

크도 형성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네트워크는 대면접촉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체 3 절 소결 

이상에서 업무기능 교외화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주요 교외 업무지구의 

현황과 그곳에 입주한 기업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교 

외 업무지구의 형성이 동경대도시권의 공간조직 변화에서 가지는 의미를 검 

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동경 대도시권의 교외에서 최근에 성장한 업무지구로서， 두드 

러진 지역으로서 樣張新都心과 川 ru숨테크노피아지구가 확인되었다. 이 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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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구에 20-50여개의 본사기능이 입지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기능 

도 광역시장의 통괄기능이나 정보 · 엔지니어링서비스기능 제조 · 유통업 기 

업의 연구개발 마케팅 기획 등 기술 · 정보집약적 지식을 활용하는 고차의 

기능들이어서， 지금까지 동경의 주변 지역에 형성된 업무지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지역이 갖는 공간적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점으 

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교외의 두 지구와 도심업무지구간에 기능적 보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도심업무지구의 하위계층에 존재하는 것 

으로 인식되던 교외지역이 도심과 보완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고차의 서비스 및 관리 · 통괄기능의 교외이전은 대도시권 내부 수 

준에서 새로운 업무활동의 흐름을 형성하게 한다는 점이다. 교외에서 도심으 

로 정보 및 의사결정 사항의 전달， 고차 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일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 형성은 교외지역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지로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교외에 새로운 고차업무기능 밀집지구 출현은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네트워크도시로 특히 ‘기능적 도시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업무기능 교외이전 경향이 얼마 

나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예견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미시적 조건이나 외부적 상황 

의 변화，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섬층적 분석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서， 이후의 추이를 명확히 예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동경대도시권에서 198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이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1900년 이후로 형성되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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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도시 동경의 도섬에 밀집해 았던 업무기능이 도심에서 20-35Km가량 떨 

어져 있는 교외지역으로 이전 재집중하고 있는 현상은 기존 공간조직 변화 

의 단서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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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17장 결 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동경 도섬에서 교외로 이전한 업무기능의 성격 

과 이전의 요인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심업무기능의 교외이 

전에 의해서 형성된 교외의 업무기능 성장지구의 성격과 그것이 가지는 공간 

조직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경권에서 업무기능의 지리적 분포변화 경향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1991-1996년 사이에 전통적 중심업무지구인 千代田區， 中央區，

港區， 新宿區 등에서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업무부분 종사자 수가 감소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서 그 주변의 品川區， 文京區， 江東

區에서는 이 기능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주변지역에서는 幕張新都心，

川~倚市， 橫파市의 港北區， mm21地區， 多摩地區의 동부(調布市， 府中市， 三應

市) , 多摩뉴타운地區(八王子市， 多摩市， 昭島市) , 大宮지구， J享木지구 등에서 

업무기능이 성장하였다. 이로서 이전 시기와는 달리 대도시권 내에서 동경 

교외의 일부지구와 동경도 23구부의 전통적 중심업무지구(CBD)의 외곽지구 

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사관련기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83사중 58사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도섬에서 교외로 이전하는 업무기능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교외이전 기능은 광역적 기능(광역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제 

조 · 유통 · 서비스업기업의 업무부문)과 기술 · 정보집약적 기능(연구개발기능， 

마케팅기능， 정보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기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 

해서 도섬에 남는 기능은 일반적 · 사회적 지식에 기반한 활동(일반관리기능) 

이나 국지적 대면접촉에 의존적인 기능(영업기능， 기타사업서비스기업) , 그리 

고 전략적 의사결정기능 및 상징적 본사기능(사장실， 비서실) 등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도심업무기능 중에서 ‘본사지원기능(back office)’의 

이전이 주된 흐름으로 보는 논리로는 동경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 

향을 설명할 수 없다. 이로부터，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교외이전기능을 

설명하는 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전기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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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시도의 결과이다. 

셋째， 기업의 업무기능 이전은 외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각 기업의 업무기능 이전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이 

입지이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하는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A: 합리화형， B: 

통합 · 정보거점 구축형 C: 연줄망형 D: 구조조정형 등 네 개의 유형을 확인 

하였다. 합리화형은 비용의 절감， 기존의 입지보다 더 나은 대안의 출현에 대 

한 반응， 사무실의 확장 등의 목적에 의거 실행되었다. 통합 · 정보거점구축형 

은 각 업무부문간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 

역 시장을 통괄하기 위한 정보통신체제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교외이전을 실 

행한다. 연줄망형은 자본관계 거래관계 등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이전하는 경우이다. 구조조정형은 업적 악화 

에 따라서 절대적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이다. 

넷째， 각 유형별 이전에서 기업이 얻은 득과 실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편익은 임대료의 절감(C:연줄망형을 제외한 전 유 

형)과 통합 · 정보거점의 구축을 통한 기업내부거래비용의 절감(B: 통합 · 정 

보거점구축형) , 기업의 연줄망의 유지 (C: 연줄망형)였다. 또 교외의 친자연적 

환경과 넓고 쾌적한 최신의 업무시설 직주근접 등의 요인이 교외이전을 통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중요한 비용은 외부거래비 

용 증가(A: 합리화(전체이전)형의 일부를 제외한 전 유형)와 이전 초기에 드 

는 초기비용(사무실 이전비용， 종업원 거주이전비용， 거래의 공간적 관계망의 

변화에 적응하는 비용)이 있다. 이 이외에 기업의 업무기능 입지와 관련된 

비용 요소인 통근비용， 노동력 확보 비용의 경우는 기존의 논의에서 강조되 

었던 것에 비해서 도심과 교외간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도심업무기능의 교외이전 결과 교외에 새로운 업무지구가 형성되 

었다. 이 지구에는 광역시장의 통괄기능이나 기술 · 정보집약적 지식을 활용 

하는 기능들이 입지하고 있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동경 주변의 업무지 

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 형성은 공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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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외 업무지구와 도심업무지구 간에 기능적 보완관계가 형성되며， 기존과 

는 다른 상호적인 업무활동의 흐름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 둘은 도시네트 

워크의 중요한 속성이다. 따라서， 그 속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면， 새로운 

교외 업무지구가 형성됨에 따라서 기존의 공간질서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로는 첫째 도섬에서 교외로 이전하는 업무기능은 도 

섬업무기능에 비해서 저차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존의 설명과는 달 

리， 동경도섬에 입지하고 있던 고차의 업무기능이 교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과 연관해서 이전하는 업무기능 가지고 

있는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업무기능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의 수준에 따라서 성격을 구분하는 방식과는 다른 구분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도 본 연구의 의의로 간주된다. 지구적 경제체제의 성립과 산업구조의 서비 

스화， 유연화의 경향은 기업조직과 업무활동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업무기능을 구분하는 방식을 현대의 유연하고 지 

식집약적이고 복합성을 요구하는 업무조직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보완하는 구분의 기준으로서 ‘업무기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제시 

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경험적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둘째， 도섬업무기능의 교외이전 과정에 작용한 요인을 개별적으로 확인하 

기보다는 기업의 판단과 그 결과 기업의 업무활동에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업무기능 입지변화 과정에 대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업무기능 교외이전에 대한 설명에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특히 외부 

거래비용과 내부거래비용 변화에 대한 분석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업무기능 입지변화를 분석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이 

방식은 조직적 관계와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한 다입지기업 유연한 조직방 

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내부-외부관계를 나누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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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 확하다는 점 그리 고 응답자가 응답할 당시 에 단지 본사오피 스만을 염 두 

에 두는 경우와 전체의 기업내 사업장을 기준에 두고 응답할 경우 그 대답이 

판이하게 달라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업무기능 입지론은 각각의 행위주체인 기 

업의 속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다 

양한 기업들의 행위를 미시적으로 연구하고， 또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이전동기， 이전기능， 공간조직 

변화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특성을 매개로 내부 및 외부 거래 

비용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기업의 입지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셋째， 도심업무기능의 교외이전이 가지는 공간적 함의를 검토함으로써， 향 

후 이 점에 대한 보다 섬층적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연구에서 공간조직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 조직을 이루 

고 있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부족했다. 행위자에 대해 초점을 맞 

춘 연구에서도 그 행위와 공간질서와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두 요소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세계도시로서 위상이 부각되었으며， 정보화 · 친환 

경화 ·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각종 사회공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동 

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장래 서울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대 

응하는 것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 목적이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강남과 영등포지역에서 고차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 

이 도섬부의 성장을 능가하고 있어서， 다핵적 공간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두 지역은 197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으로， 잘 정비된 

도로와 교통시설 높은 생활수준의 아파트 주거지역， 고도의 정보통신시설을 

갖춘 고층업무빌딩 등의 요인에 의해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Park， S.O. 

and Kee-Bom N ahm, 1998). 

동경권 교외에서 주로 발달한 기능이 제조업기업의 업무부문， FIRE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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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 등이었다는 점， 그리고 서울에서 이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남과 영등포와 같은 부도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계를 넘어선 교외지역에서도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영 

종도 신공항 건설의 공간적 영향， 대우 및 삼성의 본사이전 움직임 등은 또 

한 동경의 변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경의 현상을 토대로 서울을 이해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는 단순히 오피스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논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이 교외를 고차업무기능의 01 
H 간의 

지대안으로 택할 수 있게 만든 내외적 환경 요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구조 재편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업무상업지구 개 

발 프로젝트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앙에서 주도한 개발 프로젝트가 교외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치 

중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업무공원(office park)을 건설해서 고차업무기 

능을 유치하고， 쇼핑몰과 상징적 시설물， 이벤트시설을 건설해서 장소의 판촉 

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것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도 물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지역의 발전 

나가는데서 지방의 선도적 노력이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을 꾀해 

일천하다. 

두 번째는 동경과 서울의 공간구조 및 교통체계의 차이이다. 동경권의 경 

우， 철저하게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선형의 열차교통망이 

라서， 고차업무기능의 이전방향이 열차교통망의 발달방향에 

발달하였다. 따 

크게 

는다. 이점에서 동경은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l:ll
I二

장소가 비 

교적 제한되어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서울은 잘 발달된 

자동차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어서， 업무기능이 

보다 다양한 방향을 띠면서 분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 

경의 경우 고속열차가 발달해서， 도섬에서 30킬로미터 반경까지 탑승시간이 

30-40분에 불과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간거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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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상의 유동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산업구조와 기업조직상의 특성을 고려할 펼요가 있다.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는 한국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서비스경제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조직에 

서는 일본의 기업이 본사와 모기업을 축소하고， 분사화 분권화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업무기능 입지에도 영향을 준다. 즉， 작 

게 분리된 각각의 단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입지선정을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고차업무기능의 교외화가 촉진되는 것도 이러한 조직구조에 영 

향을 받았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아직， 수직적 계층구조와 비대화된 

본사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각 기업단위를 분리 

하고 합리화하게 되면 이러한 조직이 수평적 분권화된 조직으로 전환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적 변화는 각 기능단위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한 입 

지대안을 찾아 나서도록 촉진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도 서울의 공간구조가 다핵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고차업무기능이 교외로 이전하여 대도시권이 네트워크화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 판단 

이 요구되며， 각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에 대한 노력과 능력， 내발적 욕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는 도섬에서 교외로 업무기능을 이전했다는 공 

통점을 제외하고는 규모， 업종， 자본의 성격， 제품의 특성 등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도 다양한 기업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행 

동원리를 미시적 수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단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 요소들에 대한 기업의 반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업무기능 입 

지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경제활동의 지구 

화와 유연화에 따른 기업조직의 변화，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입지변화의 요구， 

정보화의 역할 등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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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업무기능 교외화와 공간조직 변화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그 방법론의 부재와 정량적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 

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추후의 연구 

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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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랩기업개요 

1. 일반사형 및 이전인원 

사례번호 설립일 업 ~ζiri〉- 자본금 매출액 총종업 이전/헌 상장/ 

(이전유형별) (진출일) (산업중분류) (억엔) (억엔) 원(명) 인원(명) 국적관계 

A1-1 1947 제조업(화학공업) 68 369 753 37 
동경 

11닙「 

Al-2 1980 서비스업 3 20 440 40 비상장 
(전문서비스업) 

Al-3 1970 서비스업 23 507 2, 749 259 
점두 

(전문서비스업) 드。드료 ，르 

Al-4 1974 금융·보험업 23 5537 1. 547 1, 200 
외자 

(보험업) 100% 

Al-5 1949 소매업 12 818 1, 300 200 비상장 
(각종상품소매업) 

Al-6 1986 제조업 7 15 45 20 
외자 

(기타제조업，약품) 50% 

Al-7 1974 제조업(일반기계기 5 83 319 78 비상장 
구제조업) 

Al-8 1918 금융·보험업 484 6, 012 9, 184 1, 800 
외자 

(보험업) 50% 

Al-9 1888 금융·보험업 114 , 085 17 , 131 8 , 248 1, 000 비상장 
(보험업) 

A1-10 1944 금융·보험업 1, 008 13 , 295 14 , 029 800 
동경 

(보험업) 1부 

A1-11 1966 서비스업(전문서비 5 N.A 500 35 
외자 

스업) 100% 

Al-12 1930 제조업(일반기계기 21 N.A 1, 280 12 비상장 
구제조업) 

Al-13 1946 운수통신업(철도업) 216 1, 976 5, 017 142 
동경 

11f-

Al-14 1948 운수통신업(철도업) 589 1. 247 4, 303 351 
동경 

1부 

Al-15 1893 금속제품(교량 등) 33 217 390 70 
동경 
lJ 님r 

Al-16 1950 철강제조판매， LSI 2, 396 8, 362 11. 000 200 
동경 

1부 

Al-17 1890 
농기계， 건축기계제 

781 7, 430 15 , 156 30 
동경 

조판매 1부 

Al-18 1991 엔지니어링 308 250 60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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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사례번호 설립일 업 -iC-r-그- 자본금 매훌액 총종업원 이전/현 국 상적장관/계 (이전유형별) (진출일) (산업중분류) (억멘) (억엔) (명) 인원(명) 

A2-1 1953 제조업(일반기계기구 5 66 244 44 
외자 

제조업) 50% 

서비스업(전문서비스 동경 A2-2 1970 
업) 

110 609 3.400 350 
2부 

A2-3 1997 서비스업(정보서비스 0.1 3 10 10 비상장 
· 조사광고업) 

A2-4 1987 제조업(전기기계기구 34 1.914 680 680 비상장 
제조업· 컴퓨터) 

A2-5 1996 메모리， IC 수입판매 - 0.05 5 5 비상장 

A2-6 1985 도매 - - 120 100 외자 

A2-7 - 사업서비스업(기술서 - - 2 2 비상장 
비스) 

A2-8 1992 도매업(가구용금구) - 5 22 22 비상장 

A2-9 
제조업(액정용 ltO 191 735 50 ‘ •nzJ 1 r=-- -
막기판) 

A2-10 - 사업서비스업 
15 25 10 비상장 

(컨설팅) 

B1-1 1926 제조업(섬유공업) 969 5.674 9.791 235 
동경 

1부 

Bl-2 1936 
제조업(정밀기계기구 

820 6.988 12.865 800 동경 

제조업) 1lf-

Bl-3 1926 
소매업(각종상품소매 

412 12.263 13.382 1.636 
동경 

업) 1부 

Bl-4 
1981. 소매업(자동차 · 자전 

101 1.716 670 200 
외자 

외 차소매업) 100% 

Bl-5 1935 
제조업(전기기계기구 

2.376 26.022 46. 795 
500 동경 

· 컴퓨터， 통신기기) 10.000 1부 

Bl-6 1968 
도매 · 소매업(사무전 659 7.547 8.179 956 동경 

자기기도소매) 1부 

Bl-7 1870 
제조업(수송용기계기 

2.632 27.337 46.272 1.100 
동경 

구제조업) 1부 

Bl-8 1912 
제조업(전기기계기구 

1.953 13.756 23.456 563 
동경 

제조업) 1부 

Bl-9 1951 
제조업(일반기계기구 

212 671 1. 578 254 
동경 

제조업) 1부 

B1-10 1937 
제조업(정밀기계기구 

10 2.006 6.000 2250 비상장 
제조업) 

B1-11 1959 
서비스업(정보서비스 

43 1.120 6.300 4890 비상장 
L 

l 출사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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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설립일 업 -그ζ-t-:-〉 자본금 매출액 총종업원 이전/현 상장/ 

(이전유형별) (진출일) (산업중분류) (억엔) (억엔) (명) 인원(명) 국적관계 

B2-1 1989 
소매업(컴퓨터생산， 

1 N.A. 250 250 
외자 

판매) 100% 

B2-2 1985 
서버스업(정보서바스 

80 861 600 600 
외자 

· 조사광고업) 50% 

B2-3 1987 
서비스업(정보서비스 

12 390 1.563 1500 비상장 
· 조사광고업) 

B2-4 1985 
서비스업(정보서바스 

3 102 876 876 
외자 

· 조사광고업) 50% 

B2-5 - 사업서비스업(연구개 - 14 50 50 비상장 
발) 

C1-1 1964 
서비스업(기타전문서 

10 303 500 247 비상장 
비스업 엔제니어링) 

Cl-2 1988 
사업서비스업(컨설팅 - 7 30 30 비상장 
조사) 

C2-1 1983 
소매업(각종상품소매 

16 301 376 74 
처Dτ E:õ. 

업) r。= ) :-31 

C2-2 1974 
소매업(각종상품소매 

24 168 322 36 
τt」j 「r=-

업， 서비스업) %~그1 

C2-3 1916 
제조업 

238 2.556 5.235 322 
동경 

(식료품제조업) 1부 

C2-4 1989 
제조업 

2 N.A 280 40 비상장 
(화학공업) 

C2-5 1929 건설업(설비공사업) 73 2.673 2.439 50 
동경 

1부 

C2-6 1920 
제조업(전기기계기구 

1757 28.450 47.372 50 
동경 

제조업) 1부 

C2-7 - 사업서비스업 - 13 50 20 비상장 
(전자기기수리， 보수) 

D-1 1962 
제조업 

7 N.A. 260 10 비상장 
(금속제품제조업) 

D-2 1927 
제조업(전기기계기구 

341 5.806 12.491 593 
동경 

제조업) 1부 

0-3 1964 
소매업(기타소매업: 

573 573 1.229 108 
점두 

컴퓨터판매) t0二 ; ;:1! 

0-4 1994 
서비스업(정보서비스 

1 9 20 20 비상장 
• 조사광고업) 

0-5 1968 
금융·보험업 

71 2.954 582 327 
동경 

(리스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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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의 시공간적 특성 

사례번호 이전전 이전루 공간조직변 소유형태 거리(철도 이전 기업네트워 

(이전유형별) 우|치 위치 화 변화 영업킬로) 시기 크범위 

A1-1 
도심3구 

휩張新都心 
단일→일부 임 대 • 31.7 

1991 일국적 
냐1央r~x 분리 부l.!...야 o (→東京)

Al-2 
도심3구 

￥1[- 1南安 단일→단일 
임 대 • 16.1 

1991 일국적 
中央I쿄 임대 (→東京)

Al-3 
프lLλ n1 多摩 t也띔~ ( 

단일→단일 
임 대 • 15.1 

1992 일국적 
新宿I표 調자1) 자사 (→新宿)

Al-4 
호lLλ n1 多摩地암~ ( 복수→주요 임 대 • 15.1 

1994 
초국적， 

新7쉽많 해;까j) 부문이전 자사 (→新宿) 현지법인 

주변 단일→일부 
자사→ 

31.7 
Al-5 

文京I
휴주張쟁f都心 

분리 
자사(분 

(→東京)
1990 일국적 

양) 

Al-6 
도심3구 

합~&~좌都心 단일→단일 
임 대 • 31.7 

1992 
초국적， 

I ~l맛I센 임대 (→東京) 현지법인 

Al-7 
도심3구 

幕5동￥rr都{J、 단일→단일 
임 대 • 31.7 

1991 
초국적， 

港[，젠 임대 (→東京) 현지법인 

Al-8 
도심3구 

下葉뉴타운 
단일→일부 자사→ 46.5 

1994 초국적 
下代머區 분리 자사 (→上野)

Al-9 
ElLλ n1 多摩地區 단일→일부 자사→ 26.3 

1991 초국적 
%fr:{Ëí G\K (뉴타운) 분리 자사 (→新챔) 

A1-10 
도섬3구 

#뚱張￥rr홈~心 
단일→일부 자사→ 31.7 

1992 초국적 
1-代버r~ 분리 자사 (→東京)

A1-11 
도심3구 

川 d倚市
단일→일부 임 대 • 20.5 

1991 
초국적， 

i갑~;~ 분리 임대 (→新宿) 현지법인 

Al-12 
도심3구 

칭fg長 ￥rr 협[~心 
단일→일부 임 대 • 31.7 

1991 초국적 
냐 I央I젠 분리 임대 (→東京)

Al-13 
부심 k암玉縣 

단일→단일 
자사→ 24.8 

1986 일국적 
뽑島많 처rru\ 자사 (→池짧) 

Al-14 
부심 

多摩:뉴타운 단일→단일 
자사→ 26.3 

1988 일국적 
新宿I웬 자사 (→新宿)

Al-15 
도섬3구 

흙투張新都心 단일→단일 
임 대 • 31.7 

1990 1-
千代田원 자사 (→東京)

Al-16 
도심3구 

歸張新都心 단일→일부 
자사→ 31.7 

1990 초국적 
千代田區 자사 (→東京)

Al-17 
도심3구 

합張新都心 
단일→지원 자사→ 31.7 

1995 초국적 
千代田펴. 기능 자사 (→東京)

Al-18 
도섬3구 

휴주 G효新都心 단일→단일 
자사→ 31.7 

1991 초국적 
中央않 자사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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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이전전 이전후 공간조직 소유형태 거리(철도 이전 기업네트 

(이전유형별) 우|치 위치 변화 변화 영업킬로) 시기 워크범위 

A2-1 
도심→ 川 rt倚 솔 리 단일→ 임 대 • 18.2 

1995 초국적 
주변 드스퀘어 단일 임대 (→東京)

ElLλ 口1 多摩-地區 효-，ε각 ’二---. 임 대 • 27.2 
A2-2 1994 일국적 

新宿區 (立川市) z닙1 。「t 임대 (→新宿)

A2-3 
도심 川 rt倚 솔 리 단일→ 임 대 • 18.2 

1997 일국적 
港區 드스퀘어 단일 임대 (→東京)

A2-4 
도심→ 川 rt倚 솔 리 단일→ 임 대 • 18.2 

1997 일국적 
주변 드스례어 단일 임대 (→東京)

A2-5 도심 
幕張新都 단일→ 임 대 • 31.7 

1997 일국적 
i心 단일 임대 (→東京)

A2-6 주변 
막장신도 단일→ 자사→ 31.7 

1998 현지법인 l 
심 단일 임대 (→東京)

A2-7 주변 
川 rt倚 솔 리 단일→ 임 대 • 18.2 

1999 현지법인 
드스퀘어 단일 임대 (→東京)

A2-8 
도심 

新橫i兵
단일→ 임 대 • 33.1 

1994 현지법인 
港I굶 단일 임대 (→東京)

A2-9 
주변 

mm21 
단일→ 임 대 • 30.8 

1995 현지법인 
品)11 단일 임대 (→東京)

A2-10 
도심 

mm21 기타 
임 대 • 30.8 

港區 임대 
-

(→東京)

B1-1 도심3구 월[7南安 
효-，츠각 ’:::.---. 임 대 • 16.1 

1989 초국적 
일부집약 자사 (→東京)

Bl-2 
도심， 주 

新橫-펀 
효-1L각 ’:::.---. 임 대 • 33.1 

1993 초국적 
‘ð ~ 일부집약 임대 (→東京)

Bl-3 도심3구 
幕張新都 효-，츠각 |二---. 임 대 • 31.7 

1994 초국적 
t心 전체집약 자사 (→東京)

Bl-4 도심3구 
幕張新都 효-1￡걱 ’二-→ 임 대 • 31.7 

1991 현지법인 
‘心 전체집약 자사 (→東京)

川 rt倚市 효-1Iζ ’二---.
임 대 • 

27.408.2 Bl-5 도심3구 
일부이전 

자사→ 
) (→東京)

1994 초국적 
띠原區 (임대) 

Bl-6 도심3구 
;뚫張新都 효-1￡각 ’:.---. 임 대 • 31.7 

1994 초국적 
i心 일부집약 자사 (→東京)

Bl-7 
도심， 부 

mm21 
효-，츠걷 ’二---. 임 대 • 30.8 

1994 초국적 
심등 일부집약 자사 (→東京)

Bl-8 
부심， 각 幕張新都 단일→ 자사→ 31.7 

1992 초국적 
지방 l心 일부이전 자사 (→폈京) 

Bl-9 
도심3구 幕張新都 료-1￡각 ’二-→ 임 대 • 31.7 

초국적 
港區 J心 전체집약 자사 (→東京)

1992 

주변 幕張新都 효-11-각 ’二-→
자사， 임 

31.7 B1-10 
I心 전체집약 

대 • 자 
(→東京)

1993 초국적 
사 

B1-11 
도·부심 

川 rt않市 
효-1￡걱 ’二---. 임 대 • 18.2 

일국적 
’ -;2「; i 긴~ τ t:: 전체집약 임대 (→東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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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이전전 이전후 공간조직 소유형태 거리(철도 미전 기업네트 

(이전유형별) 위치 우|치 변화 변화 영업킬로) 시기 워크범위 

B2-1 부심 
川 tl倚 솔 리 단일→ 임 대 • 18.2 

1997 초국적， 
드스퀘어 단일 임대 (→東京) 현지법인 

B2-2 도심 
川 tl倚 솔 리 단일→ 임 대 • 18.2 

1996 일국적 
드스례어 단일 임대 (→東京)

B2-3 도심 
川빠솔리 단일→ 임 대 • 18.2 

1996 일국적 
드스퀘어 단일 임대 (→東京)

도심 
효-11-각 ’二-옹 임 대 • 13.8 

B2-4 武藏맨f市 
전체집약 임대 (→新宿)

1994 일국적 

B2-5 
도심 

;騎~(市
단일→ 임대→ 

1997 
(中央區) 단일 자사 

C1-1 
부심 차솥 ?둥 新 겸15 단일→ 임 대 • 31.7 

1994 일국적 
新감H닮 ‘心 단일 임대 (→東京)

Cl-2 
도심3구 

￥rrrrIJ安
단일→ 임 대 • 16.1 

1992 일국적 
중앙구 단일 자사 (→東京)

C2-2 
도심 3구 흙힐 d표 쩌f 샘I~ 단일→ 임 대 • 31.7 1994 일국적 
냐]央 I뒷 J心 다」익 ζ 임대 (→東京)

C2-3 
도심 3구 川빠솔리 단일→ 자사→ 18.2 

1996 초국적 
rll央 l굶 드스퀘어 일부분리 자사 (→東京)

C2-4 
도심3구 휴'} 5.표 ￥rr 都 단일→ 자사→ 31.7 

1997 일국적 
냐1 央區 IL} 일부분리 임대 (→東京)

C2-5 
부섬 川 tl尙 솔 리 효-11-걱 ’::.- 자사→ 18.2 

1995 초국적 
갚활島 I닮 드스퀘어 일부이전 임대 (→東京)

C2-6 
도심3구 

mm21 
단일→ 자사→ 30.8 

1995 초국적 
千代田 l쿄 일부분리 임대 (→東京)

C2-7 도섬 3구 
종rrrm安 

단일→ 임대→ 16.1 1994 자회사 
대l央I하 단일 임대 (→東京)

D-1 부심 컴￥ G長新都 = t}r-A「--7 임 대 • 31.7 1996 일국적 
新宿區 J心 집약 임대 (→東京)

단일→ 
임 대 • 

30.8 
D-2 도심 橫땅-

단일 
자사 ( 공 

(→東京)
1993 초국적 

장) 

도심→ 橫땅→ 단일→ 
임 대 • 

18.2 
D-3 

부심 川 tl倚 단일 
공장→ 

(→東京)
1993 일국적 

임대 

부심 川 tl빠 솔 리 단일→ 임 대 • 18.2 
1996 일국적 D-4 

드스퀘어 단일 임대 (→東京)

부심 
幕張新都 단일→ 임 대 • 31.7 

1995 일국적 D-5 
心 ----|단일 낼대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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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현기능특성 

사례번호 이전기능의 
이전부서 

도심잔류기 
도심잔류부서 

(이전유형별) 성격 능의 성격 

Al-l Db: 광역시장총괄 
1991년에 동경본사 전체이전; L: 국지시장총 화학제품본부， 비서실 

현재 건재본부만 남김 괄/관리 및 관리부서 

Al-2 
Db: 광역시장총괄 

본사전체 
/관리 

Al-3 
Db: 광역시장총괄 

본사전체 
/관리 

Al-4 
OCK 광역， 기술· 본사중 일반관리， 기획， 업무부 L: 국지시장 

영업본부 
정보집약 딘 nr 총괄(영업) 

Al-5 
OCK 광역， 기술 · 마케팅본부， 해외사업부， 물류 L: 국지시장 

관리본부， 영업본부， I 

정보집약 부문(이전후 分社) 총괄(영업) 
영업개발본부， 교육환 
겨U보 L 기님-

Al-6 
OCK 광역， 기술 · 

본사중 일반관리， 학술부문 
L: 국지시장 

영업부 
정보집약 총괄 

Al-7 
OCK 광역， 기술 • 

본사전체 
정보집약 

Dm: 광역업무관 본사중 부동산부， 검사부， 경리 LFK: 국지시 
영업，기획，관리부문 Al-8 

리 부 일부， 전산부， 물류부문 장， 지식집약 

Dm: 광역업무관 본사중 계약서비스부， 의무부， LFK 국지 시 
영업，기획，관리부문 Al-9 

리 기업보험관리부， 정보시스템부 장， 지식집약 

Dm: 광역업무관 검사， 부동산， 업무관리， 국제경 LFK 국지시 
영업，기획，관리부문 Al-l0 

리 리， CS업무， 해상업무(이전시) 장， 지식집약 

Al-11 LCR 사무관리 총무，인사，경리 
LFK 국지시 

영업， 기획부문 
자。초 Q 과 E 

Al-12 LCR 사무관리 고객정보관리실 
LFK 국지시 

영업，일반관리부문 
자。초 。과 E 

Al-13 본사전체 

Al-14 본사전체 

Al-15 DLFK 제조기업 
본사전체 

총본사 

Al-16 
CK 기술· 정보집 

특정제품의 사업부문 주본사 
약형 

Al-17 CR 연구지원 특정분야 연구 주본사 

Al-18 
LK: 국지시장고차 본사 및 서비스， 엔지니어 

서비스 링 부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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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오 이전기능의 
이전부서 

도심잔류기능 
(이전유형별) 성격 이 성격 

잔류부서 

A2-1 Db: 광역시장통괄 본사전체 

A2-2 Db: 광역시장통괄 본사전체 

A2-3 
LK 국지， 기술정 

본사전체 
보집약적 

A2-4 
LK 국지， 기술정 

본사전체 
보집약적 

A2-5 Db: 광역시장통괄 본사전체 

A2-6 Db: 광역시장통괄 본사전체 

A2-7 Db: 광역시장통괄 본사전체 

A2-8 Db: 광역시장통괄 본사전체 

A2-9 
DLFK: 제조업 

본사전체 
동본사 

A2-10 
LK: 국지시장 본사일부(일부는 교외 내의 

고차서버스 다른 곳에 있음) 

본사중 관련사업본부， 전자정보 LFK 국지시 
- 일부 사업부문， 일 

B1-1 Db: 광역시장통괄 기재사업부문 ACE사업부문， 7-J-, 지 !λ -1lx 닙1 。「t，

정보시스템부분， 기타 자회사들 관리 
반관리부문 

신규사업추진센터， 시스템솔루 LFK 국지시 
- 일부 사업부문， 일 

Bl-2 Db:광역시장통괄 션사업본부， DMS사업부， 전자 장， 지식집약， 

디바이스영업부 관리 
반관리부문 

Bl-3 Db:광역시장동괄 본사전체 

Bl-4 Db: 광역시장통괄 본사전체 

DCK 광역， 기술 
통신해외사업， 국제영업본부， 법 LFG: 국지사 일반관리， 영업부 

Bl-5 무， 지적재산권， 네트워크비즈니 
정보집약적 

스본부， 영업점비즈니스본부 .. 등 
장， 일반관리 τ Irj 

DCK: 광역， 기술 
감사실，종합기획본부，주변 LFG: 국지시 각종 사업본부， 일 

Bl-6 기기상품기획본부(전체) ，비 반관리부문의 일 
정보집약 

서실， 홍보선전본부(일부)등 
장， 일반관리 

-님「 

Bl-7 
DCK: 광역， 기술 관리(일부)， 원동기기술센 LFG: 국지시 일반관리， 영업부 

정보집약 터， 기술본부， 기계사업본부 장， 일반관리 -rLT一~

Bl-8 
DCK 광역， 기술 섭외， 법무，멀티미디어사업화추 Lb: 국지시장 

영업부문 
정보집약 진본부(지 방에서 집 약) 종괄 

Bl-9 
DLFK 광역，국지 

본사전체 
기술정보 

B1-10 
DLFK 광역，국지 

본사전체+그룹집약 
기술정보 

B1-11 
LK 국지적， 기술 

본사전체 
정보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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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오 이전기능의 도심잔류기능 

(이전유형별) 성격 
이전부서 

。| 성격 
잔류부서 

B2-1 
LK: 국지적， 기술정 

본사전체 
보집약 

B2-2 
LK: 국지적， 기술정 

본사전체 
보집약 

B2-3 
LK: 국지적， 기술정 

본사전체 
보집약 

B2-4 
LK: 국지적， 기술정 

본사전체 
보집약 

B2-5 
DK: 기술집약형본 

본사전체 
사 

C1-1 
LK: 국지적， 기술정 

본사전체 
보집약 

Cl-2 
LK: 국지시장고차 

본사전체(연구 및 관리) 
서비스 

C2-1 
Db: 광역시장총괄 

본사전체 
/관리 

C2-2 
Db: 광역시장총괄 

본사전체 
/관리 

DCK: 광역， 기술 
사업개발부， 약품경리센터， LFG: 국지 

일반관리， 영업 
C2-3 

정보집약 
신소재사업부， 약품연구개 시장， 일반 
HEl능 ~끼 !:L τ Er 관리 

-님「 i nL1 

C2-4 LCR: 사무관리 정보시스템부 
본사 주요기 
'-
。

C2-5 LCR: 사무관리 정보시스템부 
본사 주요기 
'-
。

C2-6 LCR: 사무관리 정보시스템부 
본사 주요기 
'-
。

C2-7 
LK: 국지시장 고 
차서비 A공급 본사전체 

D-1 Db: 광역시장총괄 동경지사，수출관리부 

D-2 
DCK: 광역， 기술정 

관리， 기획부문 
LFG: 국지시 

보집약 장，일반관리 
영업부문 

D-3 
DCK: 광역， 기술정 

관리， 기획부문 
LFG: 국지시 

보집약 장， 일반관리 
영업부문 

D-4 
LCK: 국지적， 기술정 

본사전체 
보집약 

D-5 본사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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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동기 및 입찌션정요민 

사례번오 
이전동기 입지선정요인 

(이전유형별) 

도심오피스 분산으로 비효율， 도심 임대 
단일후보지(도심과 새로 개발된 특 

Al-l 
료 상승， 교외에 적절한 업무지구 개발 

정 오피스지구간의 비교를 통해 교 

외가 유리하다고 판단) 

Al-2 
교외에 적절한 오피스 등장， 확장의 필요 단일후보지: 도심에의 접근성， 연고 
성 지(사장의 주거지) 

도심 임대료 상승 기업활동의 안정화로 
자사토지(사업의 발상지， 연구소가 

Al-3 도심에 있을 필요성 감소， 교외에 자사공 

장 존재 
oλl 느 L二- 그 /1、、/ 

Al-4 도심교외간 임대료 격차 
도심에의 접근성， 기타지역에 대한 

교통편 

Al-5 
도심 본사빌딩의 협소화， 교외에 적절한 

단일후보지 
업무지구 개발 

Al-6 
도심 임대료 상승， 사무실협소화， 교외에 단일후보지· 연고지(공장 및 연구소 j 

적절한 업무지구 개발 와 가까워 짐) , 프레스티지， 임대료 

Al-7 도심 임대료 상승， 경비절감 요구 
단일후보지 임대료， 프레스티지， 통 

근편의， 접근성 

Al-8 
본사빌딩협소화， 전산센터 구축의 필요성， 재해안전성， 인프라정비， 성장전망(투 

투자가치 자가치)， 주거지인접， 환경양호 

Al-9 
도심오피스의 혼잡， 전산센터 신축필요， 

도심접근성， 성장전망(투자가치) 
도심임대료 상승 

Al-l0 
도심교외간 임대료격차， 도심본사빌딩의 

단일후보지·도심접근성 
협소화 

Al-11 경비절감요구，도심임대료상등 임대료， 접근성 

Al-12 
도심임대료 상승， 도심오피스 협소화， 교 

노동력확보，프레스티지，환경 
외에 적절한 오피스지구 개발 

Al-13 도심교외간 임대료격차 자사토지 

Al-14 도심교외간 임대료격차 자사토지 

Al-15 확장요구， 경영거점구축， 
새로운 교외업무지구의 특권적 이미 

지， 

Al-16 
기존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확장요구， 

개발업자의 이전권유， 합리화 

Al-17 
기존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확장요구， 

개발업자의 이전권유 

Al-18 
임대료의 차， 사무실 확장요구， 개발업자 
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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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이전동기 입지선정요인 

(이전유형별) 

A2-1 
교외에 적절한 오피스빌딩이 개발되어， 

임대료， 빌딩의 규모와 시설 
도심에 비해서 유리한 입지 

A2-2 
도심-교외에 사업거점이 분리되어 비 교외사업거점과의 접근성， 국내공항 

효율 접근성 

A2-3 
도심오피스의 익명성， 시설미비로 불편， 임대료， 종업원 통근편의， 교통편， 거 

교외에 적절한 오피스빌딩 개발 래선과의 접근성 

도심오피스의 교통편， 시설， 임대료 등 

A2-4 에 불만， 교외에 적절한 오피스빌딩 개 임대료 
tEjL 

A2-5 
사무실 확장요구， 호조건의 오피스 발 상징적 사무실 구축으로 기업이미지 

견 제고 

A2-6 확장필요성， 호조건의 오피스 발견 

A2-7 
임대료 차， 지자체 및 개발업자의 유치 상징성， 교통， 업무편의성이 높은 오 

활동，확장필요성 피스 지구 개발 

A2-8 임대료 차 

A2-9 확장필요성 
상징성， 교동， 업무편의성이 높은 오 

피스 지구 개발 

A2-10 확장필요성 

B1-1 
도심내 분산으로 비효율， 도심임대료 도심에의 접근성， 통근편의， 자연환 

λ。L즈 。: 켜U 

Bl-2 
도심내 분산으로 비효율， 도심임대료 

접근성， 임대료 
λ。l즈 。:

Bl-3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의 시급성， 도심 

단독후보 
오피스의 분산， 임대료 상승 

도심내 본사분산으로 업무효율저하， 임 

Bl-4 대료상승， 교외에 적절한 오피스지구 지가， 공항접근성， 자연환경 

개발 

Bl-5 
경비절감(기획， 개발， 광역업무통제거점 

자사공장， 교통편 
요구) 

Bl-6 도심내 오피스분산， 경비절감요구 단독후보지·통근편의，고레스티지 

도심내 오피스분산으로 비효율; 지자체 

Bl-7 의 도시재개발로 공장부지가 오피스지 자사공장부지 

구로 전환됨 

수요선행형 연구 및 국내외 경영기술마 

Bl-8 케팅의 정보교류거점 필요성， 적절한 단독후보지 

오피스지구 개발 

Bl-9 
도심오피스 분산으로 비효율， 정보화의 단독후보지· 통근편의， 쿄레스티지， 

요구， 통근의 원격화 공항접근성 

B1-10 
동경권내부에 사업거점분산， 도심 임대 단독후보지· 연고지(기업내 사업장들 

료 상승 이 많은 곳) 

B1-11 
도심내에 오피스 분산으로 비효율， 도 도심에의 접근성， 연고지(기업의 발 

심 임대료 상승 상지 및 공장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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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이전동기 입지선정요인 

(이전유형별) 

B2-1 
도심에 확장공간 미비， 교외에 좋은 조 

빌딩의 규모 및 도심접근성 
건의 오피스 등장 

B2-2 
도심에 확장공간 미비， 교외에 좋은 조 

임대료， 빌딩의 규모 및 시설 
건의 오피스 등장 

B2-3 
도심에 확장공간 미비， 접근성 불편， 교 

임대료， 빌딩의 규모 및 시설 
외에 좋은 조건의 오피스 등장 

B2-4 도심내 오피스분산으로 비효율 
통근펀의， 거래선과의 접근성， 빌딩 

의 규모 및 시설 

B2-5 
확장필요성， 정보거점 구축， 지자체 · 개 상징적 오피스 구축으로 기업이미지 
발업자의 유치활동 제고 

Cl-l 
계열부동산회사의 투자전략에 따른 벌 

단독후보지:벌딩개발 
딩개발， 지자체의 유치노력 

Cl-2 관계회사로부터의 이주권유，확장요구 

C2-1 
계열 모기업의 벌딩개발에 따른 입주권 

단독후보지·모기업 
7。「

C2-2 
계열 모기업의 빌딩개발에 따른 입주권 

단독후보지:모기업 
7。T

지자체의 지역산업구조개편전략에 따른 

C2-3 오피스지구 개발， 교통편이 좋은 교외 단독후보지:자사 

의 공장을 개발이전 

C2-4 계열기업의 벌딩개발에 따른 입주권유 단독후보지:계열기업 

C2-5 
벌딩건설공사를 하고， 발주자로부터 입 

단독후보지·거래처 
주권유받음 

C2-6 계열기업의 벌딩개발에 따른 입주권유 단독후보지·계염기업 

C2-7 
모기업 혹은 거래처의 이전 요청， 임대 

료 차이， 집약 및 안정경영거점 구축 

D-l 업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연고，쿄레스티지，공항접근성 

D-2 업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자사공장 

D-3 업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자사공장 

D-4 업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임대료 

D-5 
업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계열사의 

계열기업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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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현예 따른 주요 이점과 불리점 

사례번호 
이점 블이점 

종합평가 
(이전유형별) (현시점) 

Al-l 
정보네트워크구축， 통근편의향상， 내부거래비용증가， 외부 

다소불리 
신뢰향상 거래비용증가 

Al-2 
업무환경개선，거래비용감소，확장 

없다 다소유리 
가능성 

Al-3 임대료삭감 없다 매우유리 

Al-4 
임대료삭감， 업무환경개선， 신뢰향 

거래비용증가 다소유리 
상 

Al-5 업무환경개선 
내부거래 비용증가， 통 

유사 
근불편 

Al-6 업무환경개선， 신뢰향상， 판매촉진 
내부거래비용증가， 임대 

다소불리 
료증가 

Al-7 임대료삭감 
내부거래비용증가， 정보 

다소유리 
획득비용증가 

Al-8 
업무환경개선， 도심오피스의 효율 

내부거래비용증가 다소유리 
향상 

Al-9 업무환경개선 없음 매우유리 

Al-l0 
비용절감，업무환경개선，도심오피 내부거래비용증가， 통근 

다소유리 
스의 효율향상 불편 

Al-11 임대료삭감 없음 다소유리 

Al-12 임대료삭감， 신뢰향상， 판매촉진 식사 및 문화생활불편 다소유리 

Al-13 비용삭감 없음 매우유리 

Al-14 비용삭감 없음 매우유리 

Al-15 
업무시설 및 환경， 동근， 인력채용 

내부-외부거래비용증가 다소유리 
편의， 

Al-16 업무시설 및 환경， 통근 내부 외부거래비용증가 다소 유리 

Al-17 업무시설 및 환경 
통근， 채용편의 불편， 내 

다소 불리 
부-외부 거래비용 증가 

Al-18 
임대료， 업무시설 및 환경， 기업의 

통근불편 다소 유리 
대고객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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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이점 불이점 

종합평가 
(이전유형별) (현시점) 

A2-1 임대료삭감，업무환경개선 없음 매우유리 

A2-2 
임대료삭감， 본사-연구소간 조정비 

공항접근성 낮아짐 다소유리 
용삭감 

A2-3 
임대료삭감， 거래비용삭감， 신뢰도 

식사， 문화생활불편 매우유리 
향상 

A2-4 임대료삭감 동근불편 다소유리 

A2-5 
업무시설 및 환경， 동근편， 대고객 

매우유리 
이미지 제고 

A2-6 업무시설 및 환경 개선 
퉁근의 불편함， 종업원 

다소유리 
채용의 이변성도 존재 

A2-7 
임대료 차이， 업무시설 및 환경， 

매우유리 
통근편， 고객의 대회사 이미지 

A2-8 임대료 차이， 업무시설 및 환경， 직원채용편， 매우유리 

A2-9 업무시설 및 환경의 편익， 동근편 임대료 증가， 다소유리 

A2-10 
업무시설 및 환경， 통근편， 종업원 내부-외부 거래비용 증 

매우 유리 
채용편의， 대고객 이미지 가 

B1-1 임대료삭감， 업무환경개선 
조정비용， 거래비용 증 

다소유리 
가 

Bl-2 임대료삭감 
통근불편， 현재는 오히 

유사 
려 비용증가 

Bl-3 
정보통신네트워크구축， 기능집약， 

없음 매우유리 
업무환경개선 

Bl-4 조정비용 감소 거래비용증가 유사 

Bl-5 임대료삭감 유사 

Bl-6 임대료삭감， 산뢰도향상， 판촉효과 
거래비용증가， 조정비용 

매우유리 
증가 

Bl-7 
업무환경개선， 기능집약으로효율향 영업부문과의 조정비용 

유사 
상 증가 

Bl-8 정보수발신거점구축 거래비용다소증가 매우유리 

Bl-9 
기능집약으로 효율향상， 신뢰향상， 경비증가(현재) , 거래비 

다소유리 
업무환경개선 용증가 

B1-10 
기능집약으로 효율향상， 통근편향 

거래비용증가 다소유리 
상 

임대료절감， 기능집약 
선뢰하락우려(실제는 문 

다소유리 B1-11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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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이점 블이점 

종합평가 

(이전유형별) (현시점) 

B2-1 
업무환경개선， 통근편리(열차가 안 

거래비용증가 다소유리 
호I브~~) 

확장가능성 
신뢰하락우려(실제는 문 

유사 B2-2 
제안됨) 

B2-3 신뢰향상 
선뢰하락우려(실제는 문 

유사 
제안됨) 

B2-4 기능집약으로 효율향상， 비용삭감 없음 매우유리 

B2-5 
업무시설 및 환경， 회사의 대고객 

내부거래비용 증가 
이미지 제고 

C1-1 

업무시설 및 환경， 통근 

Cl-2 임대료 절감 
불편， 인력수급에 어려 

대동소이 
움， 내외부 거래비용 다 

소 증가 

C2-1 조정비용삭감， 신뢰향상 경비증가，거래비용증가 다소유리 

C2-2 통근편의 향상， 신뢰도향상 거래바용증가 대동소이 

C2-3 다소유리 

C2-4 임대료절감 다소유리 

C2-5 다소유리 

C2-6 평가불가 

C2-7 
임대료절감， 업무시설 및 환경 개 통근불편， 내부거래비용 

다소유리 
선， 대고객 이미지 개선 효과 다소 증가， 토레벌딩 

D-1 임대료절감 평가불가 

D-2 임대료절감 정보획득비용증가 다소불리 

D-3 임대료절감 평가불가 

D-4 임대료절감 통근불편 유사 

D-5 임대료절감 
거래비용증가， 조정비용 

평가불가 
'--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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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질문자 

1. 맨담조사용 질문쩌 

誌j흡 

「東京했外業務地힌/\φ才 71A移팝· 新設φ經l偉」
~= -:) l 、τ4 ν 갖 E、그-調흉ζ‘ 1폈力φ힘願L 、 

핑京大캉E敎찮켈슨잠R人文地뭔렌:펑〔혈 

침E 차 해f究室 李 政 파Q 

(1 1-견Zν.s 합文化交流基金招~1i)f究員) 

貴*上'ÌT'Ì껴1;::'緊똥φ ;::~~ 원홉V~껴 L上~j'옳*。 私{호李政勳 ε E~ L.，놓껴「。 

韓E되 σ) '.JrJ jν大렇*士슴科후大字大렇院地理좋科博士誤程~::在字 L.，-C:ß~ 、 昨年

四月 7PG-年問 日 韓文化交流基金招牌冊究員 ~ L.，-C東京大헬敎養펠部협井1î)f究 

室τ、博士論文제f究창行 "":)-C v 、뚫 -9-。 詞文φ隨 퇴 }土 f1980 年代以後짜京大都市댐 

갖~外業務地[RO)性格짧化-意思決定機能φ랬化順向쪼中心~L.，τJ -C‘?。 

本調춤따: φ장F究φ一홉~ ~ L.， τ東京 ~'.JrJ Jν 0)1:1:較0)上「ξ、、 大都市웹都心部 

/、、 0) 中樞管理機能φ集中￡分散σ〕問題창됐:f3 5 ε 년-ε b O)-C、To ~ffi]효 0) 目的납、 

第一 lζ 1980 年代以後形成 효 ;.h t;:東京졌外m新業務地[K./\才 7 -1’ X 창移$iLj~企 

業0)移합要因 ε 준φ經錯훈明 5 지나ζ깐→ Q=-~ 、 第二~::、 잣~外新業務地[RO):才 7 

.-{7. τ、따 ~"O) J: 5 7농 ν.r< jνm意思決定ìÒ~ ft 흔 hτU 、 6φ ìÒ>， 송確認년- Q =- è -('1-。

4 ν갖 1::'、그 -φ처象따、 幕張훌rr都心、 MM21 地E、 新橫판地Eα'):才 7 -17. 0) 

中T、本狂開連機能 • 事業部:t- 7 -17. è 思;Þ;.h장企業쪼 0 7. }--7'/'7。흔날-C v 、 t;: 

t=、혼 옮 L., t:: 。 처象企業0) 0 7- }--7v7i::따各種(J)，新問記事-、 승*士fr=-짧 • 승f士絲 

鍵 (日本經、홈新聞f土) 、 行政機開0) 資料、 켠、 ν ” ν{主펀地때 1농 E 창參照、L.， 'Ì L., 

t。

才 71À立地，:開9~戰略따企業，: C '?τ大切7냥情報τ‘J)~，:， c 솥十分承 

知L 、 t.: Gτ i>lJ뚱才。 質問φ中 i~따項目 i:: J:"":)-C企業 0):/)\況 k 合;b치hV\ 、 答 k

G ;.h 7노 U 、場合 b&;Q~ 思V 、옮껴r。 一部 t=.、 ~t 0) 1:: 7 0 ν?、、T、 k 、 本피f究~: C '? τ 
生혼τL 、 g貴重tJ엇o識 ctJ lJ i才φτ?‘、 是非 c 효 ζ? 協力춘i>、願 L 、 E~ G 上~:f' i 才。

個別企業φ情報l따풍지、φ企業띠情報 ￡合b-ttτ分析·흔 ïh호才b、 ι 、 ↑떠別企業m 

名前 c繹/합較略tJf.公表효 ïh~딸l쉽띤xt~、 펀‘ L 、 i -tt lv 。

質問m要답~'i次η J: -)-간、녕- 298 -



質問φ要듭 

1. 今m場所\:.才 7~ :A ξ移1\필 • 차rr設 L t=-;~쉰t(: 준ω條젠 

2. 貴;t 7~ :A φ機能

(1) 租필業務 

(2) (子승삼옮 t따本狂φ一部T、￡ ε場合)뀔才7~ :A φ意志決定械限 ({J.IJ ;t많、 

人事 • 生塵計固 "7、f‘4’ ν7상~" ~:.開b장意志決定權限) ) 

(3) 貴;t7~ :A τ、業務上接뺑*ε外部取引先、 行政機開、 消費者(/)'v、 01번i或φ分 

布~=開b ‘￡擺略的 y양tJ\況 

3. 移훨 Lt.::企業φ場台) 移較以後(/)쫓化 

(1) 貨貨費、 交通費7양 E費用m볍減tJ\況 

(2) 取引先 (供給測、 需要↑則) φ쪼化 k 똥~~~(/)方式、 頻度(/)갖化 

(3) 從業員確保(/)便、 i변動(/){更쭈Ij 흔 

?혼옮 Lτ'i 、 jß信用/、컨추훈同封致L뚫才φ℃‘、 품*土，:힘b、;h뚫 Lτ::..ø 

l' ν Y'r:‘그-，:파c，τL 、 t::.t!Jt ~方φ훤名前 c連絡先잦 ζ、記入 L 、 t5~t) 頂't

;h '~f幸 L 、τ‘才。 後 日 、 ζ i? G ;6、 G 、 ;‘連絡츠 -ttτ L 、 t::.t::.‘ 솔 、 &) G ;6、 C，ò6準↑j뚫 L 

t::.質問紙춘持?τ$↑司 L 、연-ttτL 、 t::. t! . .' < 存 U옮才。t5忙 G~ 、 c::" δ面倒 7냥힘願 

L 、춘효-ttτL 、 t::.t:.:~ 、τ大쫓恐縮T‘따;연‘ L 、옮才;6<'、 {可쭈、 高配춘ß짖 O 、 l' ν 갖 

는、그 -κζ‘協力솥 L 、 t::.t:.: 올 t::. < 힘願 L 、 $G上'f 옮 90 7양힘， ζ‘不明따쁘、;6<' &) t) 

옮 Gt::.G 、 下記옮℃‘l;;‘連絡〈 건‘효 L 、。 

冊究室 : 03) 5454-6256 (電話 " Fax ) 

連絡時間 : 1998. 1. 27 (火) ""'2. 2 (月 ) 午後 1 : 00""'5 : 00 

누 153-0041 東京都텀累E騎場 3-8-1 

東京大字敎養字部人文地理켈슨敎室 파井뀐f究室 

李政勳 (1' T 크 ν7 ν · 日韓文化交流基金招뱀파f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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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紙A/였外移較企業 • 홉貨;f 7 ;f ;ζ 

企業(/)7'口 7 -1 )v 

口 企業名:

口 業種c業務φ內容 : 

口 本#土;t 71ÀØ所在地及u'機能 : 

(1) 꺼 f ν才 71;ζ

(2) ( 才71À:

(:3) ( ) 才71À:

口 創業年度￡各J:tB域才 71 ÀO)設歸티 : 

分類홉묻 :A

日 時 : 1998。

口 從業員φ敬 : 꺼 4’ ν;t 71À 名I ( 才 71À

才71À 名

口 (全#本柱移乾φ場合) 移乾以前本tt;t 71Àφ所在地

(1) 年 月~ 年 月 都·멸 ---市.lR뭉 

(2) 年 月~ 年 月 那·原 ---市.lR 뭉 

#딛펀者 

:tò名前 : 

R퓨究者 

民名:李 政 熱

部뽑: 職位:

名

E、}v

E、}v

所屬 • 身分 : 東京大캘敎養렇部A文地理뚱敎室 • 흙井冊究室/日韓文化交流基金招體冊究員 

住所 : 구 153-0041 東京都目累E騎場 3-8-1 

冊究室 08) 5454 - 6256(Tel-Fax) 自펀 0:1) :1467 - 50:12 

I . 移較m物理的찮形態(~~~、t 

1. 移乾m物理的tJ.形態、따 ë' -j τ‘9 1J、。

(1) 東京E部ø~"Jø場所I: J;)..， t.:才 71À全休훈移乾 

(2) 東京E部O)~"J(η場所I: J;)..， t.: ;t 7 1 ^一部훈移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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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핀\?(部ωμ0~ 、8場所 1::分做흔nτL 、 t::" 7J 71 7..수休잦絲j싼移4필 

(-1) 짜처H~部O)~ 、 δL 、 δ場所1::分做흔n-c t 、 t::.. 7J 7 1 7.. - . fi!)춘移 l표 

(ñ) 준 0)他 ( 

2. 했外才71 7..φ物理的空間쫓化1:: [생T~質間τ‘#。 

(1) 一A펌 t::.. 'J 0)才 71 7..面積:移乾以前 rrf 移!똥以後 rrf 

(2) t:')\;O)機能 c設備φ쫓化 : 

(3) 移乾c同時1::新 L< 設置 L- t.::空間 • ~、 ι 따 < 따-:J t:::.. 空間 ( {91J.Æ-'i‘ :~ 크 -)\;-1...、 展

市場、 그 ν시 ν ~ 크 ν施設、 徒業員@橋批施設따 ￡‘) 

(4) (3) 項1::該뀔事項센d)~場合、 준φ背景 

11. 移휩過程(:. -:> t 、τ

3 移乾잦計固 • 몇行 Lt:::..背景c 올 -:J1J、 Itl j:何τ‘L- t:::" 1J、。

• 下記φ事項φ 킨 5、 倒#土φ移훌~c開係1J{d) ~項目 t:: 1-工 'Y 7 L-τ < t:‘흔 L 、。 

<經費節約m必要性>

(1) 事業φ低迷I:: J: -:J τ質贊料ψ負51!.!::따 ?τ 

(2) 減量經當φ一環cLτ

< 組織再編(J)if[;、要性> 

(:3) 本桂0)7.. 1) 1...1t 

(4) 事業部設置 • 機能彈化

(5) 本柱φ統合

<空間m問題>

(6) 才71 7..空間뾰張φ必要性 

(η OA化φ t:::..φ 、 先端設備必훨 

<各業務地[&(J)立地좋件m쫓化> 

(8) 都心φ混雜1:: J:죠不經흙 

(9) 했外φ줬倒力、 需要者接近性向上

(10) 갓~外φ開짧1:: J: ~業務茶件向上

(11) 知外φ 自然環境φ再評f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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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훌市場m論理> 

(1 2) ’」섭 、1J1t:H

(1:~) 돼짧팎0)7- 'T1- ν7、 4’ νtν 7--1’ 7' 

(14) 갓IS外0)閒짧I: J: 죠 Eψi엠끼[1 

(15) 閒짧 • 企業m移乾I: J: "?τ業務!fu域cG -Cω4’ j- ‘Y形l파 

<事業m內容、 f뿔境쫓化1:'처풍정適Jïê>> 

(IG) 工場cø連結鎭化

(17) 悔外進出、 海外cø接빼ωt휩加 1: J:"? τ都心立ltl!.ω必짧性m減·少 

(18) 市場接近렐化 

<技術훌達> 

(19) 通信技術ω짧達I: J: "? τ都心立地φ必要性φ減少

(20) 交通施設 • 技術φ짧違1: J: "?τ都心立:i1Hφ必앓:性ω減少 

<준m他> 

(21) 준ø他 

4. 移乾훈몇行#죠옮τ‘難 G fJ、"? t::.펴따何간 Gt::. fJ、。(例쇼많、 移휩費用、 從業員φ通動

φ問않、 適뀔따立地c t:、}t;φ不足、 갓IS外立地φ1) A7 、 æt存取引先cφ取련 |φ問짧따 

￡‘) 。

川。 場所c: 已‘ )11 0)選定過程

5. 移乾0)候補:i1H t.:' "? t::.場·所、 E‘lνli 2:'‘~t? τ‘ Gt::. fJ、。

(1) 

(2) 

G. 퍼時、 各候補地1:쳐융깅評1illi'ië‘딩 -C: G t::. fJ、。 現在띠場所훈選把 Gt::. 땐I:!Jl i何-c: G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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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iá性 c集積m經i홉> 

(1) :fflS心 CO)接近性

(ω2씨) f랬랬5강’댐倒hr써f다따lî場""\Oωj接j近E셈 

(8페 r市H場""\m接i近E性 

(4) 空港ξφ接近性

(5) 主따取引先 -""!t -t'A施設cφ接近性

(6) 企業內組織間@接近性

〈覆境>

(η 居住뭘燒 

〈不動훌市場> 

(8) 才 71 At'Jl-<Ø利用可能性

(~)) t‘J l-< O)뼈設 

ζ 앞[101'料> 

(1 0) 뤘앉料ω水땐 

<-1)1. -;';è 象徵性> 

(11) 場所0)4 서 -:; 

(12) t'ψφ4 셔 -:;c象徵性

<自治#、 開훌훌業者c閔連> 

(1:3) 自治#、 開짧業者φ7-7 'YT ν7’ 

(14) 自 治↑本、 開짧業者èØ開係 

7. 移乾以後φ業務活動@經較j、 G했外φ業務1tÞ.!R c 都{，、3월務地!R잦比較才 ε èë‘ 딩 간# 

h、。

項 目 比 較

(1) 賣貨料

(2) 業務覆燒

(3) 通動m便宜

(4) 職員採用φ便宜

(5) 需要者接近性

(6) 용社φ4’ 꺼 -:; 

(7) 外部接觸費用

(8) 生活覆燒

(9) 준@他 

(1이 總合評細及'()知外φ

長所è短所

IV 。 첼外才7 -1 Ã (J)意志決定m ν4섯 }lI é業務活動m範댐 l~開 Lτ 

8. 本참才7;( ÃtJ'\첼外c都心部f;:分b、n"'C L 、 g企業m場合 

(1) 桂長室따￡‘φ重投室따￡‘ !>l김;:3) ~ 옮융h、。 

(2) 知外才71Aè郵心才71Aφ間，;:意、띤、決定Ø111j때T序列園係1J~3) ~ 옮 '"t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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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때깐ωffil 써 • 따外文11:、 'Jç業쐐、 r.혜 i값 i원꽤況 ( !t!!J.펴、 훤統ωl서참、 U앉110)값、 l끊 il'il~ 

11:.JJO 

(1) 地理的φ離hτL 、죠때企業內組織많]0)接빼手段、 頻탤、 }선容。(例;t(;t'、 깊議 -ìR흙 • 

文휩受짧tJ. ë.‘φ方式、 頻따) 

(5) 各才71^φ業務活動上φ꿇要따取引先φ地理的0)分布 (市、 [z) 따￡‘킨 τ‘τb、。 

<했外::t 71^> 

中間-ij--è:'、Z購入先 : 

公共칸-1::‘χ利用先 : 

主따-ij--t:‘X供給先 : 

<都心部::t71^>

中間칸-t:、X碼入先 : 

公共-ij--t:'^￥Ij用先 : 

主7냥칸-t:'^供給先 : 

(6) 取引先c o)主칭接觸手段c接願m頻度따￡딩칸才h、。 

<知外才71^>

中間-ij--t:、X購入先 : 

公共칸-t:'^利用先: 

主따칸-t:、Z供給先 : 

<都心部才71^>

中間-ij--t:、X購入先 : 

公共칸-t:、X利用先 : 

主따-ij--t:'^供給先 : 

9. 本柱才7.{À全~tJ{갖ß外I;:~ .Q企業m場슴 

(1) 倒桂φ圖內·海外支#土、 !打業部、 펀業所、 工場設證現i兄 (!t!!域、 業務φ內容、 職員φ

敬、 設置年度)

(2) 地理的m離n-c~、&뻐l企業內組織間φ接願手段、 頻度、 內容。(例k냥、 용議 • 決흙 • 

文書受짧tJ. ε‘φ方式、 頻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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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11才 71 7-.. 0) fc핏따J&'J I 光 0)뻐JII[[에 0) 상{jj ( Ili 、 I>() 따￡ 딩 τ'91;、。

rjq“j-fj-- 느‘지l빠人光 : 

公J~ -tj-- t::'7-.. fIJ川光 : 

王1냥-tj--t::'7-..센%先 : 

(4) 따진|光cω펀꽃:따按빼手段 c接깨밍ω쌍Uil후￡‘킨 τ:'91;、。

마ltaJ-tj-- t::':;짜야人先 : 

公共-tj--t:、x￥IJJ니先 : 

主7냥-tj--t::、7-..센給先 : 

VI 。 業務活動環境m쫓化c經’뿔載略m쫓化 

10. 1980 年代以後世界的~::企業間鏡쩔φ敏化、 더j없-ω짧化 1:: J:. -:>τ많業해꽉핍編、 企業

ω 1) 7-..}- 당1;'{進行 Lτl‘ 、옮#。 앞1I:fI: O)쇄잠; ω￡ 킨 fJ ‘핀|싸 0)갖化종經!談 L, ~ L, t::' 1;、。

經默 L, t::. c '9t1( ~f갖化ω찌容따何τ‘ L, t::' 1; 、. 次 0) 例춘캉깐. 1:: L， τ答;t -c < t:!.. 흔 t 、。

(1) 意思決定權限φ分散化 (例k냥휩業部備l핏펴化) /集 l~l化

(2) -tj-- t"‘X 機能(1) 7 φ r~ ←一 νν 것’/內공lí化 

(3) 減量經합/本柱7-.. 1) 1>.化

(4) 顧客指向性彈化

(5) 海外進出增加·것、디서 0-상--ν3ν 

(6) 깐lη他 

11. 以上ω ‘15 양쪼化힘業務機能立地υ)짧化l;εω t 5 ft影쩔갖及LfL 좋 L J:::'ì)' 

VII. 移輕以後業務活動m쫓化 

12. 移乾以後、 才 71 7-.. 0)業將活파bJ~.O) 펀꽃\7냥 1& 낀 l :Jtω地.fIIU’()υ〕상퍼갖 ftl;:}) i; -는 L 간퍼、c 

中 f해-tj--t:‘7-.. U싼入先 : 

公共-tj--t::、X빠入.7'ê : 

主1냥-tj--t::、X센給先 : 

1:3. 取당 I)\:cω主1냥接願手段ξ按~j~씨ω썼Ul'tω갖化Lìë‘ 6 τ#치、。 

中 rm -tj--t::、7-.. U하入先 : 

公共-tj--t:、7-..利찌光 : 

主따-tj--t::、X供給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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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관宋本柱機能立地쫓化土었外業務地~O)展望 

1 ， 1. 本柱:;t 7 ;( AtJ\었外c都心홈BI~分h、hTL 、 g企業m場合) ζ~l 1J、 ι {{llJ fl:li~15싸才 7 

1 .7.. ω機能잦펴化9 ~ Í' )Ë1J'ÍðJ ~) ì 91J、。 강15外꽃修t따i띠I><:O)1ð파싸띤Ltë -j τ‘91J、。

lG. (本社:;t 7;(A숲f*tJ~갖ß外I~S정企業m場合) :. t11J、‘;때tl:li就L 、 τ.*tl:才 71A잦 

~I‘外 1:1원 ( Í'定τ‘91J、。 갓15外業統Jt!!J:t!!I~φ짧1필따띤lië、건 τ‘才b、。

※ 4’ ν 갖 E、그 -r:::、 1값tjLτL 、 t:.. 걷、올 뚫 Lτ ε、컨 Ð ~ VJ iÒ-{c 킨 
;、흔‘ L 、옮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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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때왜접촉행동 조사표 

企業φ첼外接뺨行動(::開才 종調효《φ ;協力0)ët-3願L 、

護혈 

時下、 貴方ζ휩j、n좋 L "(~후益益:淸벚O) =.èè원慶v申 L上'1*τ。 私|후李政 

熱è 申 L:좋才。 韓몹0) ')7)ν大좋뾰슐科풍大켈슨大켈슨院地理좋科~:::tE좋 L"( Ì5 η 、 去年

四月 h、 5 日韓文化交流基옳招體冊究員èL"(東京大쫓敎養￥部뾰井冊究室건博士論文 

冊究흩行?"(Ì5 η 좋후。 論文φ主題따 「東京大都市團~::휩tt~쨌外m新業務地~O)形 

成」 τ?캉。 ='O)~퓨究φ一覆èL'"( 、 東京E部iJ~~周뀔都市~::本표::t 71Ã 활移範 Lt.: 
企業O)~外接姬行動~::開 L"(調훌흩行?"(Ì5 η 좋좋。 :φ調훌|후本冊究~:: è "? "(貴重

t;;.資料，:: tJ: ~ε 思、L、좋후。 調훌m結果'i純牌~::￥術텀的，::用 L 、、 置名，::分析흔n좋후 

。 휩忙 l~ 、 ζ :건面倒tJ:훤願L、흩흔날"(~、 t.:t::혼좋 l"(大쫓恐縮τ?~후-，;*호.~、좋캉j‘、 

協力훈L 、 t.:t:3. 혼 t.: < 원願L、申 L上'1좋후。 

口 記入좁: 슬뾰名 

敬具

東京大좋敎養좋部A文地理좋敎室 

홈井 冊究室 李政熱 (1 돗크 ν7ν) 

部 뽑 部 課 職없: 

(훌面ζ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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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貴課건쫓生才&平日φ一日 ~t::. v) φ外出Aφ擺略的t，J:數흉書L 、-C< 쉰흔 L 、。 

(* t::.t!.l 、 其φ他숲固t海外φ場合|후 1 力月 ~t::. ηm數)

都東京 홉 EKB京 橫많 川 奈빼 千葉 千葉 其他φ 其H全km 海外훌훌 
E部 以E外部 市 市 川 市 原 東開

떨 E휩 

:ff:內 約 約 *9 約 *9 *9 約 約 約 約

當業 A A A A A A A A A A 

훌t外 Iè Iè Iè Iè Iè 約 Iè Iè Iè Iè 
A A A A A A A A A A 

b용t，合훌 打tt 훌t內 Iè Iè f/9 f/9 Iè 約 Iè f/9 Iè Iè 
A A A A A A ‘ A A A A 

삼外 Iè Iè Iè f/9 約 約 f/9 f/9 約 f/9 
A A A A A A A A A A 

技fefa-zg 삼內 約 約 約 約 Iè f/9 Iè f/9 Iè f/9 
A A A A A A A A A A 

삼外 Iè 約 Iè 約 約 約 約 *얀 約 f/9 
A A A A A A A A A A 

훌t內 約 約 Iè *9 約 約 約 約 約 約

其他m A A A A A A A A A A 

훌t外 約 約 約 *인 約 *인 約 約 約 約
A A A A A A A A A ÁI 

* 삼內'j:子슴표찰含호r * 課員따全部 A 

* 一人하表간分類흔n-Ct..、&二~ø地域흩옮問 lt::.場合ζ따雨方ζ力 ?ν h 

2 。 갚外tφ원 η取ηζ下記øtφ찰 t O)< i?t.. 、험j用 L 좋才j、。 펼t따좋 ~(:;:0 ‘: 

Á.찰?付t下호ν。 

{풍，;r每日 週2-3回 週 1 回種度 月 l 回程度 使用 L~t..、 施設찌‘~t..、 

電子ß.-)L，-

TV용議 

衛星通信
」←

3 。 貴표φ他φ事業所(:0)추 η取ηζ下記φt o)찰 (:O)<i?l，、利用 L 좋才져、。 필t납 

좋 정 t;:0 ‘::Á.찰~，t-c下호 L 、。

않，;r每日 週2-3回 週 1 回程度 月 1 回뚫度 使用 L찮L 、 施設*‘~\，、

電子;1.-)ν

TV슐議 

衛星通信 } -

口 調훌l;;r協力L 、 7는 1는‘흔좋 L "C ξ‘ 5 훗j有 υ難5 낱흔‘L、훌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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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맨첩기업용 설문지 

「才 71 7.. η移乾 · 新設σ)繹韓 ε 業務活動η特性」

t= 開치r- ~ 7ν7-~ 調훌 

:훨F# 

n츄下、 貴ft. t:}) lJ'fL 1 Lτli益益:淸꿇σ) ‘: ε 창쉰慶 lf申 L 上 11 좋 T 。 

私 'i韓 I궐 σ) 'J r'J J l--大쑤삼승科렇大렇大렇院地理.렇科博士課程I: tE빵 L τ })t) 、

「大都市챔 I:}) tt {，業務機能σ)했外化 ε 空間的*'/ }- η-1化-東京關창事例 ε L 
τ 」 εμj 題 Rσ) 博-1:論文 σ)빠究창行?τ}) t) 좋 Toσ)論文σ) t::. /1) 1: 、 1997年4

n iJ ‘ G 1998~-6 J] 호 칸、 H 韓文化交流基金招碼짜究員 ε L-r 束京大빵敎養￥部뽑井 
댐f究몇 T‘itJf究 창 L τ })t) 좋 L t::. 。

; σ)調홉:'후東京댐 σ) 마1"'(‘東京都23g部σ)周필地域(千葉뭔;、 빼奈川原、 倚玉!월) 

t: 쉰 L 、 τ1980年代以後成長 Lτμ&業務地gl: 入居 Lτ 쉰 ι fL{，企業창쳐象 ε Lτ 

行 ?τ 전 t) 후才。 해낀fσ)結果 'i統計·分析증 h 좋 Tσ)τ· 、 貴tIσ)業務上σ)秘、密따必、-r 

f및讀용 h 호 T 。 쉰忙 L t.-、è: ':'δ:面倒강})願 L、혼증 -\t-r t.-、 t::. t:!. 혼 호 Lτ大갖恐縮칸 

'i .::혼’ L 、좋 T iJ{ 、 {可쭈、 답配송m t)、 調효 l:;r協力창 L 、 t::. t:!. 혼 t::. < })願 L、申 L 上 11

옮 T 。

敬具

1999. 6. 2 

'J r; J t--大렇校싼승科렇大향大향院地理렇科 

博士課程 李 政 勳 (-1 1- 3 ν7ν) 

07ν7-}- ‘i1999年6月 19 日(.:f:)호간 1:到훌후&樣 1: Lτ頂 It fL ，;r幸T才。

(日本 1)' G 'J r'J J l-- 1 τ*σ)郵便따5 日 〈’ ιμ iJ' iJ‘ 0 호 T 0 ) 

<> 乃 --、 貴삼σ)갚삼훌內、 승*t빠흉흉흥、 월鐵f.Bl~ εσ)資料 iJ{ ::: 용 L 、 호 Lt::. ι 

7 ν 7-}- ε ‘總↓:})*t) L τ頂 tt tL I;r幸-r'T 。

(> :: .. :-f야 UA (( ε .:. 0 iJ{ ~ t) 좋 L t::. G 、 下記 좋 칸.:.'5.팔絡下 증 L 、。

151-7-12 韓핍 'J r; J t-- (Seoul)市冠폼E新林洞56-1 

Seoul7:뺨校*土승科렇大렇大후院地理5캄科 

?윤채: -.-82-2-880-없44(짜究室) FJ\X: +82-2-876-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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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企菜σ)7"071 -}l.-

企業名

木tl{lF~ :都 · 밍----며 . I츠 

業 種 : 業

+.강r 製 l뮤JX ‘*→t-ëÀ: 

J"o場開係 非上場 ---束京1部、 ---냈京2部、 ---店頭
充 h聊 : 千門(1998年決算)

2. 從業員σ)敎

*상從業ft σ)數 約 名

現;;t 71À 勳將;ffσ)敎 뿜J 名

3. 貴才 71 :7- σ)組織上σ)地位

--φ ~i土숭{本 
_~ 4: i土σ)-짧分 

第一本산、 --第二本삼、 --판業部rlJ 、 깐 σ)他〈具休的 t= > ) 
_Q) M究所

@ 支삼·펀業所 

-@ 깐 σ)他 (셜休的 t= 部)

4. 貴才 71 :7- σx추-캉機能(業務內容)따貴션-全#σ)中칸 εσ) J: -3 t:. 캉 ?τ i:)1J 좋 T 
1J> . 필該짧뭔;1:.全τ、/印혼 Lτ下증 μ 。

_CD 一般管JlH (_ 秘홉室、 --企固、 --人팡‘ --總務、 --經理、 --파報7j.- ε) 

cî) 쉽業統폈 (-海外、 --固內、 --開東、 --束京、 --東京關σ〉內 σ)-部分)
_ CID 隔I암1σ)짜究開짧、 ""7-7 7" ;ν?’、 企 l훨調흉 

@ 'J 7 ~開짧及U:쳐顧客→t-ëÀ 

-@ 工 ν ν 二 /1) ν 7 、 設計、 技術1j"-ëÀ 、 f ‘• f1 ν 

-@ 깐 σ){tB專.門→t-ë 久 

_ (J) 휩移支援部門(-情報짜理部、 --電算部、 ξη他< >) 

~ 합業‘活動 

@ 깐￠他( 

5. (移乾 L t.:企業η場合)現在￡移휩Tò 前σ) 거-7 -1 ;ζσ)規模 t 場所창下σ)表，:.記 

入 Lτ下웅 μ 。 

-
在

間
-
現

훼
-
~
 

模
-
呼-
과
 
-
과
 

規場 所

現tEσ)場所

都·멍 市.Il

都·原 市'!R

移훨il받從業월數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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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移軟 L t:企菜σ)楊合)貴才 71 7.. 창移乾 L t-: 背헐; ε 혼 -') fp't 따 fii}-C' L t-: fJ‘。 影
’짧순及‘r L t-: 事」줬창필:要 1j: 11原，=四?호 τ‘選Á.， τ“下용 L 、。

<外딩6σ)종件> 

CD 1l합料 σ)差 

cv m{f σ) 끼-71 Â(地 ~JI::: 空室f不足

@ ÂT1 갓 X 、 77 k :"., ë 1) T-{ 、 業務σ)便효性σ) 良 L、業務地Eσ)開짧 

0rb場σ)差었IJ化、 파域化 1::: J: 6 才 71Â機能σ)갖化 

@ 地)jn 治休、 開짧業者·σ)홉致活動 

<內部σ)종件> 

@æE存σ)場所 1: 比〈τ J: t) .fH、菜件 σ) ë}t"창짧兒 

(J) 業*~σ){-판化σ)t.::.~ σ) 1) Â r '7 η必要性

@ 才 71Â ηHIg강 σ)必、짧性 

@ 消첼;x.꽃求창反~i'~鴻‘;’|좁報뺏‘얻UJ{必훨 

@!차業多角化σ)-環è: Lτσ)不動塵事業進出 

@ ëJt"창開쫓 L t.::. 親승삼、 取引先h‘ ισ)移乾훌IJ홉 

@ 才 71Â η集約X따安定的 1j: 옳휩’짧펴σ〕構藥 

@ 都心핍 I::: ;h 6 必、뽕性1;'캉 L、機能창移합Lτ合理化 

@ 象徵的강:t 71Â 송構藥 Lτ企業σ)1 ;1-:'; 向 . .1::: 

@ 分*土 1::: 伴 -3:t 71Â꽃求η쪼化 

7 。 移幹以後、 貴才 71 7.. σ)業務活動훈全#的，=評{뼈 Lτ 、 以前σ)ë)νè 現在σ)ë

/νσ)業務活動총件창比較才￡ ε ε 딩 캉 9 좋-t:ò‘? 

1) 첼합料σ) 짧化(:t平퍼 t) ) 

__ CD 30%以上安μ (2) 30%-10%安μ -@ 녕않짧化칼 L 

__ @ 10%-30%高 L 、 (5) 30%以上高μ

2) 業務σ)施設及tF環境

CD 1]' 갚 1) 良 < 갚'? t.::. _(2) 多少良〈 갚'? t.::. -@ 않않同 U 

-@ 多少폈 < 캉 '? t.::. _(5) 1;‘캉 1) 惡 < tj '? t.::. -@ 比較칸혼캉 L 、 

3) 펴훨IJη利便性 

CD 1;，강 1) 良〈 갚'? t.::. (2) 多少良 < tj '? t.::. -@ 녕않同 U 

-@ 多少펀〈 강'? t.::. _(5) 1;‘강 1) 앞〈 강'? t.::. -@ 比較칸혼캉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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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從業잔採用 σ) llJ f更件

CD I;‘강 1) f! <강ζ t.:. _(Z)多少良〈강 '?t.:. __ @ 11 않同 C 

@ 多少괜 < 강~ '? t.:. __ (5) 1;‘갚 1) 판 < 강 '?t.:. __ @ lt較τ’혼 강."\..、 

5) 企業內쐐各페쩔(합삼σ)f따 σ) 까業所)( 'i f-승삼U: σ)接願캘用 

_CD 1;‘강 1) 뺑1.mLt.:. _(Z) 多少챔加 Lt.:. ‘@ 11않同 C 

-@ 多少減少 Lt.:. _(5) 1;‘강 1) 減少 Lt.:. _@ 比較T혼 강 L 、 

6) 取Ij I 光 ε σ)1&니|랩用 

_CD 1;' 강 1) 뻔1.mLt.:. _(Z) 多少챔1JnL t.:. @ 녕않同 c 

@ 多少減少 Lt.:. _(5) 1;‘강 1) 減少 Lt.:. -@ 比較칸혼 장 L 、 

7) 取션 l 光、 顧客h‘ ισ)公삼 t:. 쳐T~1 .1-:';、 {듭-賴性 

_CD 1;‘칼 Ih하 < 강 '? t.:. __ (Z) 多少高 < 강 '?t.:. __ @ 11많同 C 

-@ 多少핀 < 강 '? t.:. __ (5) 1; ‘7j:- 1) 펀 < 강 '?t.:. __ @ 比較칸혼 강."\..、 

8) 移軟料果σ)給合評뻐 

CD J 1) ‘사쩌iHJ‘갚 1) 太혼 L 、 _(2) J 1) ‘사 σ))jl;{多少大혼 L 、 (3H1않同 C 

_@) j'J 1) "/ ~ η1jl;{多少太혼 L 、 _(5) TJ I} ''/ ~ σ)方I;{I;‘강 O 大혼 L 、_CID 比校T혼 갑L、 

8. 貴才 71Á全1*(又따外出1;{頻緊캉部뿔一?창選ιτ~. b 結構τ‘T)τ、·짧生TQ一 

日 퍼 ” σ)業務上σ)外出人σ)械略的캉敎(延人敎)창書L 、 τ下중 μ 。

* f.土內 'if승?土강含ts * 部쩔-員 'i全部 --人

9 . 貴才 71Áσ)取引先σ)地域5.111σ)害u合(完上高촌基準 ε Lτ )li ε j 강~ t) 후才1;'。 

開東以外

全固

口 調훌!:.::‘짧力 t 、 t:갚흔 놓 Lτ ë::jt有”難?.::‘흰 L 、좋후。 

- 312 -



ABSTRACT 

A study on the suburbanization of the high-level 

office activity in the Tokyo rnetropolitan area 

Lee , Junghoon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asic question of this study is “ Did high level-office activity 

decentralize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If it did, CD "What kinds 

of high -level office activity are decentralized?" (2) What is the major 

factor of the decentralization? @ The spatial implic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high-level office activity. Can the decentralization of 

high-level office activity be regarded as the beginning step of the change 

of spatial organization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Does it mean that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Tokyo metropolitan area changes from a 

central place city to a network city? 

Good indications of high-level office activity are; firstly, headquarters 

or divisiona1 headquarters of manufacturing, commercial and FIRE 

industries, and secondly, office activity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Cases of this empirical study are firms that relocate high-level office 

activities from the central city of Tokyo to periphery regions with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Tokyo-to Tama area and 3 prefecture). 83 firms 

were confirmed as these cases and 58 firms were surveyed. 28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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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urveyed through interviews, and 30 finns were surveyed through 

questionnaires, telephone and mail. The resu1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locational change of the office activity was investigated 

through published statistical data. During the period of 1991-1996, office 

jobs, besides some business service, were decreased in the traditional 

CBD, such as Chiyoda-ku, Chuo-ku, Minato-ku and Shinjuku-ku. 

Contrary to this, office jobs were increased in some of the inner city 

regions of the Tokyo 23 ward. Furthermore, in the outskirts of Tokyo, 

office activities also increased rapidly in such regions as Makuhari 

new-town, Kawasaki-shi, Kohoku-ku , the mm21 district, Tama New 

Town and the Omiya-region. 

Secondly, The major characters of the suburbanized office are related 

to wide-ranging and technique-information intensive functions. On the 

contrary, the functional character of the office activities which remained in 

the Tokyo-23 ward include general and social knowledge based office 

activities, face-to-face contact dependant functions , strategic decision 

making functions and symbolic head quarter. 

Thirdly, four types of office relocation are identified: the rationalization 

type, the integration anφor information concentration point type, 

uneconomical relationship type and the restructuring type. The most 

important benefit, which the relocated finns possess, are lowered rent 

costs, lowered intrafirm transaction costs and maintaining informal 

network of interfinns and intrafirms. Also the environmental quality, 

including wide f100r space and comfortable work conditions of intelligence 

buildings of the suburbs is an important benefit of office relocation from 

the central city to the suburbs. On the contrary, interfirm transaction 

costs and the set-up costs is increasing in the suburbs. The cha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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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ous costs is different for each type. 

Fourthly, as the result of office activity relocation, a few new growth 

centers of office activity fonned in the suburbs. In this suburban office 

activity center, the wide market area controlling function and technique -

infonnation intensive function has been concentrated. Therefore, the new 

suburban office centers fonn not just a back-office regions or branch 

office regions but centers of high-level office activities. The character of 

these district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office centers of old 

suburban downtowns. The growth of these suburban office centers has 

important spatial implications. To begin with, functional complementarity 

fonns between suburban office centers and the CBD. And money, man 

power, infonnation reciprocally flows along these office centers. These 

two factors are important characters of urban networks.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high-level office activity is the 

beginning step of spatial organization change. It is the fonning of a 

spatial network over the central place system. 

Conclusively, the high-level office functions also moved out from the 

central city to the suburbs of Tokyo. And the way of spatial 

differentiation is dependant not just on the level of decision making power 

but on the character of the office function. Furthennore, it is recognized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high-level office activity is the beginning step 

of spatial change in the metropolitan area, partly from a central place 

system to a network system. 

Keywords: Tokyo metropolitan area, suburbanization of office activity, spatial 

organization of firms , back office, spatial network, central place 

system, functional complementarity 

Student N umber: 9420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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