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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우리 국토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서울 경기도 이외의
많은 지방 도시들은 침체 쇠퇴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 지역은 2000년대 초반 삼성이 이 지역에 대규모로 진출한
이후에 지역 경제와 도시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천안 아산시 지역에
서의 ‘기업’에 주목하였다.
대대로 아산지역에 살아왔고 천안에서 출생한 한화그룹의 창업
주는 한화를 창업한 이후에 이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
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분
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고성을 토대로 천안 아산시 지
역은 한화 연고도시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삼
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아산시 탕정
면을 중심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한다.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다양한 지역 사
업을 통하여 지역의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까지 영향력을 확대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천안 아산시 지역에는 삼성 기업도시
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삼성 기업도시의 형성은 천안 아산시의 도시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정체성의 변화를 고
용과 산업, 지역엘리트의 구성, 도시 산업 경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삼성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라 산업과 고용의 측면에서 도
시정체성이 변화한다. 삼성으로 인해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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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고, 삼성 고용 인력들을 중심으로 삼성 기업도시로서 정
체성이 확립된다. 둘째, 삼성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라 지역의 엘리
트 구성이 변화하면서 도시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지
역 엘리트의 구성에서 과거 한화 연고 정치세력이 부침을 거듭하
나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삼성과 한화의 연고 학맥이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한다. 이는 일정부분 한화 연고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삼성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라 도시
및 산업 경관이 변화하면서 도시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천안
아산시내 도시 경관이 삼성을 상징하는 경관으로 변화하고, 삼성
이 형성한 산업경관이 자리 잡으면서 삼성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
이 형성된다.
이처럼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도시 형성에 따른 도시정체성 변
화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도시정체
성이 ‘삼성화’ 하였으나,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화 연
고도시에 머무는 ‘정체성 긴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긴장 현상의 원인은 삼성 기업도시
로서의 정체성 가속요인과 한화 연고도시로서 정체성 지속요인으
로 각각 살펴보았다. 전자는 도시발전 거버넌스의 변화와 삼성그
룹의 국민적 선망 때문이었으며, 후자는 한화 연고 지역 스포츠
구단과 한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지역 사회자본 때문이었다.
위와 같이 진행한 연구의 시사점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체된 지방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와 지역
정착의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둘째, 기업도시의 형성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지역의 경
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도시정
체성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정체성 변화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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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고용, 도시 산업 경관의 변화, 지역엘리트 구성이라는 도시
외관과 도시 사회 내부에 변화를 함께 야기한다. 셋째, 도시정체성
변화가 도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지만, 경제적 물리적 측면과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 정체성 긴장을 야기한다. 넷째, 지금까지
의 기업도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업에 주목하였지만, 본 연구는 대상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기업의 지역과 양자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였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도시로 거론되는 포항과 울산 등은 국
가 주도하는 기업도시로서 국가의 ‘지역 발전 전략’의 하나였다. 그
러나 삼성이 주도한 천안 아산시의 기업도시는 삼성의 ‘기업 발전
전략’의 일환이었다. 과거의 포항, 울산과는 달리 최근에 국가 ‘지
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추진된
기업도시들은 대부분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삼성이 주도한 ‘기업 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천안 아산시에서의
기업도시는 달랐다.
그 이유는 천안 아산시는 한화가 형성한 연고도시로서 이미 오
래 전부터 ‘기업도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도시정체성을 매개로 ‘지역 발전 전
략’과 ‘기업 발전 전략’이 만나는 접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자의 수렴으로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원동
력을 얻었을 수 있었다. 국가 주도의 기업도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시는 여전히 기회이다.

주요어 : 기업도시, 도시정체성, 천안시, 아산시, 삼성, 한화
학 번 : 2013-2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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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토 발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지역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발전 전략의
결과로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울 및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개발 편중 현상은 더
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지방의 중소
도시는 지속적으로 침체 쇠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된 도시 발전의 두드러진 예외
가 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 및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 지역이다. 혹자는 천안 아
산시 지역의 발전 원인을 KTX의 개통 등 교통의 발달에서 찾기도 하지
만, 천안 지역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천안 삼거리’로 유명할 만큼 교통이
발전한 지역이었다. 천안 아산시의 빠른 발전은 2000년대 초반 이 지역
에 대규모로 진출한 삼성그룹이라는 국내 최대의 기업에 기인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천안 아산시에서의 ‘기업’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재계 1위의 기업인 삼성그룹은 천안 아산시 지역에 삼성
디스플레이 등 4개 관계사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투자는 지역의 경제뿐만 아
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도시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야기하
였고, 이러한 변화는 당초의 이 지역의 도시정체성을 변화시켜 가고 있
다. 이러한 지역 경제의 변화에서 촉발된 도시정체성의 변화 및 재구성
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
성 사이의 ‘긴장’ 혹은 변화 과정에서의 ‘시간적 간극(間隙)’을 야기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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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안 아산시 지역에는 기업도시를 형성한 삼성그룹 이외에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온 또 다른 기업이 있다. 바로 한화그룹이다. 한화
그룹은 일찍이 지역 연고 기업으로 천안 아산시의 지역 경제를 선도하여
왔다. 이는 한화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김종희 창업주(1922년생)가 충청
남도 천안시 천원군 출신인 이유로 한화그룹이 해당 지역에 연고를 가지
고 많은 경제적 투자와 사회 문화적 기여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또
한 이러한 한화그룹의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기여가 수 십
여년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한화그룹이 지역 경제를 이
끄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실제로 한화그룹 고
(故) 김종희 창업주의 일가가 지역의 국회의원을 상당한 기간 지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의 연고 기업인 한화그룹이 존재하였던 천안 아산
시 지역에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로 기업도시가 형성되면서, 일자리 창
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을 압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화그룹의 연고도시임을 잘 드러냈던 과거의 지역
내 주요 경관이 삼성그룹의 기업 도시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당부분 변
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이 창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경제구
조, 경관과 더불어 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던 한화그룹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상당 부분 삼성그룹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삼성그룹의 기업도시 형성이 도시정체성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기업도시 관련 초기 연구는 국가와 기업 관계에 천착하여 국
가가 기업도시를 주도적으로 조성한 한국적 특수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져 왔다(장세훈, 2012).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항제철의 위
상과 역할을 탐색한 류상영(1995),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1987) 등의 연
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후에 이러한 국가와 기업 관계에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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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도시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박재욱, 1996;
염미경, 1997; 2002; 2004; 조형제, 2000; 우연섭, 2005; 전상인,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과 도시의 관계에 주목한 여러 연구들을 계승
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들이 기업도시 형성에 따른 지역 사회 변화 과정
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도시정체성 변화에 대하여 기업과 도시 내부의 상
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의 기업도시에 대
한 연구가 지역에서 지배적인 하나의 기업에 주목하였던 것과 차별화하
여, 본 연구는 지역과 관련된 두 기업의 지역 영향력이 어떻게 교체․변
화하는가를 중심으로 도시정체성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대상지역은 도
시의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이 지배적 기업에 빠르게 반응하
여 변화하는 반면 도시의 문화적 정서적 측면의 정체성은 지속 유지되는
도시정체성 긴장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도시 사
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고려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 사회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 기업 간의 세력이 교체되는 ‘지배기업의 전환’
속에서 새로운 지배 기업이 기업도시를 형성하면서 어떠한 도시 사회의
자원들을 통해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고 지역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는
지 살펴본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삼성그룹 4개 계열사의 천안 아산시 지역의 이전에 따른
시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지역이 삼성그룹
기업 도시로 형성되어 가면서 기존의 한화그룹의 연고 도시였던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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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중심의
지역의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천안 아산시 지역이 제2장
에 이론적 배경에서 규정하는 ‘기업도시’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둘째,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른 천안 아산 지역의 도시정체성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정체성의 경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확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도시정체성이 변화 확립되는지
지역 사회의 경관 분석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정
체성의 경우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
체성 각 분야에서 천안 아산시의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즉, 각 분야와 관련된 삼성그룹 및 한화그룹의 연관성을 중심
으로 분석한다.
셋째, 도시정체성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화 연고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과 삼성 기업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 사이의 긴장 원인을 분석한
다. 이러한 도시정체성 긴장 현상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대
립과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도시의 지배적인 기업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부상하는 삼성이 어떠한 도시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고,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가
는지 도시정체성 긴장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살펴본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화는 어떠한 도시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고기업으로
서의 위상을 사수하는지를 더불어 살펴본다.

2. 시 공간적 범위

1) 본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천안시 및 충청남도 아산시 일대
를 중심으로 한다. 한화그룹의 창업주는 충청남도 천안시 출생으로 경제
적인 투자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 사회 문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양
한 기여를 하여 왔다. 따라서 다른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에 비하여 한
화그룹의 기업 연고 도시 형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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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가 충청남도 천안시 및 충청남도 아
산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함에 따라 양 도시에 걸쳐 삼성그룹 중
심의 기업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도시를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충청남
도 아산시 탕정면에는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가 형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52년 고(故) 김종희 창업주가 한국화약을
모태로 하는 한화그룹을 설립한 이후 천안 아산시 지역이 한화그룹의 연
고 도시로 성장하는 시기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1994년 ㈜삼성전자가 아
산시 배방읍에 최초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2001년 ㈜삼성SDI 및 ㈜삼성
디스플레이가 천안에 사업장 승인을 받으며 이전한 뒤 2004년부터 대규
모로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가 형성되는 시기를 기업도시의 형성과 관
련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사회의 기업 영향력
변화 과정에서의 도시정체성 변화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태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지역 현황

(1) 충청남도 천안시 현황
천안시는 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충청북도 청주
시, 진천군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아산시, 남쪽은 공주시와 세종특별
자치시, 북쪽은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와 접하고 있다. 서울기점 83.6㎞
(고속도로 기준)에 위치한 국토의 중핵도시로서 수도권의 배후와 충남
서부지역의 관문, 국 철도, 고속도로 도로 및 삼남 분기의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경부선이 있으며, 남서로는
장항성이 뻗쳐 있고 서울, 진천, 아산, 공주, 평택, 대전방향으로 사통팔
달이 육로가 펼쳐져 있는 충남의 대표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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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청남도 천안시 위치

천안시의 행정구역은 4개읍, 8개면, 행정동 18개동, 법정동 30개동 동
남구 서북구 2개구로 면적은 636.07㎢ (2012년 기준)이며, 충청남도 전체
면적 8,203.89㎢의 7.75%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조직은 시장 아래 자치행
정국, 복지문화국, 산업환경국, 안전건설도시국으로 4개 국 및 부시장 아
래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3개 담당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7
월 1일 민선 1기 이근영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17명의 관선 시장이 재
직하였으며, 이후 이근영(민선1,2기), 성무용(민선3,4,5기) 시장을 거쳐 현
재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이 재직 중이다. 201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시의
재정 규모는 12,60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1.2%, 재정자주도는 65.0%
이다.
천안은 50년 전만해도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였지만, 이후에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로 30년 가까이 유지되는 정체기를 거치게 된다. 이후
1995 시군통합과 경부고속철도(KTX) 수도권전철 개통, 대규모의 산업단
지 조성, 우량 대기업의 유치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인구 60만에 이르게 되는 성장기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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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남도 아산시 현황
아산시(牙山市)는 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천안
시, 서쪽으로 당진시와 예산군, 남쪽으로 공주시, 북쪽으로는 아산만을
경계로 경기도 평택시와 접하고 있다.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
어 도농복합시가 되었다. 장항선 철도가 지나며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종
점이 있다. 배방읍 장재리에는 경부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사가 위치
하고 있다. 당초에는 수도권의 배후 휴양도시로 개발되어 현충사, 온양온
천 등 관광명소가 많았고, 서해안 종합개발 등 국가개발계획에서 공업단
지로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아산시의 행정구역은 2읍 9면 6동이며, 면적은 542.15km² (2012년 기

준)이며, 충청남도 전체면적 8,203.89㎢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조
직은 시장아래 시민행복기획실,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건
설도시국으로 1실 4국 및 부시장 아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2개
담당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7월 1일 민선 1기 이길영 시작이 취
임하기 이전에 아산군수 25명, 온양시장 8명이 재직하였으며, 이후 이길
영(민선1,2기), 강희복(민선3,4기) 시장을 거쳐 현 복기왕(민선5,6기) 시장
이 재직 중이다. 201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시의 재정 규모는 9,318억원
이며, 재정자립도는 40.29%, 재정자주도는 56.72%이다.
아산 지역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현충사, 온양온천 등의 관광지
와 탕정면 포도밭이 유명한 도시였다. 그러나 2004년 ㈜삼성전자 LCD단
지가 이 지역에 터를 닦고 ㈜삼성코닝정밀유리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72개 회사가 이곳에 공장을 지으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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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충청남도 아산시 위치

(3) 충청남도 천안 아산 생활권
천안 아산시 지역은 과거로부터 양 도시가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여 왔다. 특히 천안시가 외부에서 충청남도 각 지역으로 가는 중
간 기착지의 역할을 하면서 양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천안 지역이 아산 지역에 비하여,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 때문에 많
은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어 져 있었기 때문에 양 지역의 왕래가 빈번하
였다.
이러한 양 지역의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계기는 2004년 KTX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이 개통하면서부터이다. 천안 아산시의 경계(아
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위치한 천안아산(온양온천)역1) 주변으로 천안아
1)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KTX 「천안아산(온양온천)」역의 명칭을 정하는
과정은 양 지역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초 해당 역의 명칭을
이용 승객이 많고 ‘교통의 요지’로서 잘 알려진 천안시를 고려하여 ‘천안역’으로
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역사(驛舍)가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하므로 ‘아산역’이 되

- 8 -

산신도시(예정)와 새로운 상권이 형성(그림3) 되면서 양 도시의 물적 인
적 이동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후에 수도권 전철이
아산까지 연장되면서 양 지역은 지하철을 통해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3 KTX 천안아산역과 그 주변

출처: 프리미엄 조선, “서울보다 행복한 지방 强小도시들”.
(A: 주상복합아파트 펜타포트, B: 천안신도시 건설부지, C: 천안아산역, D: 한화 갤러리
아 백화점 센터시티점, E: 수도권 전철 아산(선문대)역)

실제로 천안 아산시의 경계인 이 지역에서는 주상복합인 펜타포트가
지어졌고2), 2010년 문을 연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Center City)이
천안 아산시 상권을 동시에 겨냥하여 이 지역에 위치하였다. 또한 이러
한 이 주변에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천안아산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다.
이러한 천안아산 역세권 주변의 발전 이외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삼
어야 한다는 아산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양 도시는 이를 절충하여 ‘천안아산’
역으로 명칭을 정하고 괄호를 이용하여 ‘천안아산(온양온천)’으로 아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온양온천을 병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 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천안아산’역이냐 ‘아산천안’역이냐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
2) 펜타포트 건물에 한 때 천안 아산시 양 지역 상권을 겨냥하여 현대백화점이
입점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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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그룹이 천안 아산지 지역에 여러 곳을 대상지역으로 천안 아산 디스플
레이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면서 이 지역의 산업적 경제적 연관성이 심
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역의 통근통행 연계성도 매우 높게(그림4)
나타난다. 또한 이 지역에는 단국대학교(천안), 호서대학교(천안 아산),
순천향대학교(천안 아산) 등 21개의 대학교3)가 있는데, 대부분 천안과
아산시에 분산하여 캠퍼스를 두고 있어 교육적 차원에서도 양 시의 교류
가 매우 활발하다.
천안 아산은 주민의 요식업소, 목욕탕, 이 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
등 생활편의 시설 이용과 동창회, 계, 위원회, 각종 단체 회의 등 지역사
회 활동의 높은 연계성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모임에서도 그 연계
성(그림5)이 높게 나타나고4) 있다.

그림 4 천안아산의 통근통행 연계성

출처: 이종상(2013), 통근통행을 통해 본 충남서북부지역의 공간구조와 내포광역도시권

3)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 2015.
4) 천안시(2015),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한국지역개발학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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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천안아산의 사회모임 연계성

출처: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안)

그림 6 천안아산의 생활편의시설 연계성

출처: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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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 지역의 연관성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지방행정 개편에 따
라 통합이 이루어 진 마산 창원 진해의 예를 따라 아산과 천안시를 통합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09년 9월 ‘천안 아산
통합추진위(대표 구본영, 현재 천안시장)’가 이에 찬성하는 시민 4,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천안시에 청원하기도 하였으나, 아산시민의 반대에 부
딪혀 무산5)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양 지역을 광역시로
통합하자는 논의6)가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4년 KTX 천안아산 역사
가 문을 열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양 도시의 택시영업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7)도 있었지만, 양 지역의 갈등만을 양산한 채 현재까지 양
지역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통합에 대해 활발한 연구8)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천안시와 아산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 견제의 관계에서 신뢰
와 화합의 관계로 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
으로 2014년 9월 양 시는 ‘천안 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창립하여, ‘천
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공동건립,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화장시설,
봉안당 및 문화여가 시설 사용료 상호 할인 등 다양한 연계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9).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천안 아산시는
2015년 2월 지역행복생활권 업무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
수기관 표창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천안 아산시 양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삼은 것은 양 지역
의 이러한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다. 또한 한화그룹 창업주의 일가가 대
대로 아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왔다가, 한화그룹 김종희 창업주가 천
안시 지역으로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천안과 연고가 깊어지기 때문이기
도 하다. 더불어 삼성그룹이 천안 아산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양 지역
5)
6)
7)
8)
9)

천안일보, “다음카페에서도 ‘천안아산 통합’ 찬반 논쟁”, 2015년 1월 15일자.
한겨례신문, “서울시 천안구? 천안광역시!“, 2005년 3월 9일자.
교통신문,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국토부, 6월 직권조정”, 2012년 5월 21일자.
천안시(2015),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한국지역개발학회 발표자료.
천안시(2015), 「천안사랑(민선6기 출범1년 특별호)」, 2015년 7월호,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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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개 계열사에 걸쳐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기업도시를 형성
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천안 아산시 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
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업도시, 도시정체성, 천안시 및 아산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해 기업도시의 형성과 도시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공식 통계, 국가 및 민간 연구소의 연구물, 각
기업 홍보실에서 발간한 문헌 자료, 각종 이론서, 해당 주제 및 지역에
대한 단행본, 연구 논문 등을 참고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언론사의 신
문기사, 영상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기역사회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2. 인터뷰 조사

기업도시의 형성과정에서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에 미치는
각 기업의 영향력 분석 및 도시의 내면적 정체성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문헌연구 이외에도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시
도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 주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 이외에도 각 분야에
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지역사회 엘리트를 중심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엘리트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기업과 도시의 상호작용, 도시정체성의 변화
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파악이 가능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엘리트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이승욱, 2005; 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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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2010)를 참고하여 인터뷰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대상 지역사회 후보군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정치 및 정책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재야 정치인, 퇴직 공무
원(삼성의 지역 진출 당시의 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정치 행
정 분야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기업의 임원 및 연
구 대상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임원, 지역상인회 주
요 구성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관계자 등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의 경제 분야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 문화 분야
변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지역의 관변단체, 민변단체, 지역 언론인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교육 분야
변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학부모회 임원진, 해당 지역 명
문고교의 전 현직 동문회 주요 구성원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조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표1) 같다.

표 1 분야별 인터뷰 대상지 지역엘리트 후보군
분야
소속 및 직위
경

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임원, 삼성 한화그룹 임원, 지역상인회 구성원 등

정치 행정 정부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재야 정치인, 퇴직 공무원 등
사회 문화 관변 민변단체 임원, 지역 언론인, 지역 문화단체 임원 등
교

육 지역 학부모회 임원, 지역 명문고교의 전 현직 동문회 주요 구성원 등

.

그리고 이러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인터뷰가 가
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분야와 단체의 인원을 대면하여 각각
20분 이상 심층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제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은 후보군 중에서 특히 한화 및 삼성의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이에 직 간적접인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였다(표2).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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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인용 인터뷰 중 인터뷰 대
상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표시하였다.

표 2 심층 인터뷰 진행자 명단 및 일련번호
일련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일련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번호 소속(전 현직) 시기 번호 소속(전 현직) 시기
경제 ㈜삼성디스플레이
1
(현직)

2015년
9월

정치
1

천안시의회(현직)

2015년
9월

경제
2

㈜한화갤러리아
(현직)

2015년
9월

정치
2

아산시의회(현직)

2015년
9월

경제
3

㈜삼성SDI
(전직)

2015년
9월

정치
3

지역정치인
(활동경력 30년)

2015년
9월

2015년
9월

사회
1

중도일보(현직)

2015년
9월

경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015년
5
10월
(현직)

사회
2

천안신문(현직)

2015년
9월

경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015년
6
10월
(현직)

사회
3

천안향우회
(전직)
천안중앙시장상인회
(현직)
북일고 총동창회
(전직)
지역소재 H대학교
(현직)
천안시녹색어머니회
(현직)

2015년
6월

경제 ㈜한화폴리드리머
4
(현직)

행정
1

천안시청(현직)

2015년
9월

사회
4

행정
2

천안시청(전직)

2015년
10월

교육
1

행정
3

아산시청(현직)

2015년
9월

교육
2

행정
4

아산시청(전직)

2015년
9월

교육
3

2015년
9월
2015년
6월
2015년
9월
2015년
10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는 천안 및 아산시의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천안시민 35명, 아산시민 18명 총 53명을 진행하였다. 경제 정
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
녀성비를 고려하고, 폭넓은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의 주민을 인터뷰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 내용 중에서 본문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터뷰를 선택하여 그 일부를 직접 인용하였다. 더불어 인터뷰 진행과정에
서 각 개인의 배경을 조사하여 인터뷰 내용 아래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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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 분석

Lynch(1960)는 도시의 이미지의 판단을 통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
로 경로(path), 테두리(edges), 결절점(nodes), 지구(district), 랜드마크
(landmark)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Zukin(1991; 1995)는 항상적으로
독특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관이며, 경관은 지역 이미지
형성에 매우 큰 을 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도시이미지의 구성
요소 및 결정요인으로서 ‘도시 경관’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호 외(2006)는 공간적 위치형태, 요소들의 시간적 분포, 요소의 시
간적 특성, 요소의 이용행태 특성, 이미지 요소의 시대적 공간적 변화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임승빈
외(2007)는 도시이미지를 공간적 요소 이외에 비공간적 요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도시이미지 파악에서 공간적 요소와 비공간
적 요소의 기여수준을 분석하면서 공간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기대어 본 연구는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른 도시의 정
체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천안 아산시 지역의 주요 장소에 대한 경
관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요 경관을 도시경관과 산업경관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시경관은 Lynch(1960)가 제시한
5가지 요소를 참고하여 지역의 주요 도로 결절점, 경로, 지구, 랜드마크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삼성그룹 중심의 기업도시가 형성되
기 이전의 천안 아산시 주요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한화그룹의 영
향력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도시 경관이 어떻게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도시경관으로 바 는지를 동태적으로 관찰하고 비
교하였다. 그리고 삼성그룹 중심의 기업도시가 형성된 이후에 새 게 형
성된 도시 경관을 통해 삼성그룹의 영향력 확대가 어떻게 지역주민의 정
체성 형성 및 변화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힘

휘

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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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기업도시

1) 기업과 도시
윤

기업은 이 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한의 이 을 창출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10)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는 번화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게
도시에 입지한 기업이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의 정부 다른 기업 지역주민
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게 된다. 기업이 도시 내의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감에 따라 기업이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경
우11)도 발생한다. 또한 기업이 입주하면서 해당 지역이 농 혹은 소도
시에서 급격하게 대도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기업이 특정 도시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
역 세력이 그 도시를 시작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대기
업 집단으로 형성된 기업이 특정 도시를 입지로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기업과 관련된 사람 혹은 세력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구가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과 도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도시
지역과 기업이 연고 관계를 어 ‘기업 연고도시12)’를 형성하게 된다. 그

윤

렇

맺

촌

맺

10) 이준구(2014), 「미시경제학」, 서울: 문우사, p.175.
11) 일본의 도요타시(자동차), 미국의 디트로이트(자동차), 한국의 포항(제철)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12) 정근식 외(1998)는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념적으로는 재벌로 불리는 독
점 대기업과 향토기업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향토’ 기업은 지역적 연고와 현지입지여부에 따라 우되며, 대기업이나 재
벌도 ‘향토’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
근식 외(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 연고 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겠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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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연고 관계를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의 교환관계는 더욱
활성화 되고, 이는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도 하며 도시 주민들의 지
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과 기업의 연고관계
가 더욱 심화되어 기업이 지역의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거나, 특정 기업 집단이 새로운 신도시
를 형성하여 기존의 구 도시와 합한 지역에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업도시’가 형성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업과 도시의 관계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기업도시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연원 및 개념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기업도시 개념 및 연원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기업도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다. ideon olany에 의하면 기업도시(company to n) 하나의
기업이 직접 도시의 개발자(developer)가 되어 기업의 운영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니티로서 다양한 정주유형 가운데 하나를 의
미한다. ohn S. arner에 의하면 기업도시는 도시개발의 최종수요자이자
개발주체인 하나의 기업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주로 1830
년-1930년 사이에 자원채취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면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liver . Dinius는 기업도
시를 하나의 기업에 의하여 계획되고 직여지는
니티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기업도시가 19세기 산업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지적 하였다. 또한,
Encyclopedia o Social Science에 의하면 기업도시 도시의 상당한 부분
의 토지 혹은 주택을 소유한 하나의 혹은 한 그룹의 기업 집단 종사자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의는 지역에 대한
하나의 기업 혹은 하나의 산업의 영향력을 강조한 것13)으로 보인다. 이외에
여러 연구자들의 기업도시에 대한 정의를 정리(표3)하면 아래와 같다.

G

J

G

G

w 란

커뮤

O

움

f

O J

J
커뮤

란

V

w

13) liver . Dinius and Angela ergara(2011), Company To ns in the Americas: landscape,
po er, and orking-class communities, Athens eorgia: niversity o eorgia ress. p. 7.

w

w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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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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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업도시 정의
연구자(시기)

기업도시의 정의

Davis(1930)

많은 부동산과 주택을 보유한 단일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체

Allen(1966)

단일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공
동체

Hall(1991)

산업노동자들을 위해 만 생활공간,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위해 기업의 통제를 받음

Rutherford(1992)

모 일자리와 서비스 및 주택을 공급하는 단일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도시

든

든

wford(1995)에서 인용;

출처: Davis(1930)은 Cra
영진 2005, p.383 재편집.

Allen(1966)은

롯

Golany(1976)에서 인용.

럽

장

한편, 기업 도시는 미국을 비 하여 유 과 러시아 및 여러 개발도상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경우 17세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하
여 전역 적으로 확산되었고, 19세기 초반에는 미국의 동부
랜드
지역, 남부의 라배마 지역의 광산, 서부 미시간 지역의 구리 및 은광,
팔래치아 지역의 석 등의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20
세기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을 으면서 군수공장과 조선소 인근을 중심
으로 형성 확대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주요 경제적 기반이기도 던
제철업을 중심으로 석 채광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도시가 발달하였고
(Thomas, 1992, 17), 북유 지역에서는 노르 이 광산, 제철, 유 도시
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하였다(Ahnlund, 1992, 207-226). 개발도상국가
에서는 미국, 유 의 국가와 달리 정부가 주도한 형태의 기업도시가 주
로 형성 발전하였다. 주로 광산, 제철업, 군수물자 공급 등을 위한 공장
이 있는 지역 주변으로 정부가 지정 및 형성하였는데, 이는 투자된 자본
에 비하여 경제적 효율성은 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ama and
Scott, 1999, 185-186).

애

뉴잉글

앨

탄

탄

겪

럽

했

웨

섬

럽

낮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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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

이 게 전 세계적인 산업화 확산에 의하여 확대 되었던 기업도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라 아 리카와 기타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도 기업도시가 비교적 활발
하게 건설 형성되고 있는데 반해서 유 선진국 및 북유 , 북아 리카
지역에서는 소수의 기업도시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는 평가( arner,
1992, 10)가 있다. 예 대 미국의 경우, 동부의 기업도시들은 갈로폴리
스로 둘러 이면서 주변과 합체 수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서부
의 기업도시들은 대부분 고립되어 쇠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oth,
1992, 178). 이러한 지역에서는 쇠퇴된 기업도시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거
나 관광지역으로 재이용하는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산업 공
간 및 기업도시에 대한 보호운동은 여러 가지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다
(Cra ord, 1995, 209-211.).
위와 같은 서구의 기업도시 논의 이외에도 특히 일본에서 기업도시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일본의 기업도시에 대한 논의는 기업도시
개발 과정에서 단일 기업의 존재나 지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
구의 개념과 차이를 가진다(장영진, 2005). 일본의 기업도시는 많은 학자
들이 수용하는 미야코마루(
)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경제에서 영
향력이 큰 기업체가 존재하고 이 기업이 도시의 정치, 사회, 문화부문 등
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도시를 기업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미야코마루의 정의는 기업의 도시에 대한 지배력에 근거한
정의 개념이라고 하 다. 이러한 기업도시에 정의에 부합하는 일본의 도
시의 예로 도요타시(토요타자동차), 키타 슈(야하타제철소), 이바리기현
(히타치 전자) 등이 있다.

틴 메

럽

싸

컨

럽

메

흡

메
G

R

wf

都丸泰助

겠

큐

3) 국내의 기업도시 개념 및 연원

한국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개념은 2003년 10월 기업 간 협의체인 전
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의하여 투자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면서 제시되었다. 전경련에 의해 기업도시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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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기 이전에는 서구의 기업도시 개념 혹은 일본의 기업도시 개념을
기준으로 정의 활용되어왔다.
전경련은 논의는 초기 기업도시를 ‘특정기업(또는 복수의 기업체)이
기업의 운영에 요한 제반시설(생산시설 포함)을 건설하면서 고용 인력
의 정주에 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을 포함하여
니티의 형태
로 개발하는 신시가지’로 정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업도시의 모형을 기
업인력 거주여건을 갖
신시가지 규모의 도시를 상정하였다(주성재,
2004). 이후 전경련은 ‘기업하기 은 도시로서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도
시’라는 기업 도시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산업시설, 연구개발기능, 유통,
주거 등이 복합된 도시로서 선진화된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결합된 적
한 공간이 확보된 도시를 기업도시의 모 로 제시한다(전경련, 2004).
이러한 전경련의 기업도시 화두 제시를 기화로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러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2조는 기업도시를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
육·의료·문화 등의 자 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도시를 다음의
가지 유형(표4)으로 구분하고 있
다.

필

필

커뮤

춘

좋

델

족

쾌

네

표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기업도시의 유형
유 형
내
용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지식기반형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관광 레저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혁신거점형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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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서 2005년 6개의 시범
기업도시(충주, 원주, 태안, 무주, 영 , 해남)를 선정하여 개발 사업을 추
진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13년 현재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사업지정이 해제되었고 해당 법 에 의한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재 토가 요하다는 견해14)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전경련의 논의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재 (2004)은 기업도시를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developer)
가 되어 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요한 일체의 것을 직
접 개발하는 자 형 신도시’ 로 정의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 기업도시를
구별(표5)하면서 기업도시가 가지는 민간주도, 복합도시로서의 정주여건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암

검

률

필

허 완

필

족

표 5 기업도시와 기존 산업단지의 구별
기업도시
입지선정

민간기업

개발주체

민간 원
민간 공공도 가능

소요기간

+

기존 산업단지
공공부문(토지공사, 지자체 등)

칙

공공 원
민간은 자기 직접사용분에 한하
여 개발가능

칙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
개발 단기간 개발가능

→

장기간 소요

산업입지 도시개발+기업투자계획
先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 後 입주기업 모집
,
(산업단지 미분양 빈발)
기업투자 업투자가 동시에 발생
생활여건
출처: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도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시로 정주여건 마련
부

족

허재완(2004), “기업도시 건설전략”, 제3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포럼 한국경제의 번영전략 모색.

김현아(2004)는 기존의 기업도시에 대한 논의에 더하여 ‘한국형 기업
도시’의 개념을 제안한다. 한국형 기업도시는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되
14)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기업도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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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어 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일체의 요한 것을 직접 개
발하는 ‘기업 자 도시(company sel -su icient city)’라고 정의 한다. 그
리고 한국형 기업도시의 개념을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기업도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한
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 없는 성장’, ‘수출과 내수가 연계되지 하는 산업구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기업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균
형발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도권 경제력의 분산과 이전’을 촉진하
여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셋째, 한
국형 기업도시는 새로운 도시 개발의 모형을 구 하는 시도가 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면서, 공간적으로 도시에 복합기능을 부여함은 물론 직주근
접을 실현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도시 건설의 실 적인 목표달성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
국형 기업도시의 세 가지 유형 구분(표6)을 각각의 특징과 함께 제시하
였다. 더불어 한국형 기업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산업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족

f ff

못

못

틀

킬

축

질

표 6 한국형 기업도시의 유형과 특징
유형 구분
+

대기업 본사 생산시설
관련부대시설

+

+

특

징

가장 이상적 형태
이전 설치비용 등으로 개발비용 증가
현실성이 다소 음

낮

생산시설 유지 대기업 본사
연구 개발기능

생산시설 이전 등의 비용 최소화
생산시설 제외로 규모 소 우려
연구개발 기능 이전으로 지역 발전 가능

본사의 주요기능 일부
신규투자의 입지

정부의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추진 가능
다른 유형들의 단점을 절충적으로 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시엄으로 추진 가능

+
+

축

컨

완

출처: 김현아(2004), “한국형 기업도시의 건설”, 국토 2004년 10월호, p.16.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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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정체성

1) 도시정체성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정체성
(Identity)은 한 개체 또는 사회적 집단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다른 것과 통합되는 상관적 공유성
과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배타적 고유성 둘 다를 포괄하므로 크게 동일
성(sameness)과 개별성(individu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E. elph,
1976, 45)
정체성의 개념을 특정한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도시정
체성은 ‘어 도시는 바로 그 도시 다’로 설명할 수 있고, 도시 자신의
내부 관계와 다른 도시와의 외부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하 다. 따라
서 도시정체성은 도시 이해관계자들이 부여하는 도시가치로서, ‘도시다
’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도시민의 정서적 관여를 통해 이미지로 획 되
며 지역 내부의 동일성(자기 확인) 측면과 외부의 개별성(차별적 우월
성)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구자훈 외, 2011). 또한, 도시
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형성하는 자아정체성
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는 경우와 어 도시 전체가 한 개인
의 자아정체성을 이루는 경우 두 개의 층위15)로 구분되어 지기도 한다.
E. elph는 특정한 장소가 가지는 정체성에 대해 개념적인 연구를 진
행한 바 있는데, 장소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 정적인 물리적 장치, 관찰되
는 활동이나 기능 그리고 의미성과 상징 등을 선정하는 한편 장소정체성
을 유형화 하였다. 특히 근대도시의 경관형성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경관측면에서의 장소정체성 확립을 논의16)하였다.
Kevin Linch는 환경적 이미지는 정체성(identity), 구조물(structure),
의미성(meaning)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정

R

떤

답

겠

움

득

말

떤

R

15) 황익주 외, “수원 화성문화제에서 연행 공간과 주민 참여의 관계”, 정신문화
연구 제36권 제4호, p.140.
16) E. elph,(1987), The odern r an Landscape , Baltimore : The ohns
Hopkins niversity ress.

R
U

P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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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엇

체성(Identity)의 의미는 “무 이 다른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측면이
아니고, 개성이라 가 단일성의 의미의 측면이다17).”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도시 외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든

표 7 도시정체성의 개념적 구분과 의미
구 분
의
흐름

미

연속성

도시는 시간
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
적인 그 무 은 변화가 없는 연속성을 가진다

동일화

그 도시와 나는 동일하다는 감정
그 도시 사람들과 잘 어울 다는

동일성

특이성
개별성
우월성

엇

린

귀속감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성질로서 특이성
을 가진다

뛰

그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무언가 어나다
그 도시는 다른 도시에 없는 어난 요소가 있다

뛰

출처 : 국토연구원(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p.11, 재정리

N

z

Ub

란

C. . Schult 는 도시정체성( r an Identity)이 세계 내 존재로서 근
원을 가진 것들로 설명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도시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
지 및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해 주는 공간적 표상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정체성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심지
어 외부인에게도 게 히는 도시적 문맥이 드러나는 것이며, 의 이
잘 조직화하고 바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김경대, 2013).

쉽 읽

삶 틀

정근식(1996)은 예향이라는 광주지역의 지역이미지 혹은 상징의 형성
이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면서 도시(지
역)이미지가 도시(지역)정체성의 하나의 수단 내지는 인지요소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히고 있다. 또한 정근식(1999)은 각종 제나 각종 지역
경관이 지역 이미지 형성에 매우 크게 기여하며, 이러한 문화적 자원이

밝

축

f

b

17) Kevin Lynch(1960), The Image o The Ci ty, Cam ridge
The IT ress, p.8.

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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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chussettes:

지역정체성 형성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은 지역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체성에 기반 하여 의식적으로 만들어지
기도 하다18)는 점을 설명하면서 양 개념의 상호작용을 지적하였다. 더불
어 해당 연구를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독특한 경관 만들기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경관이 지역 이미지 형성에 매우 큰 을 발 하고
있다는 Zukin(1991; 1995)의 견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도시 및 지역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정근식(2004)은 연
구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30년 동
안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제시되어온 정체성이 변화19)하는 전라남도 장
성지역을 연구하면서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정체성 사이에 작용하는
긴장이나 모순 및 이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에 관한 문을 이 어 내기
도 하였다. 또한 정근식(1996)은 지역정체성의 확립에는 내부적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며, 지역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상징이 단일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복수의 다양한 지역 상징 혹은 이미
지가 병존하거나 또는 어느 하나가 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상
징을 약화시키려는 상징투쟁이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전개20)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김한배(1997)은 한국 도시의 원형과 고유의 구조를 경관이라는 측면에
서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시 경관을 보는 관점을 시각대성으로서 도시경
관, 의미매체로서의 도시경관, 이미지와 체 으로서의 도시경관으로 구분
하고 이들의 상호연관성 속에 총체적인 우리 도시의 경관정체성

힘

질

휘

끌

헤

험

–

18) 정근식(1999), “지역 활성화와 정체성의 정치, 이해의 정치 일본 오이타
현 유후인의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 「사회와 역사」 제56집 , p. 89.
19) 장성은 2004년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홍길동의 고장’으로 자신을 표상
화 하였지만,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시된 정체성은 ‘문향’, ‘선비의 고향’
이었다. 이를 정근식(2004)는 선비라는 양반계층과 홍길동이라는 평민 계층의
‘신분투쟁’으로 형상화 하면서 과거의 지역정체성과 현재의 지역정체성 사이에
긴장과 모순이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 정근식(1996), “지역 정체성과 상징정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
집」 1996년 6월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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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identity)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도시정체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강조되어온 중앙집권적 문화에서
하여 지역문화, 지역적 개성, 지역의 내생적 에 지를 확보하기 위한 상
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정체성의 확립은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건이고 이는 도시 자생적으로 적되는 것으로서 도시 발전
에 이르는 공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계기석 외, 2001). 이러한
도시정체성은 사람의
처럼 그 현지사람 또는 외지사람이 대체로 감
21)이라도
지하고 있는 도시의
할 수 있을 것이다.

탈피

너

축

얼굴
얼굴

말

2) 도시정체성의 확립

도시정체성의 확립은 하나의 도시가 가지는 정체성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그 도시는 어 도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도시정체성의
의미를 고려하여 판단해 본다면, 도시정체성의 확립은 정체성 요소를 인
지하여 도시 내부에 어떠한 동일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선행 연구(계기석 외, 1997;
이주형, 2009; 구자훈, 2011; 황익주, 2013)들은 대체로 역사, 문화, 경관,
산업 등과 같은 분야를 기준으로 도시정체성을 확립(표8)하고 있다.

떤

표 8 도시정체성 확립분야와 내용
분 야
내

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 유적, 민주화운동
문화정체성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출처: 국토연구원(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p.24.

21) 김형국(2001), “도시정체성과 도시발전”, 도시문제 2001년 4월호, p.2.

- 27 -

역사분야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과 유적 등을 토
대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특히, 어 도시에서 역사적 사건이 태
동되었거나 국민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있었던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분야는 영화, 제, 문학, 미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한 도시정체
성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영화제
혹은 제 등의 각종 행사를 바탕으로 도시정체성이 확립되는 경우도 많
다. 이러한 문화 분야의 경우 본래 전래하는 요소가 없더라도 이를 육성
하여 장기적으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경관분야의 정체성 확립은 주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나 어 살
펴볼 수 있다. 산림, 하천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경우 많은 관광
객을 유치하면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홍보가 활발해 지는 경우도 많
다. 인공경관의 경우 광장, 랜드마크
, 초고층
, 주요 도로, 교각
등의 여러 가지 건 물을 통해 도시정체성이 확립되며, 최근에 이러한
인공경관을 통한 도시정체성의 확립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산업분야의 정체성 확립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해당 도시가 특화되는
산업이 존재할 경우 이를 대상으로 확립될 것이다. 이러한 특화 산업은
한 개의 기업인지 여러 개의 기업 집단인지를 불문하며, 과거에는 수공
업, 농업을 위주로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등 IT 및 첨단산업을
위주로 도시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는 위와 같이
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도
시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지 기준은 도시 내에 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이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
던 것이 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에서 정체성을 파악할 때
에는 이와 같은
가지 분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
이다.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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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축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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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혼

3) 본 연구의 도시정체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한 학자

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지만, 대체로 동일성과 개별성을 기준으
로 도시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성과
개별성을 확립하는 다양한 분야로 역사, 문화, 경관, 산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도시정체성에 대한 개념 및 확립 방안에 대해 선행
연구의 경향을 따른다. 다만, 기업도시 형성에 따른 도시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정체성 확립 분야에 더하여 기업과 관련
된 도시정체성 확립요소(표9)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근식
(1996; 1999; 2004)이 강조하고 있는 도시정체성의 의미와 그 구성요소,
도시정체성 변화 과정에서의 긴장과 모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지역에서의 도시정체성 변화 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산업과 고용의 측면과 정체성 확립 과정을 분석한다. 지
역사회의 산업과 일자리 창출 문제는 최근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기업이 지역사회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 이러한 기업에 관심을 가 수
있고 이는 도시 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 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도시 내의 산업 및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은 도시의 정
체성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도시의 지역엘리트의 구성적 측면과 도시정체성 확립 과정
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 내 기업 연고의 형성과 제역엘리트의 구성 변
화는 지역의 향우회, 정치 세력, 특정학교, 기업관련 인물 등을 통해 이
루어진다. 이러한 지역 내 기업 연고와 지역엘리트의 구성 변화가 도시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 확립하였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지역엘리트의 구
성은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거버넌스에서 매우 중
요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 수 있을 것이다.

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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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셋째, 기업도시의 주요 경관의 변화와 정체성 확립을 분석한다. 이는
기업관련 건 물이나 기업관련 구조물, 기업 관련 상호의 확산, 기업 관
련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건설, 지역 주요 거리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기업도시의 형성이 어떻게 도시의 경관을 변화 창출하였는지를 분석한
다. 특히 이러한 경관에 대한 분석 대상은
서 제시한 바와 같이
Lynch(1960), 임승빈(2007) 등을 참고하고자 한다.

축

앞

표 9 본 연구의 도시정체성 확립분야와 내용

분

기업
도시

야

내 용

산업과 고용

고용 일자리 창출에 의한 고용 인력 변화
와 기업 입 지에 기인한 지역사회 산업 구조
변화 및 활성화에 따른 도시 지역민의 정체
성 변화 분석

지역엘리트
구성

지역 향우회 등 사회 시민단체 언론, 기업
관련 특정 정치세력의 부침, 기업 관련 학맥
형성 및 학맥의 지역사회 장악, 기업 관련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의사결정 과정 등
의 분석을 통한 도시정체성 변화 분석

축

도시 및 산업
경관

기업관련 주요 건 물 구조물, 지역 중심
거리의 변화, 기업관련 대규모 기반시 설 의
건설 등 도시경관의 변화 형성에 따른 도시
정체성 변화 분석
기업의 생산시 설 정주시 설 등 산업경관의
형성에 따른 도시정체성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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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고찰
1. 기업도시 관련 선행연구

겠

기업도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 다.
첫째, 기업도시 형성과 도시의 정치 사회적 측면의 변화 및 상호작용을
다루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국가-기업의 관계에 초점을 맞
연구와 기업-도시 관계에 초점을 맞 연구로 나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기업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한 것과 도시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한 것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국가-기업의 관계를 토대로 기업도시를 분석한
연구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포항제철의 사례를 연구한 것이 대
표적이다(류상영, 1995;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기업-지역의 관계
를 토대로 기업과 지역내부의 각 집단들의 대응에 대한 관계를 히고 지
역의 발전과 기업의 전략에 대해 다 연구도 있다(정근식, 1998).
이후 기업과 도시(지역)의 관계에 주목하여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도시 지배에 대한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들
이 있다(박재욱, 1998; 염미경, 1997; 2002; 전상인, 2011). 조형제(2009)는
특정 지역 재구조화의 구체적 양상은 중심 산업 및 기업의 상태라는 구
조적 제약아래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조정양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기업과 도시의 관계에서 특히 도시 내부의 사회생태
학적 변화에 주목하여 도시 내부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
이 있다(김원동 외, 2004; 장세훈 2010; 2012).
둘째, 전경련이 기업도시의 개념을 제시22)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
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제시된 한국에서의 기업도시 건설 방안과 한
국형 기업도시 건설에 대하여 분석 제안한 연구가 있다(김현아, 2004;
재 , 2004; 장영진, 2005; 전경련, 2004; 주성재, 2004; 이규황, 2008; 이
수희, 2004; 삼성경제연구소,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전경련의 기업
도시 화두 제시에 맞추어 한국에 적합한 기업도시의 개념을 서구 및 일

춘

춘

눌

누

룬

밝

허

완

22) 전국경제인연합회(2004),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기업도시를 위한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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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완

본의 것들을 토하여 보 제시하고, 이를 국내 실제 도시에 성공적으
로 정착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경련이 제시한 기업도시의 확산과 한국형 기업
도시의 건설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한 현상을 분석적으로 고찰
하고 이의 원인과 해결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전경련, 2013).
셋째, 기업의 지역 이주에 따른 산업단지의 형성과 기업도시의 확산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지 지역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 성, 2013; 대한상공회의소, 2004; 정건섭, 2009).
이러한 연구는 특히 기업도시 형성에 따라 지역 경제 일어나는 변화를
일자리 창출,
D 상승, 지방세 세수 확대, 지역상 판매증가, 서비스
업 매출 증대 등 계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
역경제 파급효과를 향상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킬

못

갑

GR P

품

킬

2. 도시정체성 관련 선행연구

도시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시정체성의 개념과 확립방안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정
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반상철, 2004; 국토
연구원, 2001; 계기석 외, 2001; 황익주 외, 2013; 소진광, 2010). 이 연구
들 중 국토연구원(2001)은 도시의 경관정체성, 황익주(2013)는 도시의 문
화정체성을 통한 도시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더욱 세분
화 하여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도시정체성 분석을 통해 도시디자인을
계획하는 연구(이정훈 외, 2011; 박석훈, 2010), 이를 통한 도시재생을 계
획하는 연구(이주형 외, 2009) 및 도시브랜드를 계획 확립하는 연구(구자
훈 외, 2011; 경기개발연구원, 2007)가 그것이다.
둘째, 도시정체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특정한 도시 및 지역이 어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히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특정한 도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정체성을 도시 전체적인 고려를 통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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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한 연구(류제헌, 2010), 하나의 도시가 가지는 지역정체성이 형
성되는 과정을 정치 사회적으로 분석한 연구(정근식, 1996; 2010),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소성 및 도시 정체성을 해석한 연구(홍 순,
2012) 등이 있다. 또한, 도시의 상징적 장소, 건 물, 광장, 랜드마크 등
의 경관요소 분석을 통해 도시정체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존재 한다
(이건영, 1984; 지민정, 2006; 정은일 외, 2011).
셋째, 도시정체성의 변화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긴장 모순
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지역활성화 전략에 따른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정체성 사이에 작용하는 긴장이나 모순을 지적
한 연구(정근식, 2004), 지역정체성의 확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경
쟁과 갈등, 이미지나 상징의 투쟁에 대한 연구(정근식, 1996) 등이 있다.

축

윤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기업도시에 대한 연구가 기업의 입지와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 등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다루는데 상당부분 치중하고 있는 점을
보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라 도시 내의 산업 고
용, 지역엘리트 구성, 도시 산업 경관의 측면 등에서의 도시정체성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입지에
따른 경제적 물리적 측면의 변화 이외에도 도시 사회 내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의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도시를 정치적 사회적 관점을 중심으로 다루는 선행 연구들
이 국가-기업의 관계를 어나 도시-기업의 관계를 다루면서도, 기업 중
심적인 시각을 유지한 것을 보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기업과의
관계에서 도시 내부에 거주하는 도시주민 혹은 지역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도시정체성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도시 관계에서 균형 있

완

벗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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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기업과 도시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포항, 울산,
여수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지배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
는 지역 내의 기업의 영향력에 대하여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지역의 지배적 기업의 ‘교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아산
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 내
두 개의 기업 간 긴장을 통하여 도시와 기업의 관계를 살펴본다.
넷째, 도시정체성 변화의 긴장 현상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주
요 기업의 교체․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연고 기업은 어떻게 주민들의 마
음을 지 는지를 살펴본다. 또, 새로운 주인인 기업도시를 형성하는 기업
이 어떻게 도시 내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 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도시정체성 긴장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지역에
서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경제적 투자
이외에 어떠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요한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업이 지역 정착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
에 대한 하나의 제언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
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대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다 째, 도시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도시브랜드, 도시발전 전략, 도시
전체의 역사 등을 다루는 연구가 상당부분 존재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의 전 도시지역에 걸쳐 하나의 중요한 지역 구성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산업)과 도시정체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 한 점을 보 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산업정체성을 중심으로 도시의 발
전 전략 설정과 관련된 기업-도시정체성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최
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브랜드 설정과 관련하여, 어떻
게 도시 내 ‘기업’이라는 요소가 도시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
시정체성이 도시브랜드에도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켰

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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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천안 아산시 기업도시의 형성
제 1 절 한화그룹의 기업 연고 도시
1. 한화그룹과 천안 아산시

암

한화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현 김종희 회장은 1922년 충청남도 천
안군 천안면 부대동 12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현 은 천안에서 출생하였
지만 현 의 부 의 고향은 원래 조선왕조 병자호 때부터 순천 김 가
리내려 온 충청남도 아산지역이었다. 천안에서 출생한 현 은 당시의
한 집안 사정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나, 영국성공회가 충청지방
을 선교의 중심지역으로 정하고 활동하면서 이곳에 성공회 부설학교를
세 고 그 학교에서 유년 시절 공부를 하게 된다. 이 성공회 부설학교는
1912년 인도 총독의 아들이자 신부인 ‘세실 퍼’가 설립 는데, 처음에는
교명이 ‘신명학교’였지만 1914년 부대리가 천안면에 편입된 이후 ‘북일
사립학교’로 개명되어 불리게 되었고 이는 후일 한화그룹이 사회 공헌
활동으로 천안 지역에 세우는 북일학원23)의 모태가 된다.
한화그룹은 1952년 한국화약을 모태로 창업되었는데, 현재 ㈜한화를
비 해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대한생명, 한화갤러리아, 한화리조트 등
44개 계열사(2009년 7월 1일 기준)를 거느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24)
다. 재계에서는 한화그룹의 성장 배경으로 현재 한화그룹 회장인 김승연
회장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 하면서도, 천안을 중심으로 한 인 정
계인사들과 결 을 통해 인연을 은 유력가문들의 인적 트 크를 그
뒤 배경으로 보고 있다25). 실제로 한화그룹은 1952년 인천한국화약 공장

뿌
곤궁

암

암
란

친

웠

쿠

롯

암

씨

했

린

혼

친 척
네 워

맺

23) 이광주 외(2009), 「한화그룹 김종희
학회, p.25.
24) 이광주 외(2009), 「한화그룹 김종희
학회, p.16.
25) 매일경제신문(2014), “한화그룹-불
경제신문 프리미엄비 니스매거진(L X

즈

했

김승연 회장 연구」, 서울: 한국경영사
김승연 회장 연구」, 서울: 한국경영사

꽃 같은 카리스마 천안의 최고명문” 매일
U MEN) 42호,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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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으면서 인천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그러
나 창업 이후 기업의 확장기를 거치면서 그들 가문의 연고 지역인 천안
아산시 지역에 경제적 투자, 사회 공헌 사업, 일가의 정치적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 연고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본 절에서는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한화그룹이 어
떠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 연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가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한다.

2.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한화그룹의 위상
1) 지역 경제 분야

한화그룹 김종희 창업주는 천안 출신이긴 하였지만, 인천을 중심으로
한화그룹을 창업하고 사세(
)를 확장한다. 즉, 한화그룹은 천안을 그
모태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사세 확장의 과정에서 천
안, 아산시 지역에 공장 및 사업장을 많이 건설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를 진행 다.
먼저, 한화그룹은 1969년 당시 그룹의 주력 업종이었던 석유화학 업종
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 공장을 천안에 신설하였다26). 실제로
이 지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플라스 사업부분이 1980년 당시의 한화그
룹의 자산규모의 17.9%에 달하는 사업27)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천안시 지역을 상당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화그룹은 1986년 한양유통을 인수하여 유통업을 시작하였는
데, 이는 2007년 사명이 ㈜한화갤러리아로 바 어 백화점, 면세점 사업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천안시에도 이러한 한화그룹 계열의 백화점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데, 천안시 신부동에 한양백화점이라는 명칭으로

社勢

했

틱

틱

뀌

26) 이광주 외(2009), 「한화그룹 김종희 김승연 회장 연구」, 서울: 한국경영사
학회, pp. 84-86.
27) 이광주 외(2009), 「한화그룹 김종희 김승연 회장 연구」, 서울: 한국경영사
학회,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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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천안시의 중심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시 신부동 일대에서 영업(그림7)하다고 2010년 12월 ‘천
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천안시 불당동으로 신 이전28)(그림8)하여 영
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천안시의 갤러리아백화점(센터시티점)의 규모는
연면적 11만 530 (3만 3435평), 영업면적 4만 9586 (1만5000평)으로 지
하 6층 지상 10층 규모를 갖 충청권 대표 대형 백화점이며, 2011년 기
준 연간 약 2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천
안 아산시 일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

㎡

㎡

춰

그림 7 과거(2010년) 천안시 신부동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점

출처: 중앙일보

축

28)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이 신 이전한 장소는 경부고속철도(KTX) 천
안 아산역 인근으로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은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부분
에 위치하여 양 도시의 상권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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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현재 천안시 불당동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이외에도 현재 천안 아산시 일대에 한화그룹 관련 주요 계열사들의
공장 및 사업장이 입지하면서 많은 직접 간접 고용과 지역 소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천안 아산시 일대에 현재 입지하여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장 및 사업장의 현황은 아래 (표10) 같다.

득

표 10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의 천안 아산시 지역 입주 현황
지역
회사명(사업장명)
주 소
면적(㎡) 직원수(명)
천안시

㈜한화갤러리아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시 불당동

110,530

393

㈜한화폴리드리머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두정동

72,793

275

㈜한화

아산시 포면
(아산테크노 리)

48,797.9

282

29,900

92

아산시
㈜한화 2사업장

둔

아산시

밸

둔포면

출처: 천안시 및 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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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밝힌

최근 박근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 중 하나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인 창조경제를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하였다29).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시 도에 지역의 특성과 수요, 각 지
역별 주요 전략사업 분야와 연계해 출범과 동시에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
중인데, 충남지역의 경우 한화그룹이 전담 기업으로 지원하는 충남 센터
가 KTX 천안아산역의 비 니스 센터와 충남 천안시의 충남테크노파크
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충남창조경제혁신 센터는 태앙광 응용제 창업
지원과 클 에 지 산업의 중소 처 기업성장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
다30). 이러한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 기업의 선정은 지역별
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과 산업 위주로 선정31)되었다는 점을
볼 때, 한화그룹이 천안 아산지역 경제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끌

즈

린 너

품

벤

2) 지역 정치 행정 분야
암

친

옹

한화그룹 창업주인 현 김종희 회장의 부 인 김재민 과 오명철
여사는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이중 차남인 현 김종희 회장의 형인
김종철 전 의원은 상당기간 천안 아산시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중진 국
회의원이었다. 김종철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제7, 8, 9, 10, 12대 국회의원까지
총 6선을 지냈다32). 총 6선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구 개편에 따라 지역구
가 여러 번 바 는데, 주로 천안 아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하였다. 김종철 전 의원은 천안 아산시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동
시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국 어 (현 A
어 )과 태평물산(현 한화
무역)회장을 아 한화그룹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한화그룹 창업주인 김종희 회장의 형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종식 전
의원도 형인 김종철 전 의원이 작고한 후 가문과 한화그룹의 주요 근

암

뀌

베 링 F G베 링

맡

맏

29)
30)
31)
32)

핑 쑥쑥
핑 쑥쑥
필

www
www
_ f

대한민국정부, 정책브리 크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http://
.korea.kr/policy, 2015.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소개, https://ccei.creativekorea.or.kr, 2015.
대한민국정부, 정책브리 크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http://
.korea.kr/policy, 2015.
대한민국헌정회, 회원프로 , http://
.rokps.or.kr/m4 pro ile, 2015.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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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이자 형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제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한, 이
후에 한화그룹 창업주의 차남이자, 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그레33) 김호연 전 회장 역시 천안지역을 지역구로 하여 제 18대 국회
의원을 역임한다. 이러한 한화그룹 일가의 천안 아산시 지역의 정치 활
동 이력을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빙

표 11 한화그룹 김종희 창업주 일가의 천안 아산지역 정치활동 이력
성 명

한화그룹과의 관계

김종철

한화그룹 창업주의 형

대별 당선 지역구 현황

정 당

제4대 국회의원
천안을 지역구

민주당

제7대 국회의원
천안 천원34) 지역구

민주공화당

제8대 국회의원
천안 천원 지역구

민주공화당

제9대 국회의원
천안 아산 천원 지역구

민주공화당

제10대 국회의원
천안 아산 천원 지역구

민주공화당

제12대 국회의원
전국구(비례대표)

한국국민당

김종식

한화그룹 창업주의 동생

제13대 국회의원
천원 지역구

신민주공화당

김호연

한화그룹 창업주의 차남

제18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을 지역구

한나라당

빙

33) 그레는 본래 대일유업이라는 명칭의 회사였으나, 부실기업 인수에 대한 정부
의 권유로 한화그룹이 이를 인수하면서 석유화학, 기계 등이 주력이던 한화그룹에서
는 다소 이 적인 그룹이었다. 이는 1998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었다. (출처:
이광주 외(2009), 「한화그룹 김종희 김승연 회장 연구」, 서울: 한국경영사학회.)
34)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은 원래 조선 시대에는 천안, 목천, 직산 등 3개 군
현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세 군현을 합쳐 천안군
이 되었다. 그 후 1963년에 천안시와 천원군(
)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1995년
시군 통합정책에 따라 천안시와 천원군이 합쳐져 현재의 천안시가 되었다.(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천원군지, http://m.grandculture.net/, 2015.)

질

天原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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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화그룹 일가는 천안 아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역 정치를 주도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195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임기가 만료된
까지 약 60여년을 지역 정치에 한화그룹 일가가 영향력을

8회에 걸쳐 지
시행된 제 4대
2012년인 최근
행사35)한다.

3) 지역 사회 문화 분야

한화그룹은 과거 창업주의 경영시절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

왔다36). 특히, 육영사업 및 스포츠 활동 지원, 문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창업주
의 고향이기도 한 천안 아산시지역에서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한화그룹 창업주는 여러 스포츠 중 특히 야구에 관심이 많아 1976년

북일고등학교를 설립한 이후, 천안북일고 야구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

친 뜻을 이어받고, 역시 야구에 관심이 많았

기도 하였다37). 이러한 선 의

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1985년 한국 프로 야구 참가를 희망하여 한

빙

글

국야구위원회로부터 제7구단으로 승인을 받아 ㈜ 그레 이 스 야구단을

설립하였다. 한화그룹의 야구단은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을 연고로 하여

글

대전시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1993년 ㈜한화이 스로 사명을 변경하여

즌

최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단으로 성장하여 시 에서 큰 성과를 내
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는 야구 요람의 역할을 해 왔다38). 한화그

했

35) 지역 정치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며 과거 여당의 지구당원을 지내기도
던 지역 정치인(김 , 60대, 남)에 따르면, “천안 아산시 지역, 특히 천안지역에
서 김종철 전 의원과 한화 일가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 어요. 지역구 국회의
원을 오래하기도 고 여당 대표를 지 데다, 지역에서 한화에 다니며 고 사
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지요. 또,
지역 정치뿐만 아니라 관가에도 한화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강 어요. 이 때문에 천안에 야우리백화점(지역 기업)을 제외하
고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이외에 다른 대기업 백화점(현대, 신세계, 데)은 가
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36) 한화그룹(2002), 「희망으로의 여정, 한화 50년」, 서울: 한화그룹, pp. 110-113.
37) 이광주 외(2009), 「한화그룹 김종희 김승연 회장 연구」, 서울: 한국경영사학회,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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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

허

글

룹은 한화이 스 야구단을 통하여 연고 지역인 천안 아산시 지역에 청소
년 야구단을 만들어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저소

득 대상자에게 지역의 안과와 제휴하여 백내장 라식수술 등의 의료활동
을 지원하며, 연탄배달 노인급식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밀착적 사회공
헌 활동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39). 이러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하여

끌
글
자체적으로는 신인 야구선수 발굴 1차 지명 고교에 천안의 명문 고교인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 어 내는 한편으로, 한화이 스 구단
천안북일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명함으로서 지역 학생들의 스포츠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에

힘입어 천안 아산시 지역의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화이
글스 야구단에 대해 대단히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한때, 한화그룹에서는 한화이글스의 프랜차이즈 본사 및 연고지
를 천안시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화이글스
가 고려한 것은 ‘천안시 내부에 인구가 50만 남짓으로 대전의 140만에
주민들은 한화 그룹에 대단히

비하여 적지만, 충청도 토박이가 많고 천안시민의 야구 사랑과 열망으로

케팅 잠재력에선 대전보다 앞선다’40)는 점 이었다. 또한 행정중
심복합도시의 세종시 건설과 함께 천안 아산지역의 잠재 시장이 커지고
스포츠 마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열망으로 천안시에서도 전용 야구장 건립에 적극

했

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다. 이처럼 한
화그룹은 야구 등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 문화 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스포츠 지원 활동 이외에도 한화그룹은 지역의 여러 문화 활동,

축제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화그룹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회 문화 공헌 활동은 아래(표12)와 같은데, 이 중에 상당 부
분이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실시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글
글

www w
www w
옮

38) 한화이 스, 구단소개, http://
.han haeagles.co.kr/, 2015.
39) 한화이 스, 사회공헌 활동 소개, http://
.han haeagles.co.kr/, 2015.
40) 대전일보, “한화 이 스 연고지 천안으로 긴다”, 2004년 10월 5일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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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화그룹의 문화 사회 공헌 활동
활동명
내
술 더하기

득

용

술 교육프로그램.

한화 예

저소 층 아동 문화예

한화 희망어울림

장 아동 사회적응 프로그 .

‘사랑의 점자달력’ 배포
도 농 교류캠프
교향악

축제

술

애

램

애

시각장 인용 점자달력 제작 무료배포

족

임직원 가 과 사회복지기관 아동들 대상으로 농
어 체 , 견학

촌 험

취약계층 주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

예 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사업

청계천
문화예 마당

청계천 찾은 일반 시민 상대로 한 문화활동 지원

술

찾아가는 음악회

희망을

밝히는 불꽃축제

술 활성화 사업 지원

지방도시의 문화예

시민과 불우아동 추천으로 불

꽃축제

출처: 한화그룹 홍보실

술

한화 예 더하기와 한화 희망어울림, 찾아가는 음악회, 도 농 교류캠

프 활동 등은 천안 아산시 지역의 입주 기업인 ㈜한화, ㈜한화폴리드리

엠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

머, ㈜한화 테크

역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천안아산지역 사회복지기관(천안성정종합사회

복지관, 아산종업사회복지관, 신아원)아동들과 지역 입주 기업 임직원들

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

이 함께 “야구장 관람”을 실시하는 아동문화 체

케

고 있다41). 또한 최근에는 ‘한화 청소년 오 스트라 음악캠프’를 실시하

- 43 -

린

여 지역사회 어 이 및 취약계층의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

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천
안종합운동장에서 ‘Beyond 50! Forever CHEONAN!’이라는 타이틀 아래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해 음악과 내레이션 효과를 가미한 한편의 뮤지
컬과 같은 멀티미디어 불꽃 쇼를 선보여, 지역의 연고 기업으로서의 위
다42). 2013년에는 천안시의 시 승격 50주년

상을 과시하기도 하였다43). 이외에도 한화그룹은 재경 ‘천안향우회’의 충
청문화재단 설립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재경 ‘천안향우회’의 장학사업
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하는 등 서울지역의 지역사회 기여조직과도 꾸

준히 교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화그룹은 충청, 특히 천안 지역
의 연고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으
며 그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 재생산 및 유지하여 왔다.

4) 지역 교육 분야

윤

1970년대부터 한화그룹 김종희 창업주는 ‘기업이 의 사회환원’의 철

험

학아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자신의 경 을 바탕으로 특히 교육 및
장학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44). 이러한 그의 의지에 따라 그의

암

암

친형

‘백 ’의 아호를 따서 천안시에 1968년 백 문화재단을 설립(1987년 북일
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충청도 지역에서 장학 사업을 시작하였다.

흥 말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후세교육의 진 이야 로 사회발전의 저
력과 국민문화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일이라는 판단 하에 1975년 학교법

인 천안북일학원을 설립하고, 1976년 천안북일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한
화그룹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40여년에 걸쳐 지역의 이들을 기반
으로 지역의 장학 교육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공감을 얻고 지역
41)
42)
43)
44)

험

천안문화신문, “천안아산 한화그룹계열사 연합 아동문화체 ”, 2014년 11월 26일자.
천안신문, “한화그룹, 악기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 마련”, 2015년 8월 18일자.
중부매일, “천안시 발전기원 불
제”, 2013년 5월 9일자.
이광주 외(2009), 「한화그룹 김종희 김승연 회장 연구」, 서울: 한국경영사학회, p. 49.

꽃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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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숙

천안북일고는 본관과 별관시설을 중심으로 도서관, 기 사, 과학관 등
수준 높은 시설과 우수한 학생들이 어우러진 천안의 명문사학으로 지금

덕 智德

까지 수많은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45). 북일고등학교는 지 체(

體)의 균형을 이룬 교육을 위해 야구부, 골프부를 창설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학교 체육의 진흥을 일구어냈다. 특히 야구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봉황대기, 고교야구, 대통령배, 전국체전 등에서 우승을 하는 등 고교야
구의 강자로 부상46)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북일고 야구단에

긍

켰

대한 자 심을 고취시 다. 북일고등학교 이외에도 천안지역은 1990년대

족

후반까지 여자고등학교가 부 하여 지역에 여자고등학교를 확충하는 것
이

숙원사업이었는데,

학교법인 천안북일학원은 1997년 천안북일여자고

등학교를 개교하여 지역 교육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천안시의 명문 사학인 북일고등학교의 경우 주변 지역에서 이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이사까지

올 정도이고,

2009년에 천안지역에서는 유일하

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더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일

끼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명문 고등학교의 존재로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읽 졸업

을 가져오기도 하였다47). 그리고 최근에는 한화그룹의 천안 북 고

탠

생 25명이 미국 아이비리그 등 해외 명문대학(스 포드, 예일, 프랑스 파
리정치대학 등)에 대거 합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북일고등학교에 대한
진학 열기가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북일고등학교는 일반과정과 국제과
정을 함께 운영하여 국내 및 해외 명문대학 진학은 물론 지역사회의 인
재 양성 요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45) 한화그룹(2002), 「희망으로의 여정, 한화 50년」, p. 111.
46) 이광주 외(2009), 「한화그룹 김종희 김승연 회장 연구」, 서울: 한국경영사학회, p. 207.
47) 매일경제신문, “명 입지갖 ‘ 스테이트 천안신부’ 분양예정, 2015년 4월 2일자.

품

춘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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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화북일고등학교의 모습

출처: 북일고등학교 제공

3. 한화그룹의 천안 아산시 연고성
이상에서 한화그룹의 가문이 어떻게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와 연결되
어 있는지와 한화그룹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 지
역에서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의 분야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한화그룹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암 김종희 가문에 의해 창업 성장해 왔으며, 해당 지역에 정치 행

한 현

정,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업집단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 비해 경제적 영향력은 절대적이
지

못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 및 영향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천안 아
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면서 더욱 줄어들게 된다.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업도시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도시에 있어
- 46 -

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업의 산업 활동을 위한 기업이 주체가 되는 도시
개발 혹은 기업의 산업 활동에 의한 도시의 경제적 성장 내지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 이었다. 즉, 기업이 지역 경제에 지배적이고 큰 파급효과
를 가져오는 것이 선행된 조건이고, 이를 위한 주거, 병원, 복지, 문화,
교육 시설이 건설되어 하나의 신시가지 혹은

커뮤니티로 개발되는 것이

후속적인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천안 아산시에서의 한화그룹의 위상을
고려한 위의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한화그룹은 본 연구에서 정

렵

의하는 ‘기업도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화그룹의 성장은 인천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의 기여 활동은 창업주 가문의 연고로 이루어진 활
동 들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 아산시 지역이 한화그룹의 ‘기업도시’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창업주 가문과의 연고로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쳐온 ‘연고 도시’로 규정하기로 한다. 한편 오랜 시간 한화그룹의 ‘기업
연고 도시’였던 천안 아산시 지역에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그룹 계열사
가 대거 입주해 오면서, 지역사회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
영역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사회 전반

친 한화그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천안 아산시 지역을 삼성그룹

에 걸

의 ‘기업도시’로 변화 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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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삼성그룹 기업도시의 형성
1. 삼성그룹의 천안 아산시 진출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LCD사업부로 있
다가 2012년 4월 독립법인이 다. 이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삼성
과 일본 S
가 합작한 ㈜SLCD를 인수하여 2014년 기준 연간 매출
은 약 30조원에 이르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26%인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삼성디스플레이의 사업장이 2001년
천안시에 최초 사업장 등록승인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천안 아산시 지역
에 대거 진출, 아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를 형성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이후 진출한 ㈜
삼성SDI, (유)삼성코닝 등과 함께 발전(표13)하면서, 천안 아산시 지역에
많은 변화와 지역 경제 및 도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천안 아산시 지역은 삼성그룹 계열사에 의해 ‘기업
도시’가 형성된다.

ONY

됐

액

표 13 천안 아산시 지역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입주 현황
지역
회사명
소재지
최초입주시기
천안시

아산시

㈜삼성SDI

천안시 서북구

2001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시 서북구

2001년 6월

㈜삼성전자

천안시 서북구

2013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탕정면

2004년 8월

㈜삼성전자

아산시

㈜삼성코닝정밀소재

아산시 탕정면

출처: 천안시, 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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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 배방읍

1994년 11월
2001년 3월

2. 천안 아산시 지역의 변화

본 절에서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전자 디스플레이 계열사가 천
안 아산시 지역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기업도시가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도시의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기업의 진출에 따른 지역 경제의 변화와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기업 주도의 도시개발과정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점에 중점
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도시의 형성이 도시 내에
서의 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배적 기업집단
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업도시라고 보는 정의(염미경, 1998)도 있으므로,
삼성의 지역 진출로 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어떠한 변
화가 나타나는 지도 함께 분석한다.

앞

1) 지역 경제 성장과 도시의 발전48)
(1)

융복합산업단지 형태의 개발

융복합산업단지란, 생산시설과 주거, 문화, 의료 및 복지시설 등이 복

합적으로 설치된 단지를 의미49)한다. 기존의 산업단지 형태로의 개발은
생산시설의 한 곳에 집중시켜 집적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지만, 복합산업단지는 생산시설과 주거, 문화, 의료 및 복지시설 등
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단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달
리 주거단지와 격리하는 토지이용계획 방식이 아니라 주거 단지가 주변
에 함께 개발되는 직주근접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
이다. 또한 이러한 개발 형태에 따라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레
저 등의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자 형 도시가 형성된다. 이러한 형태의
도시 형성으로 복합산업단지의 개발은 지역 내 소비촉진 등 생산과 소
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융

융

갑

족
R

f

48) 김 성(2013), 한국경제연구원 KE I Brie 13-33에서 사용한 수치 및 자료
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수치 및 자료, 천안 아산시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하여 작성하였다.
49) 김 성(201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복합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KE I Brie 13-33, p.2.

갑

융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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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천안 아산시 지역의 삼성그룹이 입지한 삼성디스플레이시티도 이러한
복합산업단지의 형태로 개발되어 주변에 직원 가 들이 살 수 있는 대
규모 사택단지인 ‘트라팰리스’(그림10)가 함께 존재하며, 천안시 서북구
지역에 입지한 공장 주변에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게 찾아볼 수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개발 때문에 지역 상권의 활성화,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50)되고 있다.

융

족

쉽

그림 10 삼성디스플레이시티 내 사택단지인 ‘트라팰리스’(아산시 탕정면)

출처: 동아일보

(2) 지역의 일자리 및 고용 창출 효과
천안 아산시 지역의 삼성관계사들의 총 종사자수는
이었다51). 그러나 2012년 35,686 명으로 약 8년 사이에
증(표14)하였다. 이후 비 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5년
지역의 사업장이 10,905명, 아산시 지역의 사업장이

슷

갑

융
R

2004년 18,013명
두 배 가까이 급
8월 현재 천안시
26,000명으로 총

50) 김 성(201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복합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KE I Brie 13-33, p.2.
51) 천안시, 아산시 제공 자료(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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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든

36,905명의 직접 고용인원52)이 근무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모 직종에
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특히 개발 직군의 증가가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직접 고용 이외에도 천안 아
산시 지역에는 약 1600여개의 협력사가 존재하는데, 1차 협력사의 전체
고용 인력도 2004년 5,412명에서 2012년 40,000명으로 늘어나 7.4배가 증
가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의 1차 협력사는
각각 10.3배, 5.3배의 높은 고용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지역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구한 2012년 천안 아산시 삼성 4개사의 고용유발효과는
87,059명(천안 아산시의 전체 고용인력 35만 명의 25%에 해당) 으로 추
정된다53). 주목할 것은 천안 아산시 삼성계열사 임직원 중 30 40%, 협
력사 임직원 중 70 75% 정도가 이 지역출신이라는 점이다. 삼성그룹의
진출 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실업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 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

～

했

표 14 천안 아산시 지역 삼성 4개 계열사별 고용인원
회사명
2004년 2012년

증가율

㈜삼성디스플레이

8,565명

23,729명

177%

㈜삼성코닝정밀소재

1,567명

3,596명

130%

㈜삼성SDI

4,309명

4,301명

-

㈜삼성전자

3,572명

4,060명

13%

총

18,013명

35,686명

98%

계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52) 천안시, 아산시 제공 자료(정보공개청구).
53) 김 성(201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복합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KE I Brie 13-33, p.4.

갑

융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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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천안 아산시 지역 삼성 4사의 직군별 종사자 수 추이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이러한 삼성 계열사와 그 1차 협력사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이
외에도 삼성그룹의 진출에 따른 지역경기 부양으로 천안 아산시 지역의
사업체 수도 크게 늘어 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
티가 들어선 아산 지역의 경우 1999년 3775개였던 사업체수가 2011년에
는 6509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통해 지역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
성화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났

(3) 지역 경제지표 개선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천안 아산시 지역에 입주한 이후에 이 지역은
충청남도 경제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2012년도를 기준
으로 삼성관계 4개사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2조 3,000억원이며, 생산유
발효과는(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총 68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투
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지역 내)를 추정한 결과 43조 1,000억원에 달한
다는 연구54)가 있다. 이는 2012년도 기준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 81
조 4100억원55)의 약 52%에 해당하는 수로서 2000년에 충남도 전체의

액

액

갑

융
R

54) 김 성(201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복합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KE I Brie 13-3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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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총생산의 42%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천안 아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기업도시가 정착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지방세 징수 (표15)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
를 보인다. 그리고 2012년 양 도시의 지방세 세수는 1조 359억원으로
2005년 양 도시의 지방세 세수 6,587억원에 비하여, 약 1.6배로 60% 가
까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인 1999년 양 도시의
지방세 세수(천안시 1,653억원 , 아산시 646억원) 2,299억원에 비하면, 약
4.5배로 3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양 지역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가 들어서 천안시에 비하여 대규모의
공장이 건설된 아산시의 증가율 540%(1999년 대비 2012년)가 천안의 증
가율 270%(1999년 대비 2012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된다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 특히 2011년 아산시가 거 지방세는 4015억원 가량인데, 그
중 삼성계열사 4개사의 부 이 1067억원으로 26%에 해당56)한다. 한
그룹의 계열사 4개사가 지역 지방세 세수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이다.

액

둔

납 액

표 15 천안시와 아산시의 지방세 징수현황(추이)

(단위: 백만원)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천안시

165 , 3 2 1

4 53 , 661

5 0 7 ,4 98

5 0 9 ,2 79

4 89 ,0 15

5 22, 681

567 , 7 0 3

6 2 8 ,5 8 3

6 2 1 ,9 6 4

아산시

6 4, 63 2

20 5 ,0 81

2 53 , 39 2

2 75 , 699

3 0 6 , 653

3 00,0 69

3 2 1 , 363

4 1 0 ,5 7 6

4 1 3 ,9 9 7

총 합

22 9 ,953

658 ,7 42

76 0,89 0

78 4,978

795 ,668

8 22,7 40

889 ,0 66

1,039,159

1,035,961

출처: 천안시, 아산시 제공

액

득

액

지방세 이외에 법인세 합산 과 소 세 합산 도 1999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는데, 법인세 합산 은 약 11배 늘어나 3,809억원

액

55)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http://kosis.kr/, 2015.
56) 아산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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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에 달 으며, 소 세 합산 은 1,052억원에서 5,247억원으로 약 5배 증가
한 것으로 드러 다. 이러한 점은 특히 아산시 지역의 삼성 관계사가 본
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는 2004년 크게 늘어나는데, 2004년에 지난해
에 비하여 합산 소 세가 38%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법인세는 2003년에
각각 35%와 32%가 증가 한다57).
위와 같은 세수의 증대로 2012년 기준 천안시와 아산시의 재정자립도
(표16)는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상승
하게 된다. 특히 삼성의 디스플레이 사업이 가장 호황인 시기로 평가되
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천안시와 아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54%정도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각각 46.6%와 46.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
치는 2012년 충청남도 내 시군의 평균 지방재정자립도인 32% 보다 약
14%p 가까이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득

표 16 천안시와 아산시의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천안시

45.4% (1)

51.1% (1)

54.0% (1)

46.6%(1)

아산시

35.2% (2)

33.9% (2)

53.9% (2)

46.5%(2)

출처: 국가통계포털, 괄호 안은 충청남도 내 시군 중 재정자립도 순위.

(4) 도시의 발전
천안 아산시 도시 지역의 발전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진출 이후 천안 아산시 두 도시의 인구(표17)가 지
속적으로 증가 다. 천안시의 경우 1999년 403,017명이었던 인구가 2014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598,346명으로 인구 60만을 바라보
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도 1999년 180,618명에 불과 던 인구수가 2014년

했

했

갑

융
R

57) 김 성(201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복합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KE I Brie 13-3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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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54로 크게 증가하여 인구 30만을 바라보고 있다. 삼성 계열사들이
진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천안 아산시 지역의 인구도 크게 늘
어난 것이다. 특히 양 지역의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장년층 인구 비
중은 2011년 기준 전국평균(29.5%)과 충청남도 평균(27.5%)을 크게 상회
한다. 아산시의 경우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이 1999년 66,527
명이었으나 2011년 90,115명으로 증가하여 청장년층 비율이 2011년 기준
32.8%으로 전국평균보다 3.3%p높다. 천안시의 경우 20세 이상 40세 미
만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2011년 기준 32.6%로 아산시에 비해 다소
지만, 전국평균이나 충청남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3%p이상
높다. 최근 전국의 도시들이 노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 본다면,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과 도시 인구구조면에서 은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

～

～

낮

좋

표 17 천안시와 아산시의 인구추이

(단위: 명)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천안시

403,017

441,243

521,482

537,698

571,377

598,346

아산시

180,618

186,469

204,431

240,942

274,523

293,954

총계

583,635

627,712

725,913

778,640

845,900

892,300

출처: 국가통계포털

촌

촌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농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모하고, 농 지역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천안 아산시의 도시화율도 크게 진전되
었다. 2011년 기준 천안시의 도시화율은 행정구역인구 기준 92.84%로
1999년 77.4%에 비해 1.2배 증가하였고 아산시의 경우 66.14%로 1999년
47.25%에 비해 1.4배 증가하였다58).
주거의 고급화도 진행되어 총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도 상승하게 된
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단위 총주택 중 아
58) e-나라지표,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현황,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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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비율은 표18과 같다. 삼성 계열사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2000년에 비해 2010년 아파트 비율이 천안시의 경우 12.5%p 증가(1.2배)
하였고, 아산시의 경우 24%p증가(1.6배)하여 주거의 고급화가 상당부분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파트의 매매가
격도 2000년 대비 2010년 천안시가 2.1배, 아산시가 2.3배 증가하여 지역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등 지역 개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18 천안 아산시 총 주택 중 아파트 비율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천안시

37.4%

60.3%

67.1%

72.8%

아산시

17.9%

43.8%

52.5%

67.8%

출처: 국가통계포털

도시 지역 발전에 따라 각종의 사회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2004년 12월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도권 전철 병점-천안 구간
이 공되었고, 2006년에는 천안-온양(아산) 구간이 추가로 공되어 천
안 아산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천안시의 차량
을 개선하고 삼성전자를 비 한 산업단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천안시가 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진행한 천안 북부
대로(이후 삼성대로로 명칭 변경)가 2012년 공되어 개통되었다. 이러
한 북부대로(삼성대로)는 “천안 아산 등 충남북부로 들어오는 관문이면
서 천안 아산의 삼성이 중심이 되는 첨단 산업단지와 아산만권 배후 신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59)”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삼성계열사의 진출
로 인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천안 아산시의 도로연장, 상하수도 보급 도 지속적으로 상승하
여 지역개발의 양적 적인 발전이 크게 이루어 졌다.

완

흐름

완

롯

숙

완

률

질

59) 대전일보, “천안, 북부대로 1공구 구간 두정터널 관통” 중 성무용 당시 천안
시장 인터뷰 인용, 2008년 1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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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정치 행정 분야 영향력 증대

삼성 계열사의 천안 아산시 진출로 이 지역의 정치 행정 분야에서 삼

성그룹 계열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 되어 왔다.
삼성그룹의 진출 초기에 양 도시 모두 삼성그룹 계열사를 추가 유치
하고 기존에 진출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 내부에 지원 조직을 두었다. 천안시와 아산시 기업지원조직(천안시의
경우 기업지원과, 아산시의 경우 기업경제과)에 삼성전담

팀을 설치하여

지역의 기업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
을 고려하였다.
지역 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 지역상공회의소는 해당 지역의 경제, 상
업, 통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천안 아산시의
지역 상공인들의 경우, 충청남도 예산 홍성군의 상공인들과 함께 충남북
부상공회의소의 관할에 속하여 시 군 및 도의 지역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질

데 실 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상공업 경쟁력 향

돕는다. 따라서 지역사회
인적구성은 곧 지역 경제정책과

상을 위한 지역 상공인들 간의 교류 협력60)을
에서는 이러한 지역관할 상공회의소의

지역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상징한다고 평가된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현재(2012년 임기 시작) 임원진(회장, 부회장, 상임의원, 감사)과 의원의
인적 구성을 분석한 결과 임원진 34명 중 천안 아산시 지역의 삼성그룹
계열사의 직접 종사하는 의원이 총 4인이며, 간접적으로 영향(협력업체
등)을

맺고 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의원 3명으로 총 34명의 5분의 1이상

을 차지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지역의 다른 대표 기업인 한화그룹과
현대자동차(한화그룹 직접종사자 2명, 간접종사자 1명, 현대자동차 직접

종사자 1명)의 인적 구성 비율에 비하면 수적으로 우세(표19)이다. 또한
직 간접적으로 삼성 계열사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 7명 중 부회장 6명 중
60) 상공회의소법령, 제1조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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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상임위원 25명 중 5명으로 지역사회 경제 및 상공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표 19 천안북부상공회의소 지역 주요기업 관련 인적 구성
(단위:명)
삼성그룹 한화그룹 현대차그룹
직위 인원수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임원

의원

회장

1

0

0

0

0

0

0

부회장

6

1

1

1

0

1

0

상임의원

25

3

2

1

1

0

1

감사

2

0

0

0

0

0

0

의원

36

0

0

1

0

0

0

특별의원

3

0

0

0

0

0

0

4

3

2

1

1

1

총 계

7

3) 지역 사회 문화 분야 영향력 증대

3

2

천안 아산시 지역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지역사회의 삼성그룹 계열
사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 환원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기여 활동은 천안 아산시 지역에
가장 큰 규모로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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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2015년 삼성그룹 계열사의 천안 아산시 지역 사회공헌 활동
활 동 명

내

용

주

관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집
수리 지원

㈜삼성디스플레이

불우이
기 기금 모금을 위한
기행사

㈜삼성디스플레이

자매마을 교통사교 인명 해
줄이기

㈜삼성디스플레이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 지원 사업

㈜삼성디스플레이

자녀교육 문화광장

취약계층 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지식 접근 확대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년 고민해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
상담 등

㈜삼성디스플레이

종합복지관건립
업무협약(아산시)

아산시 탕정면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기금 기부

㈜삼성디스플레이

자율 봉사동아리
조직 활동

직원들의 자율적 봉사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100여개 존재)

㈜삼성디스플레이

함께 가는 세상

천안시 직산읍 장 인 복지관
지원 사업

㈜ 삼성SDI

드림하우스
나

눔 워킹

자매마을
교통사고 줄이기
사랑의 연

탄 나눔

걷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웃돕

피

애

커뮤니케이션팀

㈜삼성디스플레이는 2015년 한해에 현재까지 희망의 집 고치기 ‘드림
하우스’ 프로그 , 천안시와 함께하는 ‘나
’, 자매마을 교통사고 줄
이기 봉사활동,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어르신 건강한
여 보내세요’,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는 ‘사랑의 연 나 ’ 등의 봉사
활동을 시행하였다. 또한 직원 및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문화생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녀교육 문화광장’ 행사, 취약계층 어 이들의 진로
상담을 위한 ‘청소년 고민해결!’ 프로그 을 통해 어 이 지원 활동도 벌
이고 있다. 더불어 ㈜삼성디스플레이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종합사회복지

램

름

눔워킹

돕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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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눔

린

린

맺

관 건립 업무협약을 어 탕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기부금을 지
원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SDI는 천안시 직
산읍 등대의 집에서 ‘함께 가는 세상’이라는 이 으로 장 인 기 활동
을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한해에도 많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헌 활동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비교적 최근에 활발
해 지기 시작한 활동들이 많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은 많지 않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요하
다는 천안 시민의 요청과 그에 대한 기업 차원의 공감61)을 바탕으로 천
안을 연고로 하는 유소년 클
구 인 삼성 루
천안센터 -15
을 지난 2012년 창단하였다. 이러한 유소년 구 의 창단을 통하여
지역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넓히는 한
편, 지역사회의 삼성 에 대한 속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활동을 스포
츠를 통하여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 루
천안센터 -15 이
‘IBK 기업은행 제51회 추계 -15 연 전’에서 우수한 성적(3위)을 거
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소년 구에 대한 열기와 인기가 높아졌고, 삼성
그룹 계열사들의 이 유소년
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었다.

름

애 돕

필

럽축 팀

팀

팀

런

귀

U
축
팀

맹

블 윙즈
축 팀

블 윙즈

U

U 팀

4) 지역 교육 분야 영향력 증대

둠

천안 아산 지역에서 삼성 계열사가 진출하면서 지역 경제의 규모가
지고 도시 지역이 발전하였지만, 이 지역의 학교 수 증가는 미미한 수
준이다. 아산시의 경우 1999년 118개였던 총 학교 수가 2010년까지 121
개로 3개교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62)
학교 수의 전체적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안 아산시에서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가 그러한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커

블 윙즈

U 팀 흥

61) 중도일보, “ 루
천안센터 -15 ‘신 강호’”, 2015년 8월 20일자.
62) 국가통계포털, 시군별 총 학교 수, http://kosis.k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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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입주하고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역에 2004년 이후에 새로 설립된 학교는 탕정미래
초등학교, 탕정중학교,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인데
학
교 모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기부채 등의 형식으로 설립
과 운영을 지원(표21)한 학교들이다.

네

납

표 21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역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학교명

설립연도

재정지원(천원)

탕정미래(초)

2014년 3월 1일

211,458

2014, 2015년 지원

탕정(중)

2009년 3월 1일

1,201,711

2012 2015년 지원

충남외고

2008년 3월 1일

-

설립 과정 직접지원

충남삼성고

2014년 3월 1일

-

삼성 직접 설립 운영

기타

～

출처: 충청남도 교육청 제공

㈜삼성디스플레이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학
교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와 충남삼성고등학교이다. 삼성디스플레이시티
가 위치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2002
년 설립 계획 승인 이후부터 2008년 3월 개교할 때까지 ㈜삼성전자가 설
립 및 운영과 시설을 갖추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후에도 ㈜삼성
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충청남도 지역의 유일한 외국어 고등학교로 처음에는 삼성 임직원 자녀
들이 많이 입학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점차 충청남도의 우수한 학생들
이 모이면서 지역의 신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로 거듭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또 다른 명문 고등학교는 삼성그룹
이 출자한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이 설립하여 2013년 3월 개교한 충남삼
성고등학교이다. 삼성그룹이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 이어서 충남삼성고등
학교를 개교한 이유는 해당 고등학교의 정관 규정을 보면 정확히 알 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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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 정관 제1조에 의하면, “충청남도를 중심으
로 하는 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삼성 관계사 및 출연사 임직원 자녀
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충남삼성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고 명시되어 있
다. 이러한 개교 목적에 따라 삼성은 충남미래인재전형과 사회통합전형,
임직원자녀전형 세 가지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지역사회 고교 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안시지역에 한화그룹이 설립한 북일고등
학교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삼성그룹이 천안 아산시 지역에 여러 학교 설립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학교들은 천안시에 위치한 한화그룹의 북일고등학교보다 역사가 매우 짧
고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 이들 학교 출신이 자리 잡지 하였지만, 향
후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인맥 형성이 삼성그룹의 지역사회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못

3. 삼성 기업도시의 확립

이상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발하게 천안 아산시에 진출한 삼성그
룹 4개 계열사가 지역사회의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장악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삼성그룹 영향력 확대와 지역사회 장악은 천안 아산
시 지역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 변모시 다고 평
가 할 수 있 다.
첫째, 제 2장에서 살펴본 기업도시의 다양한 정의들을 비교해 볼 때,
기업도시의 특성은 해당 도시의 개발자(developer) 혹은 개발주체가 민
간 기업이라는 점이다. 천안 아산시 지역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입지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공
공적 요소가 개입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이라는 민간 기
업이 주체가 되어 해당 지역에 대규모 산업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그리
고 삼성계열사들이 해당 지역에 입지한 이후, 삼성그룹이 주가 되어 지

켰

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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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역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S C, 행정조직지
원 등)하고 장려하는 수준에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삼성이 진출한 천안 아산시 지역은 복합산업단지의 형태로 개
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마
련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교육에 있어서 삼성그룹이 직접 고등학
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설립을 지원하기도 하
였다.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가 지방에 부한 지방세 수입이 상당부분
지역의 체육시설, 문화예 시설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당 그룹
이 직접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 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사회 공헌 활동
을 통하여 천안 아산시 지역의 복합도시로의 정주여건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삼성계열사들이 진출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
선되었고, 삼성그룹의 지역경제의 파급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
히 해당 계열사의 고용효과가 지역 고용인원의 25%에 미 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김현아(2004)가 제시한 기업도시의 목표 중 하나가 ‘기업의
입주를 통한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 방안제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지역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형 기업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역균형 발전
임을 고려해 볼 때, 삼성그룹의 천안 아산 지역의 진출은 충남지역에서
나아가 중부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도시의 바람직
한 진행 방향과도 일치한다.
천안 아산시 지역의 삼성그룹 기업도시는 삼성그룹이 직접 개발의 주
체가 되어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교육, 문화, 주거 등의
요한 것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 자 도시(company sel -su icient
city)’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천안 아산시 지역을 제2장에서 제시한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산업교역형 또는 지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분류) 혹은 ‘본사의 주요기능 일부와 신규투자가 입지
한 기업도시’(김현아, 2004에 의한 분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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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대상지역인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 지역
이 과거에는 한화그룹의 연고 도시였으나 2000년대 이후 삼성그룹 계열
사의 진출로 삼성그룹의 기업도시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화그룹의 경우 창업주의 집안 대대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왔고, 이
를 통하여 사업의 확장기에 천안 아산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
다.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방위에
걸쳐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한화그룹의 경제적 영향력은 삼성그룹에 비교해 볼 때,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해당 지역의 도심 또는 신도시 지역을 한화그룹이 주
도하여 개발자(developer) 또는 개발 주체가 되어 기업 활동의 효율적
영위를 위해 개발해 나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지역
은 한화그룹의 ‘기업도시’로 보기는 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도시’는 아니지만 지역 사회 전반에 오랜 기간 일 가문이 연고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지역을 한화그룹의 ‘연고
도시’라고 명명하였다.
삼성그룹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직접 이 지역의 신도시 개발자
(developer) 또는 개발 주체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을 위해 주
거, 교육, 문화 등에 개발에 직접 참여 하여 왔다. 그리고 해당 지역 경
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며,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
당한 부분에 이르는 것에 맞 가기 위하여 교육,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점차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배적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성그룹이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형성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화그룹의 연고 도시인 천안 아산시 지역이 점차로 삼성그룹
의 기업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
다. 특히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한화그

렵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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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연고 도시’라는 기업에 대한 동 성 및 속의식이 들리고 도시
정체성에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삼성그룹 중심의
기업도시가 형성되면서 많은 수의 인구가 새 게 유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삼성그룹이 미치는 영향력이 경제에 이어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장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한화그룹의 연고 도시로서 오랜 시
간이 지나온 천안 아산지역의 정체성이 삼성그룹의 기업도시 형성에 따
라 어떻게 유지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빠르게 발전
하고 있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정체성 변화의 양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 양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혼란

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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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천안 아산시 도시정체성 변화
제 1 절 기업도시의 형성과 도시정체성 변화
험

도시의 정체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경 의 산물이며, 주민
의 공동체적 직접 경 이 기초를 이루는63) 것으로 간주되고, 도시의 정
체정은 자연스 게 형성되기 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따라
형성 및 변되는 것(조아라, 2007)이다. 이처럼 도시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동적이며 가변적인 개념이다. 또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사적 전통, 경제 산업, 사회, 정치행정, 예 과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재 정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분야에서 현
재 비교우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야를 추출하는 것이 요할 것64)
이다.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 지역은 기존의 한화그
룹의 연고도시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진출하면서 삼성그룹이 중심이
되는 기업도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도시의 형성과정에서
도시의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도시 엘리트 계
층과 도시 주민들의 각 기업에 대한 동일성 및 속의식도 역시 변화하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성과 속의식, 개별성 등의 변화는 해당 지
역에 대한 기존의 도시정체성의 변화와 새로운 도시정체성의 확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천안 아산시의 발전과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해당 지역
의 도시정체성도 빠른 속도로 변화 확립되어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천안 아산시 지역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라 이 지역의 도
시정체성이 어떻게 변화 확립되어 가는지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제1절에서
바와 같이 도시정체성의 변화 및 확립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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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근식(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의 정치”, 경제와 사회 30권, p.145.
64) 국토연구원(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안양: 국
토연구원,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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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역사정체성, 문화정체성, 경관정체성, 산업정
체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분류 방식을
계승하면서 다소 수정하여 기업도시 형성과 관련된 산업 고용의 측면,
지역엘리트 구성의 측면, 경관의 측면(도시 경관 및 산업 경관) 등으로
분류하여 도시정체성 변화 확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산업과 고용
삼성그룹 계열의 4개사가 천안 아산시 지역에 진출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 지표 개선과 도시 지역의 발전에 미 영향은 서 제3장 제2절에
서 각종 수치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역 내 고용 일
자리 창출 및 경제 산업의 활성화는 도시의 경제적 물리적 여건뿐만 아
니라 도시 주민의 도시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친

앞

1. 산업
천안 아산시 삼성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라 산업의 측면에서 도시정체
성은 ‘농업 혹은 관광’(아산시), ‘교통의 중심도시’(천안시)의 도시에서 ‘제
조업 혹은 첨단 산업’의 도시로 변화한다. 이는 단적으로 천안 아산시 지
역의 농지 면적 감소(표 2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기업도시가 본격적
으로 활성화되는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천안 아산시 지역의 농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또한 천안 아산시 지역의 사업체수(표 23)는 기업
도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양 지역이 산업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농지가 산업단지 혹은 다른 도시지역으로 전
용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며, 삼성 등 대기업의 지역 입지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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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천안 아산시 지역 농지 면적 추이
천안시
연도
논(ha)

밭(ha)

총계(ha)

논(ha)

1995

11,147

7,591

18,738

1998

10,028

7,450

2001

9,774

2004

아산시
밭(ha)

총계(ha)

14,555

6,859

21,414

17,478

13,900

6,180

20,080

7,078

16,852

13,535

5,822

19,357

9,497

6,786

16,283

13,077

5,633

18,710

2007

9,134

6,595

15,729

12,488

4,978

17,466

2010

8,144

6,732

14,876

11,810

4,768

16,578

2013

7,337

7,530

14,866

11,435

4,778

16,213

2014

6,571

7,052

13,623

11,061

4,768

15,828

출처: 국가통계포털

표 23 천안 아산시 사업체수(전사업) 변화 추이

(단위: 개)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천안시

31,124

33,616

35,458

35,311

38,263

41,711

아산시

10,888

11,327

12,552

13,289

15,453

17,191

출처: 국가통계포털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삼성 기업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지역
내의 산업 행정 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삼성이 부상하게 된다. 제3장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이 지역의 산업 행정 정책에 있어 한화그
룹이 주요 행위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삼성 기업도시가 형성되는 과정
에서 한화그룹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고, 삼성그룹의 영향력이 더욱 강
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천안 아산시 시청의 행정 정책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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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지역의 산업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충
남북부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삼성이 진출하기 이전에 비해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삼성과 관련
한 인적 구성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고,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
한 변화 이외에도 내부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부 의
사 결정이나 지역 기업들의 회의 과정에서 삼성관련사에 대한 것은 항상
거의 우선적으로 고려 니다. 또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경제 현황
을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삼성그룹의 성과가 강조되도록 작성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관련 중소 업체 출신의 의원들
은 삼성과 관계를 기 위해 삼성 출신 임원, 의원들과 의견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5-충남북부상공회의소 간부
인터뷰)

됩

맺

○○○

납품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
되는 식
재료만 해도 하루에 거의 50억 원 가까이 니다. 이외에도 삼성 그룹의
직원들이 많아 지고 보니까, 이 지역 고용시장에서 삼성그룹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일단 고등학교를 업한 청년들도 삼성 취업을 1순위로 생각
하는 것 같고요. 지역의 고용지원 활동, 기업 지원 활동이 삼성그룹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인들도 자연스 게 지역경제에서 삼성의 위상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마 전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매출과 영
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지역 차원에서 ‘대기업 제 구매운동’65)을 하기
도 으니까...... L그룹 불매운동을 하는 요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일입
니다.”
(경제6-충남북부상공회의소 간부
인터뷰)

됩

졸

럽
얼

했

즘

품

△△△

품 구매운동-경제난 극복 민 관 상

65) 대전일보, “천안 아산시 지역 대기업 제
생운동”, 2009년 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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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인적 구성의 측면이 ‘삼성화’ 되었다는 (표 12)
와 더불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산업 정책과 관련된 인터뷰는 이 지역
의 산업 경제계를 중심으로 삼성 기업도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에 상당부분 이 지역의 연고 기업
인 한화그룹이 이러한 직임을 주도한 것에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정체성을 한화 연고도시에서 삼성 기업도시로 변화하
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움

움

이러한 산업계의 직임 이외에도 아산시의 심벌마크(CI) 변화는 아산
시의 도시정체성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 진다. 2010년 아
산시는 시의 심벌마크(CI) 변경을 추진하였다. 이 당시 시장인 강희복
시장은 당시 사용하고 있던 아산시의 심벌마크(CI)가 ‘아산(牙山)의 한자
의미와 온천을 형상화하는데 그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산업도
시인 아산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하여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공모를 통하
여 현재 아산시의 심벌마크(CI)를 정한다. 새로운 심벌마크(CI) 선정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었으며, 첨단도시로서 아산의 특성을 반
영하였다고 시는 설명하였다.

못

그림 12 변경 전 후의 아산시 심벌마크(CI)와 브랜드슬로건

-변경 전 아산시 마크(CI)-

-변경 후 아산시 마크(CI) 및 브랜드슬로건- 70 -

또한, 아산시의 심벌마크(CI) 변경 이외에도 도시의 정체성과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슬로건을 정하였다. 이 때 함께 결정된
「Smart Asan」이라는 브랜드슬로건은 ‘삼성디스플레이시티, 삼성전자
등이 입지해 있는 아산시의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
라고 시는 설명하였다. 그리고 브랜드슬로건의 경우도 주민들의 참여와
투표를 중심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아산시의 정체성을
‘첨단산업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
성’이 있다. 이는 기업도시의 형성으로 산업 측면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
화와 이로 인한 지역의 정체성의 변화가 도시정체성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시의 심벌마크(CI)와 브랜드슬로건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 다.

겠

2. 고용
해당 지역은 과거에 비하여 삼성그룹의 직접 간접 고용 인원이 늘어
나면서 이 지역의 많은 관련자들이 삼성그룹과 관련되게 되었다.(제3장
제2절에서
바대로 고용 유발효과가 지역 총 고용 인력의 25%에 미
다.) 이 지역 산업 경제계의 변화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인적 구
성을 변화시 다는 점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삼성의 위상을 바
았다는 것을
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업 고용 정책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친

밝힌
런
켰

꿔놓

앞

이러한 고용과 산업계의 수치적 지표 이외에도 지역에 삼성 사업장으
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발견되었다. 제3장 제2절에서 보았 이 천안 아산시 지역은 인구
의 유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는 기존의
충청도 출신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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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인구 유입이 활발해 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의 도시정체성이 도시 내에서 더욱 큰 비중을 가지고 인식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 새 게 이주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에 고용된 사람이라는 점은 이
지역에 있어서 삼성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롭

힌 셔틀

한편, 삼성그룹의 대형 로고가 찍
버스(그림13)가 주기적으로
천안 아산시 지역의 주요 지점을 운행 중이다. 이 통근 버스는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의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적 목적 이외에도, 이
버스는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천안 아산지역의 일반 주민들에게
삼성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돕

돕

그림 13 천안 시내를 돌아다니는 삼성 통근 버스

출처: 삼성전자 홍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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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안에서 공고를 나오고 삼성에 취업(중략) 매일 삼성 로고가
크게 새겨진 고급 전세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마다 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공장간다’는걸 아니까 좀 불 하게 볼까 생각하면서도 삼성다
니니까 부러운 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략) 아무 삼성 로고
새겨진 통근버스(그림16) 타고 내 때,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
같은 것도 있어요. 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니까요. 제 고등학교
구들은 다른 공장에 취직한 들도 있는데, 다 부러 해요. (중략) 고등
학교 때는 저 버스가 항상 학교 에 지나다니니까, 들이 나이트처럼
(천안시 곳곳에는 나이트클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 돌아다 다.) 삼성
이 광고하는거 아니냐고 기도 어요.”
(지역주민
(20대․여), 천안 태생, 천안 거주, 삼성직원)

쌍

눈

묘

튼

릴

쨌든

애

럽

앞

친

워
애

닌

웃 했
○○○

솔

“ 직히 서울서 태어나고 대학 나와서 삼성SDI 취업해서 천안 내려
와서 사는데요. 그냥 원 에서 잠자고 출퇴근 하다가 주 에는 부모 이
랑 여자 구 만나러 서울 가니까요. 저는 제가 천안에 살고 있다는 생
각 별로 안 들고 서울 좀 먼데, 그냥 ‘삼성시’ 내려와 사는 것 같다는 생
각 들어요. 지금도 제가 어디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서울산다 혹은
삼성 다니러 천안 산다고(중략) 처음에 내려 왔을 때는 천안이 가 없
으니까...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삼성 버스만 지나다니고...”
(지역주민
(20대․남), 서울 태생, 천안거주 3년, 삼성직원)

친

룸

말

님

뭐

○○○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기존에 천안 아산시 지역 출신 중에서 삼
성이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고용된 사람들과 삼성에 고용되면서 외부로
부터 이 지역으로 이동해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삼성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 관련 고
용자의 증가는 직접 고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되지 않은 다른 도시 주민들
에게도 삼성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
한, 이러한 삼성의 고용된 사람이라는 점을 상징하는 통근버스가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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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곳곳을 돌면서 삼성에 고용되지 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삼성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부지불식간에 이 지역이 삼성의 기업도시라
는 점을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삼성의 통근버스가 도시 주민의 선망과
인식을 자극하여 도시정체성 형성의 촉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
로 삼성그룹의 진출에 따른 고용의 확대가 도시정체성의 변화를 추동하
고 있는 것이라 하 다.

겠

제 3 절 지역엘리트 구성
1. 정치 세력의 변화
앞서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한화그룹의 위상을 설명하면서, 천안 아산

시 지역에서 한화그룹 창업주인 김종희 회장 일가가 국회의원을 8번 지
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천안 아산시 지역의 경우 기업과 관련
한 정치적 도시정체성은 과거에는 분명 ‘한화의 도시’였다. 그러나 최근
에 삼성 중심의 기업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러한 한화그룹 중심의 정치 분
야 도시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하면 천안시에서 한화그룹 일가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약화되었
, 과거에 김종철 의원 계실 적에 제가 정치에
입문한지 마 안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김종철 의원 이 관선시장보다
중앙 정계에 영향력도 강 고, 당 대표까지 하 던 분이라 천안뿐만 아
니라 아산지역구, 충청남도 일대에서 영향력이 대단 어요. 그때는 또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 때라 지금과 달리 관련된 지역
조직도 대단 고요. 더러는 지역에 있는 한화그룹 직원들도 선거 때 동
원하기도 하고 그 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조카인 김호

죠뭐

얼

님

했

했

셨

질

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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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했

씨빙

연 ( 그레 회장,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의 차남) 가 선거에서 지는 거
보면 세월이 변 다는걸 느 요.”(그는 인터뷰 내내 김종철 전의원은 ‘의
원 ’으로, 김호연 전 의원은 ‘ ’로 지칭하였다.)
(정치3-지역정치인
, 오랜 시간 지역 정치 활동, 전 A당 지구당)

했

님

껴

○○○

씨

특히, 최근의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2008년 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화그룹 김종희 창업주의 차남이
자 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그레 회장이 국회의원
선거(천안을 지역구)에 출마 지만, 자유선진당 박상 후보에게 7%p의
지지율 격차로 선66)한다. 김호연 그레 회장이 출마한 천안을 지역구
는 한화 북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김호연 그레 회장의 일가가
이미 7번에 걸처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지역 영향력이 막강하였던 지역이
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한화그룹 일가의 김호연 회장이 선한 것이
다. 물론, 다시 지역 민심을 재정비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재보 선거에
서 해당 지역에서 46%의 높은 지지율을 리며 당선된다. 하지만 2년
뒤 다시 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을 지역구에 출마하지만,
지역 노동조합 출신 지역정치인인 박 주 의원에게 1.9%p차이로 석 하
였다.(김호연 40%, 박 주 41.9% 표67))
물론, 이러한 김호연 의원의 선거 승리와 배를 김호연 의원 개인의
선거 이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다르다. 과거
에는 한화그룹 일가의 지역 연고와 지역 정치기반이
기 때문
에 한화그룹 출신의 인사가 출마 을 때 선한다는 것이 라운 일이었
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삼성 그룹이 들어오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
에 따라 한화그룹 일가의 지역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정가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화그룹 관련 도시
의 정치적 정체성은 상당부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러한 한화그룹 관련 도시의 정치적 정체성 약

린

빙

했

낙

빙

돈

빙

런

낙

올

린

완

득

궐

완

했

됨

템
템

6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 .
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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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패

낙

워낙 튼튼했
놀

화를 속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지역 정치계에서 발생한다.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천안 아산지역 기초 광역의원 선거에서 한화그룹 재단의
북일고등학교 출신이 대거 당선되는 사건이 발생68)한 것이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북일고 총동문회에 따르면,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 기초 광
역의원 선거에서 북일고 출신 후보자가 총 9명 출마하여, 8명이 당선되
는 약진(표24)을 한 것이다.

표 24 2014 지방선거 천안 아산지역 기초 광역의원 북일고 출신 당선자 현황
성 명
지역구 (정당)
당선 직위 (선수) 북일고 졸업기수
김종문

천안 4선거구 (새정치)

충남도의원(재선)

7회

이공

휘

천안 8선거구 (새정치)

충남도의원(초선)

11회

전종한

천안 가선거구 (새정치)

천안시의원(3선)

7회

황천순

천안 라선거구 (새정치)

천안시의원(재선)

13회

이준용

천안 바선거구 (새 리)

천안시의원(초선)

13회

황기승

천안 바선거구 (새정치)

천안시의원(초선)

13회

윤지상

아산 4건거구 (새정치)

충남도의원(초선)

15회

박성순

아산 가선거구 (새정치)

아산시의원(초선)

8회

누

이러한 선거 결과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북일고 출신들이 사회 중
추적 위치로 라서기 시작한 시점에서 북일고가 지역 정가의 강호로 부
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한화그룹의 일가가 아 한화그룹의
북일고등학교 출신들의 지역 정치계에서의 약진을 한화그룹의 지역 정치
영향력 확대로 해석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당선자들이 한화그룹 출신의 지역 경제인 및 한화그룹과 긴밀한 관

올

닌

68) 충청투데이, “천안 북일고 ‘선거 명문’ 급부상”, 2014년 6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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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계를 고 있으며, 한화 북일고등학교 동창회 및 한화 북일고등학교 재
단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계에 담고 있
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던 많은 수의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상 ‘한화’와 ‘북일’을 동일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몸

즘

찌

“요 북일이 지역에서 약진하는게 어 보면 예정된 결과라는 생각
이 듭니다. 70년대 개교한 이후에 계속 지역사회에 북일 인맥이 형성되
어 오긴 는데, 그동안 천고(천안고) 에 비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만한 40, 50대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북일 출신의 거의 초창기 40, 50대인 이에요. 지금도 보면 지
역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지역 요소요소에 북일 출신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로 많이 진출하기도 지만, 시청 공무원도 많이 되고 정
치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 어요. 심지어 시에서 나오는 용역을 는 용
역업체 직원도 북일 출신인 경우들이 많고요.(중략) 특히 이번에 당선된
북일 7, 8회는 한화 그룹이 초기에 북일에 많이 투자하고 장학금 줄 때부
터 인연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화를 위해
한다거나
그 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한화그룹은 자기들 성장하게 만들어
준 거니까, 내면에 그 인식이 있어요. 으로 북일 출신들이 계속 나오
고 나이 고 그러면 그 영향력이 지금 이상으로 세
거에요. 지금도
시장, 국회의원 나와야 한다는 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1-현직 천안시의회
인터뷰)

했

셈

했

랬

맡

뭐

렇

먹

런

앞

얘

뭘

질

○○○

이처럼 천안 아산시 지역이 삼성그룹의 기업도시가 형성되고 변화해
가면서 지역 정치에서 한화와 관련된 연고 세력은 부침(
)을 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김호연 의원의 선이 한화그룹 연고 세력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북일고등학교 출신들의 지역 정계 약진은 한화그룹
연고 세력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 정치세력을 통하
여 도시정체성을 파악하여 본다면, 과거보다는 한화의 정체성이 약화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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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여전히 한화의 정체성이 존재하며 적어도 삼성그룹 중심의 정치
적 측면의 정체성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2. 연고 학맥(學脈)의 비교

천안 아산시에서 한화그룹 재단의 북일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명문 고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도전하는
신 명문 고등학교는 삼성그룹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아산시 탕정면
에 충남삼성고등학교이다. 양 학교는 각각 천안시 및 아산시의 유일한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교육시키고 있다.
양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비교해 본다면, 북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화그룹의 직원의 자녀들에 대한 입학 전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충남삼성고등학교의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 자녀들에 대한 입학 전형 선
발 인원을 따로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북일고등학교의 경우
에는 최근에 국제반과 국내반을 나 어 운영하면서 지역 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 학교의 경우 모두 명문으로 유명
세를 타면서 천안 아산시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서산, 예산, 홍성 등
지에서 중학교를 업한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 동
안 명문으로 명성을 유지해 온 북일고등학교에 비하여 충남삼성고등학교
의 경우 ‘삼성 기업도시’ 천안 아산시에서 ‘삼성’이라는 명칭과 삼성그룹
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급격하게 성장한 학교이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아직 북일고등학교
에 미치지 하고 있다. 북일고등학교의 경우 1976년 개교한 이래 동문
들이 천안 아산시 지역에 많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서 설명한 대로
북일고 출신이 지역 정치계는 물론이고,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계에도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또한 기수별, 거주 지역별로 다양한 동문회 활동
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트 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인적 트 크를 통하여 다시 북일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후원,
한화그룹과 협력을 통한 장학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흥

누

졸

랫

못

앞

네 워

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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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사회 트 크 이외에도 아직도 천안 아산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충남삼성고등학교 보다 한화북일고등학교가 더 인기 있는
학교이다. 실제 대학 입시에서 북일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과가 입증되었
고, 서울의 유명 대학 내에서도 북일고등학교 동문회가 활성화 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일고등학교의 경우 야구 이 해당 지역의 대표적
인 고교 스포츠클 으로 청소년들의 인기가 높기 때문69)이기도 하다. 또
한 최근 천안 아산시 지역에 고소 자가 늘면서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서
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도 많아졌는데, 한화북일고등학교의 경우 국제반
이라는 유학프로그 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이러
한 국제반 프로그 은 한화그룹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최근에 많은 학생들을 해외 명문대학에 합격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70)는 점에서 지역 사회 학령층 자녀를
부모들에게 인기가 크
다.

팀

럽

득

램
램

둔

“지역 학부모들 중에 삼성 임직원이 아니면 대부분 충남삼성고등학교
보다 한화북일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북일고가 지역 명문으로 그
동안 계속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온 점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서울대
연고대도 한화북일고등학교가 더 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학 안가는 아이들도 지역에서 북일고 나오면 어떻게
고는 산다고
기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중략) 최근에는 천안에도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삼성임직원인 경우에도 자녀
를 북일고 국제반에 진학시키는 경우를 습니다. (중략) 그리고 엄마들
리 만나면 하는 긴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더 큰 기업인건 분명

든먹

얘
끼

런

얘

봤

뭐

69)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천안시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천안시 신방동 거주,
양 모두 천안출신)은 “저희 반에서 구들이 대부분 충남삼성고보다는 한화북
일고등학교를 더 가고 어 해요. 물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교복도 더 있고,
남녀 공학이지만 북일고등학교는 야구부도 있고 선배들도 천안에 많거 요.”
70) 조선일보(2013), “한화 운영 북일고, 미 아이비리그 합격자 25명 배출”, 2013
년 5월 21일자.

친

싶

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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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한데, 적어도 천안 아산 고등학교에서는 한화그룹 재단이랑 북일이 학생
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많다고 인정합니다. 입시 관련 신경도 많이
주고요.”
(교육3-천안
구 녹색어머니회 간부
인터뷰)

써

△△

○○○

친
싶

“저희 반에서 구들이 대부분 충남삼성고 보다는 한화북일고등학교
를 더 많이 가고 어해요. 입시가 어려 서 그 지 장점이 많거 요.(중
략) 하긴, 충남삼성고등학교가 교복도 있고, 남녀공학이긴 한데...... 북
일고등학교는 야구부도 있고 선배들이 천안에 많아서 많이 겨준다고
소문 어요.”
(지역주민
(15․남),양 천안출신, 천안 신방동 거주, 중학생)

났

워
멋

○○○

렇

든

챙

친

이와 더불어 한화북일고등학교의 경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직접
다양한 경진대회를 개최(한화 사이언스
지, 날개 나 리더십 퍼
스 등)하기도 하고 장학금을
하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의 한화그룹
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지역 교육 분야에서 여러 학교 설립과 지원으로
삼성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화
그룹은 지역 교육계에서 오랜 역사와 많은 업생의 배출로 여전히 지역
교육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삼성그룹 중심의 기업도시가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업과 관련한 교육 연고와 학맥의 영향력에서 한화그룹
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삼성이 어서지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학맥을 통한 연고의 형성이 천안 아산시 지역에 여전히
한화그룹의 도시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향후에 삼성
그룹 중심의 기업 도시가 정착 토착화되고 충남삼성고등학교의 동문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이러한 기업과 관련된 학맥과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가

런

쾌척

챌린

졸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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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눔

컨

질

도시정체성의 변화로까지 이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역 영향력이 강화되고 지속되는
지역토착화가 장기화 될 경우 양 학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 간의 정
체성 대립이 예상되기도 한다.

제 4 절 도시 산업 경관
경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도시정체성의 변화 확립을 살펴보는 경우, 자
연경관, 건 물경관, 가로경관, 전체 조망경관을 살펴보고 도시의 중심가
로를 설정하고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계기석
외, 2001). 도시경관이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경
관은 자연물이나 인공물 등의 보이는 경치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정
치, 사회, 경제적 활동과 문화적 치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 아산시의 경관 변화를 중심으로 한화의
연고 도시의 정체성이 어떻게 약화되고, 삼성의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
이 어떻게 강화 및 확립되는지 살펴본다.

축

란

풍

1. 도시경관

1) 천안시 신부동 일대

틀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를 통 어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은

천안시 신부동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일대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야우리

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입지해 있었다.
이 지역은 실제로 ‘천안의 강남역 사거리’ 이라고 불

릴 정도로 번화한 지

역이며, 천안, 아산은 물론 충청남도 중소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거쳐 가
는 시외버스 환승 정류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일대는 한동안 천
안의 ‘한화그룹 연고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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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흥타령 축제를 하거나 여러 선거 유세 등을 할 때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는 장소는 신부동이에요. 신부동 일대에 천안고속버스터미

널과 백화점이 위치해서 유동인구도 많은데다, 아라리오갤러리에서 설치

술 작품도 많아서 지역의 상징과 같은 거리입니다.”
(사회1-중도일보 ○○○ 인터뷰)

한 대형 유명 미

올라와서 사람들이 천안에 가면 어디를 먼저 가면 되냐고 물
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저 없이 천안시 신부동을 얘기해요. 신부동
“서울에

에는 유명한 ‘천안호두과자’의 원조인 할머니 호두과자집도 있고, 충남
여러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다 보니까 어느 광역시의 중

못지않기 때문이죠. 서울 광화문 네거리처럼 교보문고도 들어서
있고, 어쨌든 천안시의 대표거리는 신부동이라는 것은 천안사람 뿐만 아
심거리

니라 충남 많은 지역 사람들이 알거에요. 예전에는 신부동에 한화갤러리
아 백화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화그룹과 천안시의 관계에 대
해 이야기 해 주기도

했어요.”

(사회3-천안향우회 간부

○○○ 인터뷰)

1989년 천안시 갤러리아 백화점(그림14)이 입주한 이후부터 2010년 현

축 이전하기 직전까지 ‘한화의 거리’로 불리기

재의 천안시 불당동으로 신

도 하였다. 이러한 백화점이 형성한 상징적인 경관 이외에도, 전국 각지
에서 도착한 고속버스와 충남의 각 지역에서 환승을 위해 모이는 시외버
스의 승객들은 이곳에 내리면 천안시와 마주하기 이전에 ‘한화그룹’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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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되었다. 이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과 한화갤러이아 백화점
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던 구조적 특성(그림15)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
다.
이러한 신부동 지역이 삼성그룹의 기업도시가 형성되고 공고화 되어

겪게 된다. 해당지역 갤러리아 백화점의 건물

가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주이자 천안시 야우리백화점의 운영주체였던 ㈜아라리오와 한화갤러리아

백화점의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이 지역에 ‘신세계백화점 천안점’이 들
어서게 된 것이다. 당초에 해당 지역의 임대 계약은 원만하게 합의 만료

럽

되었고, 갤러리아 백화점도 이사를 결정하면서 자연스 게 신세계백화점
천안점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양 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만료 수개월 전부터 ㈜아라리오가 신세계측에 ‘경영

했

제휴’를 제안 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갤러
리아 백화점과 ㈜아라리오측의 보도 자료를 보면 영업 연장과 갤러리아

백화점의 이사비용, 549억여원에 이르는 보증금 반환 절차 등에서 양 사

묘

의 미 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갤러리아 백화점의 퇴점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은 반반이었습니
다. 천안아산역이 개통되면서 아산지역과 가까운 현재의 갤러리아 백화
점 자리가 더

낫기 때문에 갤러리아 백화점도 ㈜아라리오와 신부동 지역

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요. 또, 신부동은 천
안의 상징과 같은 곳이고,

젊은

대학생 유동인구와 터미널에서 내리는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인데, 이 곳에서 퇴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런

는 것이 아니냐...... 그

의견이 있었어요.

겉으로

떤 내부적인 조정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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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

원만해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신부동

에서 갤러리아가 삼성 일가인 신세계에

쫓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사회2-천안신문 ○○○ 인터뷰)

그리고 실제로 천안시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하기 수 년 전 부터 지역
경제계에서는 천안시 지역에 삼성그룹이 진출하여 삼성의

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었는데, 삼성그룹의 일가인 신세계그룹71)의 신세계 백
화점도 들어와서 시 주민들의

쇼핑 선택과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천안 아산지역에 삼성그룹이 진출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소비욕심(욕구) 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특히 한화

낡은데다가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 도착하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워낙 크고 인상적이었던
지,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하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이 많이 생겨났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천안 아산도 이제 ‘삼성도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
는데 왜 대형 백화점은 지역 백화점인 야우리 이외에 한화밖에 없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많았죠.72)(중략) 롯데나 현대가 좋겠다는 사람들
갤러리아 백화점이 다소

71)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5녀
로 이병철 창업주의 3남인 이건희 현 삼성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세계 그룹과 삼성그룹은 별개의 회사이지만, 많은 사람들인 이들을 하나의 일
가 혹은 가 회사로 인식하고 있다.
72) 실제로 현대백화점도 천안 아산시 지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 진출을
위해 천안아산역 인근에 입점을 계획하고 지역사회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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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안아산에 삼성이 크게 있고하니까 삼성
식구인 신세계 백화점이 딱 이라고 하기도 했지요. 땅주인인 야우리 회
장도 그래서 신세계랑 손잡았다는 소문도 있었고.
(정치3-지역정치인 ○○○, 오랜 시간 지역 정치 활동, 전 A정당 지구당)
도

이러한 내부적인 여론과 지역 경제계의 논의, 천안의 노른자위

땅과

건물을 가지고 지역의 대표적 유지로 거론되는 ㈜아라리오의 결정으로

픈

인하여 천안시 신부동에 2010년 12월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이 오 한다

(그림16). 또한, 기존의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천안시외버스터미널이 기존
의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과 같은 구조로 신세계 백화점과 연결되면서

닌 신세계와

2010년 이후부터는 천안에 오는 수많은 시민들은 한화가 아
조우(그림17)하게 된다.

이후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KTX 천안아산역 주변인 불당동에 새

롭게 문을 열지만, 이 지역이 천안시 신부동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차지
하는 상징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다. 이러한
천안시 신부동에서의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의 퇴점과 신세계 충청점의

입점은 천안시 지역에 있어 삼성 기업도시로의 정체성 강화로까지 연결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한화그룹의 연고도시라는 천안
시의 도시정체성을 약화 시키고,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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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06년 당시 천안 신부동 일대

출처: 중앙일보

그림 15 2006년 당시의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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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5년 현재 천안 신부동 일대

w

출처: https://namu.moe/ /천안종합터미널

그림 17 2015년 현재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출처: 천안터미널(http://

www.cheonantermi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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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안 톨게이트 및 삼성대로

지방 도시의 경우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과 함께 고속도로 톨게이

트는 지역사회 외부로부터 지역사회 내부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통과 하거나 처음 도
착하여 마주한 경관 혹은 모습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큰 영

칠 것이다. 천안시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톨게이트가 총 세 군

향을 미

데(천안IC 톨게이트, 북천안IC 톨게이트, 목천IC 톨게이트)있는데, 이 중
에 천안 신부동으로 바로 진입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톨게이트가 지
역의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톨게이트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천안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바로

좌측으로

학교법인 천안북일학

눈에 들어왔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이 지
역에 천안톨게이트와 국도1호선을 잇는 천안대교와 천안터널이 개통되면
원이 설립한 북일고등학교가

서 이러한 경관이 변화(그림18)하게 된다. 이러한 천안 톨게이트를 통과
하여 ‘삼성대로’의 시작인 천안대교와 천안터널을 지나면 ㈜삼성디스플레
이 천안 사업장이 있는 천안시 제4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삼성대로로

곧바

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천안대교와 천안터널이 연결되는 삼성대로가
개통되기 이전까지는 천안IC를 나와 두정동 성정동을 거쳐 천안산업단

～

지나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시티로 진입하는데 40 50분이 소요
되었다. 그러나 천안대교와 천안터널, 삼성대로(그림19)가 개통되면서 운

축
러한 톨게이트와 삼성대로의 직접 연결은 교통의 흐름뿐만 아니라 천안

행 시간이 30분 이상 줄어들었고, 거리는 5㎞이상 단 되었다. 그리고 이
아산 신도시와의 연결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아산만권 신도시 발전 등 주
변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4지방산업단
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5년간 3645억원(국비

3065억, 도비 13억, 시비 567억)으로 이 사업은 한동안 천안시정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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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대로인 북부대로 건설공사는 천안시장이 직접 그 진행 상
황을 수시로 점 할 정도로 시의 주요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에 적 은 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당시의 천안시 세출예산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도로 건설사업에 투입하기에는 대단히 큰 비용이었습니다.
이 삼성대로 건설은 사실 삼성그룹을 유치하면서 S C확충을 약속한 것
때문에 건설된 것이기도 하였지만, 이 도로를 통해 아산으로 진입하고
아산만권에 위치한 다양한 산업단지로 가는 시간이 크게 단 되는 효과
가 있었 .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과 충남의 다른 도시에도 큰 역할을 하
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2-전직 천안시청 공무원
인터뷰)

잖

검

O

축

죠

○○○

그림 18 2015년 현재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주변

출처: 중앙일보7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금은 ‘삼성대로’로 명명되어 있는 이 천
안시 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의 명칭이 건설 과정에서는 ‘북부대로’
였다는 점이다. 이 도로 건설 사업의 정식 명칭은 ‘제4지방산업단지진입
도로(북부대로) 개설공사’74)였다. 그러나 이 북부대로 공이 가까운 시

완

73) 그림 17의 각 표시 부분 - A: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B: 한화북일고등학교,
C: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 방면(천안시 중심거리), D: 천안대교(삼성대로 시점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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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천안시의 기업지원 부서가 삼성 지원을 이유로 도로명 변경을 요청
하였다. 이후 해당 도로의 개통을
2009년 9월 도로명 변경 관련 심
의기구인 ‘천안시 새주소위원회(현 천안시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를 거
쳐 ‘삼성대로’로 변경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새주소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공무원, 시의원, 대학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부
대로를 삼성대로로 변경하는 사안은 ‘삼성의 사기앙양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의 편익 증진’ 이 주요 이유75)였다. 또한 시의 공무원 등 새주소
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점에 동의한 이유는 ‘삼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 을 주는 것은 물론 시의 세수 확보와 이미지 향상에
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이 있어 도로명을 부여’ 한다는 것이었다.

앞둔

움

그림 19 천안시 삼성대로 및 삼성 계열사 사업장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76)

74) 천안시 공고 제2005-1011호 「보상계획공고」.
75) 천안시 새주소위원회 회의록.
76) 그림 18의 각 표시 부분 - A: 아산시 탕정삼성디스플레이시티, B: 천안시
삼성SDI 디스플레이 사업장, C: 건설 중인 천안 신 도시 (맞 은 편 에 천안 시청 등
행정타 운 입 지 ), D: 천안시 삼성대로, E: 천안대교, 천안터널(삼성대로 시점), :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 일대(천안시 중심거리), :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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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눈

천안 톨게이트를 지나면 바로 한화그룹의 북일고등학교가 에 들어
오던 2010년 이전에는 천안시에 자동차를 통해 진입하면, 북일고등학교
를 지나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 신부동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
다. 이 시기에 외부에서 지역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혹은 지역 사회에 거
주하는 사람들이 천안에 진입하자마자 한화와 조우하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천안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 과거에는 천안 톨게이트
지나면 주변이
평지에 북일고 건물이
은 색에 에 게 자
리 잡고 있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저건 무 건물이냐고
습니
다. 그때마다 한화가 세운 지역 명문이자 모교라고 설명을 해 지요. 그
러면 사람들이 한화가
여기에 고등학교를 세 냐고 물었고 한화와 천
안시 지역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
어요. (중략) 처음에 그걸 의도
하고 톨게이트 에 학교를 지었는지는 모르 어요.”
( 교육 1-전 직 천안 북 일고등학교 동창회 간부
인터 뷰)

쭉

워낙 짙 밤
슨

왜

곤했

앞

웠

겠

눈 띄
묻곤 했
줬

○○○

완

그러나 2010년 천안대교와 천안터널이 공되고, 이러한 대교와 터널
이 바로 ‘삼성대로’로 연결되면서 천안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한화’와
바로 마주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상당수의 차량들이 ‘삼성’대로로 바로 진입하여 삼
성대로의 (천안시 번영로77)와 삼성대로의 교차점)에서 거대한 삼성의
로고가 새겨진 삼성산업단지(그림20)와 마주하게 되었다. 혹은 기존의
천안시 구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신부동으로 진입하면서 삼성의 일가인
신세계 그룹의 신세계 백화점을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천안시의 대표적
도로를 따라 이어진 경관의 변화는 천안의 ‘한화그룹 연고 도시’ 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삼성그룹 기업도시’ 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천안의 지역 엘리트

곧

곧

끝

앞

77) 천안시 번영로를 따라 자동차로 3분 정도 가면 천안시의 신 행정타운과 천
안 아산 신도시가 나오고, 그 주변에는 ‘천안의 강남’이라는 불당동 지역이 나온
다. 번영로는 천안시의 급속한 발전을 상징하는 장소들을 는다는 점에서 ‘번
영로’로 명명된 도로이다. 그리고 이러한 번영로와 삼성대로의 교차점에 천안시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이 위치해 있다(그림19).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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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인 공무원, 교수 등이 장서서 천안시 새주소위원회의 개회를 통해 ‘북
부대로’를 ‘삼성대로’로 변경 다는 사실은 이러한 도시정체성 변화를 도
시의 엘리트 및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재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즘

했

“요 은 타지 사람들하고 톨게이트 지날 때 거대한 다리 구조물을 보
고 천안이 매우 발전 다는 인상을 받는(중략) 그러면 이 지 않아도
저 도로가 삼성대로이며, 저 대로를 따라가면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로
바로 어진다고(도착한다고) 설명까지 해 니다. 그러면서 천안 아산
시가 삼성 에 이 게 발전 (중략) 과거에는 천안 시청으로 가기위해서
신부동의 갤러리아 백화점을 지나서 천안역 쪽으로 시청 는데, 불당동
이전하면서 그 쪽 대신에 (삼성대로를 지나) 번영로로 천안시청으로
니다. (중략) 외지 사람들과 함께 갈 때 사람들이 삼성대로 크기(넓이,
왕복10차선) 를 보고 라고, 그 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
을 보고 라는걸 보면서, 천안이 ‘삼성의 도시’라는 걸 느 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히 삼성과 관계없는 제가 (삼성이) 자랑스러
때도 있어요.”
(사회3-천안향우회 간부
인터뷰)

떨

했

덕

놀

워질

굳 묻

줍

렇

갔

놀

끝

괜

갑

끼

○○○

그림 20 천안시 삼성대로와 번영로의 교차점(삼성디스플레이 로고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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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산시 탕정삼성트라팰리스
곡

워

서울시 강남구 도 동에 위치한 ‘타 팰리스’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나

라에서 확실한 부의 상징78)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또한, 일반적
으로 ‘팰리스’라는 아파트의 브랜드만 들어도 이 아파트 단지가 삼성과

쉽게 짐작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을 전후하여 아파트 네이밍(naming) 혹은 이름 짓기 바람
이 불면서79) 아파트의 명칭과 기업의 상호가 쉽게 연결되는 현상으로
관련 있거나, 부유층의 거주단지라는 것이

발전한다.
삼성관련자이면서(혹은 이거나) 부유층이 살 것 같은 인식이 널리 알려
져 있는 ‘팰리스’ 아파트 단지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포도 산지였던 아산

㎡

시 탕정면에도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일대에 대지면적만 191,924 ,

축

㎡

건 면적 25,199 로 주상복합의 형태로 지어진 ‘탕정삼성트라팰리스’ 단지
이다. 이 주상복합 단지는 20개동 3,953세대로 상당한 대단지이며, 지상 39

층으로 지어져 주변의 경관을 압도(그림21)한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천안
아산시 지역에 가장 대규모로 진출한 ㈜삼성디스플레이가 직원들의 수준

높은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직주근접의 형태로 삼성디스플레이 시티 공
장단지에 가까운 위치에 건설한 사택단지이다. ‘탕정삼성트라팰리스’ 단지
에는 29평형부터 시작하여 66평형의 대형 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존재하
는데,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상당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삼성그룹직
원들)의 거주를 위해 지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포도밭이었던 탕정 지역에 들어선 39층

리 주상복합 20개 동에 이르는 탕정삼성트라팰리스 단지는 아산의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아산시 발전의 상징이자 삼성그룹의 아산시 진출의 상
징적 경관’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평야가 펼쳐진 아
산 탕정지역에

눈에 띄게 높은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 트라 ‘팰리스’를 보
숲
숲

78) 전상인(2009), 「아파트에 미치다」, 서울: 이 , p.61.
79) 전상인(2009), 「아파트에 미치다」, 서울: 이 ,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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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그림22)

놀라움과

움

끼

경이로 을 느 면서 아산시가 삼성그룹의 기업

도시임을 인식하게 된다.

“삼성그룹이 처음 아산시에 진출할 때에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
와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또, 지금의 삼성디스플레이 시티와 트라팰

렇

리스를 지을 당시만 해도 저 게 대규모의, 그리고 대단지의 아파트 단

짓는 것이 이 농지나 환경을 파괴한다고 많이 반대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우려나 여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
이 있어서 아산시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행정3-현직 아산시청 공무원 ○○○ 인터뷰)
지를

섰
갑자기 논 옆에 저
런 높은 아파트가 생기니까 괜히 위화감 조장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요. 트라팰리스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역 주민들 자신들하고 딴 세상 사
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앞에 지중해 마을이 생
기면서 지역 상권이 많아 활성화 되고 지역에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
“처음에 트라팰리스가 들어 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지면서, 트라팰리스와 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아산의 발전의 상징이라고

봤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서울 아이
들에게 우리 동네에도 ‘팰리스’ 있다는 얘길 한다는 농담도 있어요.”
(정치2-현직 아산시의회 ○○○ 인터뷰)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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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탕정삼성트라팰리스 단지 내부

www.jennyhouse.info/

출처: http://

그림 22 아산 탕정지역 평야 사이의 탕정삼성트라팰리스 단지

출처: http://1000d.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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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팰리스가 아산에 들어선 이후에 천안 아산시 지역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가 있다.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업종 혹은 주택, 오 스 등의
상호 또는 명칭에 ‘팰리스’, ‘삼성’ 이라는 단어들이 에 게 증가하였
다는 점이다. 작은 규모의 원 부터, 중간 규모의 오 스 까지 ‘팰리스’
라는 명칭을 기 시작 고, 약국이나 병원 혹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명칭에 ‘팰리스’, ‘삼성’ 등의 상호가 지역의 거리마다 높은 빈도로 발견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들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현상은 ‘기
업의 토착화’80)가 진행되고 있는 천안 아산시 지역에 기업과 도시의 상
생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삼성의 사택단지로 건설된 탕정삼성트라팰리스 단지가 만들어
내는 경관과 이러한 단지의 명칭, 이를 모방한 다양한 형태의 상호 간판
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경관은 ‘삼성’이라는 기업을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각인시킨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삼성’과 지역을 동일화 하는 과정, 다
른 도시에 비해 삼성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아산 지역을 차별화 개별화
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산시 지역의 ‘삼성 기업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쓰

했

눈 띄
피 텔

룸

피 텔

린 시절 아산은 농촌 혹은 관광지의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었어요. ‘우

“어

리지역 소개하기’ 같은걸 학교에서 할 때면 아산에 있는 현충사나 온양

런 것 들을 조사해서 발표하곤 했지요. 그러나 최근 삼성공장과
트라팰리스 건설을 보면 상전벽해 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마치 ’삼성
시‘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도 삼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지역주민 ○○○(57․남), 아산시 태생으로 현재까지 아산시 거주, 농업)
온천 이

"

"

80) 장세훈(2012), 공업도시 개발과 사회공간적 변동 , 연세대 사회학과 BK21
사업단, 서울대 SSK사업 국가와 지역 연구 공동주최 학 심포지 , p.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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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술

움

2. 산업경관

1)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시티

흩

삼성그룹 계열 4개 회사는 천안 아산시 지역에 어져서 분포되어 있
다. 그러나 아산시 지역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대규모(아산시 탕정면
명 리 일대, 입주 규모: 1,374,880 , 임직원수 27,000여명81))로 자리 잡
고 ‘삼성디스플레이시티’를 형성(그림23)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내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라는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암

㎡

그림 23 삼성디스플레이시티 홍보사진

출처: 삼성그룹 홍보

블로그, “삼성이야기”

81) 아산시 기업경제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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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시티 내에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대
규모 단지(그림24)가 건설되어 있다. 농업과 관광으로 유명하던 아산시
에 ‘산업시대’를 연 것은 ㈜현대자동차가 먼저이다. 현재 탕정에서 20㎞
정도 어진 아산시 인주면 일대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본격적인 ‘산업경관’을 형성하고 ‘산업도시’를 만 것
은 삼성이 이곳에 디스플레이 전용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부터이다.
이 지역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대규모의 ‘산업경관’을 형성하고 지
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삼성에 대한 인
식이 크게 변화 다. 이 지역의 삼성의 대규모 산업단지인 삼성디스플레
이시티에 대해 처음에는 ‘아산시 환경오염의 주범’, ‘한적하고 평화 던
마을을 해치는 거대한 물’, ‘ 새도록 소리와 으로 공해의 주범’이라
는 평가가 있기도 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삼성디스플레이시티를
아산시의 지역경제에 큰 ‘공신’으로 평가하거나 어두운 에 불을
공장을 ‘등대’에 비유하기도 하며, 이러한 공장단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적한 아산시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떨

든

했

했

괴

밤

롭

빛

밤

밝힌

쾌

런

“저는 공주출신으로 아산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
데 제가 일을 시작할 20여년 전에는 공주나 아산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
니다. 길은 았고, 논이 펼쳐진 곳이었고, 양 도시 모두 관광이 주요 산
업이었 . 아산은 온천, 공주는 백제 유적으로...... 그 데 지금은 삼성그
룹이 아산시에 들어오면서 아산과 공주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그냥 지나
가다 도 아산시의 공장과 공주의 논은 크게 비교 되요. 삼성이 들어와
서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새로운 경치(경관) 를 만들어
거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아산시청도 삼성에 많은 지원을 습니다. 지금은 삼성 때문에
시 재정이 그나마 지자체 중에서
한 편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요. 아산은 삼성에서 거 지방세로 다른 비 한 규모의 지자체에서
게 하기
사업들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청
공무원들도 아산 소개할 때 ‘첨단 산업도시’라고 소개합니다. 그
들

죠

좁

런

봐

쉽

힘든

둔

넉넉

낸

했

슷

손

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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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삼성하고 현대차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 않는 분위기
에요.”
(행정3-현직 아산시청 공무원
인터뷰)

○○○

닌

녔

밤늦

귀
빛

“저는 고등학교를 아산이 아 천안으로 다 는데,
은 시간에
가할 때면 버스 창문 으로 까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보였어요. 불
한 점 없는 길을 지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삼성디스플레이시티쪽에
서 새도록 불 이 반 반 하고, 공장 소리 나는 것 보면 정 아산이
많이 변 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이 정 예전에 비하면 잘살게
된 건 할 것도 없고요.”
(지역주민
(37․남) , 아산 태생, 아산거주, 러리 )

밖

밤

했
말

빛

짝 짝

말

○○○

말

샐 맨

그림 24 아산시의 대표적 산업 경관(탕정삼성디스플레이시티)

출처: 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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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

이러한 삼성에 대한 정적인 평가는 아산시 주민들의 아산시에 대한
도시정체성을 변화시 다. 이전에는 아산시를 온천 등이 있는 ‘관광의 도
시’ 혹은 탕정을 중심으로 포도 농사를 거나 주변 평야에서 을 생산
하는 ‘농업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강 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농가인구의 비율에서도 알 수 있다. 1999년 아산시 농가인구비율(농
가인구/전체인구)은 21%였지만, 2009년 11%로 크게
아졌다. 그러나
삼성이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산업 경관’이 생하였고, 아산시
는 ‘첨단 산업도시’82)로 도시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그룹의 지역 진출로 인해 형성된 삼성디스플레이 단지의
산업경관이 아산시 지역 주민의 삼성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정적 인식
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 및 정
적 인식의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삼성’에 대한 동일화 및 해당 지역의 ‘삼
성 기업도시’로서의 개별화를 촉진하여 아산시의 도시정체성을 ‘삼성의
기업도시’로 확립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켰

짓
했

쌀

낮
탄

긍

긍

2) 천안시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천안시의 경우 삼성이 이 지역에 진출하기 전에는 서울로 가는 사람
들이 어가는 ‘정보의 공유지’ 혹은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물류와 유통
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리도 도농 복합시인 만큼 1999년 기준
농가 인구가 42,455명(시 전체의 11%)이나 존재하였다. 또한 2004년 경
부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면서 이러한 ‘교통의 중심
지’ 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어 다.
그러나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천안에 대한 도시정
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지역에 삼성 그룹 계열사인 ㈜삼
성 SDI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입주하면서 삼성그룹 종사자들의 외부로
부터의 유입이 늘어 다. 또한 이 기업들의 지역 내 채용이 늘어나면서

쉬

갔

났

82) 동아일보(2013), “포도밭이 첨단단지 되자 인재
도시 바 ”, 2013년 1월 23일자.

탈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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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

기업-지역 상생 활력

2014년 현재 지역 내 삼성그룹 임직원 수는 ㈜삼성SDI 6,632명, ㈜삼성
디스플레이 3,473명, ㈜삼성전자 800명으로 약 11,000여 명에 이른다. 특
히, 삼성 그룹 계열사들의 입주를 시작으로 천안시가 기존의 다양한 교
통수단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 지식기반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많은 기업이 천안시로
이전하게 된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천안시 지역에만 28개의 대형 기업
체가 입주하여 있고, 이는 충청남도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그림25)이다.

숫

그림 25 충청남도 내 지역별 기업체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한눈에 보는 충남」

말

“천안시는 ‘천안 삼거리’라는 에서 나온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은 예
전 이고,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첨단 산업클러스터의 한 인 도시
라는 것이 지금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SDI ,
삼성전자 이외에도 협력업체, 기타 다양한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천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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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렇

시 내 산업단지를 보면, 이러한 생각에 동의할 거에요. 천안처럼 이 게
공장이 많이 보이고 큰 기업들이 입주 해 있는 도시들이 지방에 하지
않습니다.”
(경제1-삼성디스플레이
인터뷰)

흔

○○○

“예전에는 서울에서 천안시 하면 ‘천안삼거리’ 혹은 ‘교통요충지’, ‘독
립기념관’ 등을 이야기하면서 지역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삼성이 입주한 도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
시’, ‘KTX 로 금세 갈 수 있는 도시’ 등으로 지역을 홍보합니다. 특히 삼
성 기를 제일 많이 해요.”
( 사회 3 -재경 천 안향 우 회간 부
인 터 뷰)

얘

○○○

그림 26 천안시의 대표적 산업경관(삼성디스플레이 SDI 사업장)

출처: 삼성SDI 제공.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기업들의 입주는 천안시 지역에 대규모 산업경
관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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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삼성SDI가 형성한 산업경관은 천안시의 새로운 중심도로인 삼성
대로와 번영로의 결절점에 위치(그림26)하고 있다. 서
삼성대로
건설의 효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성대로는 천안시 지역의 각종 산
업단지나 천안시청 일대로 통하는 기능 이외에 서해안권에 위치한 산업
단지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어주는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요 통
행 지점에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형성한 산업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의 지역 주민의 정체성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 다. 즉, 삼성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대규모 기
업체들과 함께 형성한 ‘산업 경관’이 천안지역의 도시정체성을 ‘삼성 중
심의 첨단 산업도시’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기존의 ‘교통의 요충지’
등 천안에 대한 다른 도시정체성보다 ‘기업도시’ 로서의 도시정체성이 더
욱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삼성이 지역경제에 주된 역
할을 하고, 시 차원에서도 삼성을 천안의 대표기업으로 내세우면서, ‘삼
성의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에 많은 지역 주민과 외부 사람들이 더욱
공감하게 된다.

앞 밝힌

친

제 5 절 소결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른 도시정체성의 변화 형성을 산업 고용의 측면,
지역엘리트 구성의 측면, 경관의 측면, 도시이미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
다. 각 분야의 전체적인 추세는 한화그룹이 지역의 주요 기업이라는 한
화그룹 중심의 도시정체성이 약화되고 삼성그룹 중심의 도시정체성이 새
게 형성되거나 형성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서 기업과 관련한 도시정체성의 변화 형성은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롭

먼저, 산업 고용의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기업과 관련된 도시정체성이
삼성화 되고 있다. 지역에 삼성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이 새 게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삼성그룹과 관련한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다가 삼성그룹 계열사나 협

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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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에 취업한 사람들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도시정체성의 삼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는 삼성과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선망과 부러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도시 경관측면에서 천안 아산시 지역의 도시정체성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시 지역이 성장하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나면서 해당 지역에 주요 지역에 있던 한화그룹을 상징하던 도시 경관은
빠르게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천안 아산의 도시정체성의 ‘삼성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관으로 천안시 신부동, 천안시 삼성대로, 아산시 탕
정삼성트라팰리스 단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도시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
한 소비 욕구로 인하여 기존에 지역 연고에 의존하여 영업해 오던 한화
그룹의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역사회 내에서 삼성그룹의 일가인 신세계
백화점과 경쟁에 직면해야 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에 삼성과 관련된 산업 경관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삼성디스플레이시티의 대규모의 산업단지,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의 산업단지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산업경관이 생하면서 ‘교통의 요충
지’, ‘관광도시’, ‘농업도시’로 알려진 천안 아산시 지역의 도시정체성은
‘첨단산업의 도시’ 혹은 ‘디스플레이시티’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
한 첨단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도시의 중심에 삼성이 위치하면서, 자연
스 게 두 지역의 도시정체성의 ‘삼성화’가 진행되게 된다.

움

했

탄

럽

그러나 이러한 경관의 측면, 산업 고용의 측면에서 천안 아산시 지역
의 도시정체성이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 빠르게 변화한 것과는 달리 지
역엘리트 구성의 측면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지역엘리트 구성은 여전히 천안 아산시 지역이 한화그룹의 연고 도
시로서 도시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정
치명문이었던 한화그룹 일가의 지역정치에서의 영향력이 약화 되었지만,
한화가 키운 ‘한화 키 (Kids)’들인 북일고 출신들은 지역정치에서 더욱
그 비중이 지며 부상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지역 정치계의 엘리트 구
성에 있어 한화그룹 중심의 도시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침

커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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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해 줄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지역 주요 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한화북
일고등학교 출신들의 연고주의도 여전히 천안 아산시 지역이 한화그룹과
관련한 도시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 고용의 측면과 경관의 측면에서는 삼성그룹
의 기업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이 새 게 형성된 반면에 지역엘리트의 구
성 측면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한화그룹의 연고도시로서의 도시
청체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물리적 경제적 측면
에서는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문화적 정서적 측면에서는
한화그룹의 연고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천
안 아산시 지역에 기업도시가 형성되면서 ‘한화그룹 연고도시’의 과거의
도시정체성과 ‘삼성그룹 기업도시’의 현재의 도시정체성 사이에 긴장8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체성 사이의 긴장의 내면에는 삼성그룹 중심의 도
시정체성을 형성하는 집단과 한화그룹 중심의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집
단 간에 내부적 경쟁과 갈등84)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이어지
는 장을 통하여 이러한 도시정체성 형성에서의 긴장이 나타나고 있는 원
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롭

겠

겠

겠

83) 정근식(2004), “지역 정체성, 신분투쟁 그리고 전쟁기억-장성에서의 전쟁경
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권 제1호, p.342.
84) 정근식(1996), “지역 정체성과 상징정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
집」1996년 6월호, p. 24.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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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시정체성 긴장
제 1 절 도시정체성 긴장 현황

제4장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기업도시가
형성 에 따라 도시정체성에 변화가 나타 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고용
의 측면, 도시 산업 경관의 측면, 지역엘리트 구성의 측면에서 나타 다.
산업 고용의 측면과 도시 산업 경관의 측면에서는 천안 아산의 도시정체
성이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지역엘리트의
구성 측면에서는 도시정체성이 여전히 과거에 존재하던 ‘한화그룹의 연
고도시’로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를 한화그
룹의 연고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과거
의 도시정체성과 현재의 도시정체성) 사이의 긴장으로 표현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긴장의 내면에는 삼성그룹 중심의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집
단과 한화그룹 중심의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집단 간에 도시 내에서의
경쟁과 갈등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장을 통하여 이러한 한화그룹의 연고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삼성그
룹의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의 긴장이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
다. 산업 고용의 측면과 도시 산업 경관의 측면과 같은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빠르게 형성되어 온 반
면, 지역사회 엘리트 구성의 측면과 같은 문화적 정서적 측면에서는 한
화그룹의 연고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여전히 존하고 있는 ‘정체성 긴장’
상태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긴장 현상을 삼성 기업도시 정체성 가
속요인과 한화 연고도시 정체성 지속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은 어떠한 자산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자신
들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본다. 기업이 이
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며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지역에 토착화 하는 것은 도시정체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한 기업의 이익증진에도 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됨

났

났

잔

누

긍

- 106 -

제 2 절 도시정체성 긴장 원인
1. ‘삼성 기업도시’로서 정체성 가속 요인
(1) 도시발전 거버넌스85)의 변화
천안 아산시에서의 한화와 삼성은 각각 해당 지역에 많은 부분 투자
를 하며, 이 지역을 발전을 이 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화와 삼성
그룹이 이 지역의 지역발전을 이 었던 시기는 각각 다르다. 한화가 이
지역의 지역발전을 이 던 시기는 지역발전의 행위자들 간 조정 양식에
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등 관(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 던 시기
이다. 그러나 삼성이 이 지역의 지역발전을 이 고 있는 현재는 지역발
전의 행위자들 간 조정 양식에서 관( )의 영역보다는 단일 기업 혹은
민간 부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기이다.
특정 지역의 지역발전 주도세력의 재구조화에서 행위자들 간의 조정 양
식(거버넌스)은 특정 지역의 주도세력의 재구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결정
요인86)이라는 점에서 이는 정체성 긴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화그룹이 이 지역 발전의 주요 행위자 이었던 ‘한화그룹 연고도시’
시기는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경제 발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시작한
다. 이 시점부터 해당 지역에 입지한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제3장 제1
절 참고)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활발한 영향력을 미치고, 1980년대 후
반에는 백화점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비의 중심에 서게 된다. 당시에도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많았지만,
지역 경제 정책이나 기업의 지역 입지 등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관( )의 입김이 많이 작용 하였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기업이 입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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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여기서 거버넌스 특정 대상 및 사건을 둘러싼 정치 행정적 조정 양식을
지칭하는 것이다.(정병순 외(2001), “대안적 지역발전의 기제로서 결사체 통치체
제: 내생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공간과 사회」 제15호.)
86) 조형제(2009), 「산업과 도시」, 서울: 후마니타스, p.296.

- 107 -

이후, 이 기업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크더라도 해당 지
역의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계의 직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직였다.

움

움

훨씬
랬

“한화가 이 지역에 입지한 초기에 천안이 지금보다 규모도
작았
지요. 그리고 한화 그룹 회장이 우리 지역에 학교도 세우도 그 기 때문
에 한화가 지역에서는 최고였어요. (중략) 그 데 그 시절에도 지금처
럼 시나 중앙에서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한다거나... 기업이 지
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주도한다거나 그 건 약
.
김종철 의원이 국회의원인 시절에는 그래도 나았는데... 어
그 시절
에는 중앙서 내려온 시장이랑 시 공무원들의 결정에 한화그룹도 많이 따
랐을 니다. 지금은 삼성이 시에 기하면 시 공무원들이 오히려 적극
적으로 나서고. (중략) 아산 지역은 더 하 . 직접 드러나지는 않아도 삼
성이 장히 지역을 주도하면서 해요.”
(지역정치인
(50대) ,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런

런

런
했죠
쨌든

겁

얘

굉

죠

△△△

뽑

1995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는 지방자치
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해 20년을 맞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면서부터 지역산업정책의 자율성이
져 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지방정부는 점차 지역산업정책을 주
도하는 중심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기업 등 민간부문인지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인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 거버넌스를 ‘기업가적’ 및 ‘조합주의적’으
로 분류87)하는 견해도 있다.
서 살펴본 삼성그룹 4개 계열사의 지역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 교
육 등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천안 아산지역의 경우

올

커

앞

87) 조형제(2009), 「산업과 도시」, 서울: 후마니타스,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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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지역산업정책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배적으로
반영하는 ‘기업가적’ 형태의 지역발전 거버넌스를 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1990년대 중 후반이후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 지역에 진출하
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신자유주의적 발전모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행위자로서
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하여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하고 지역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도시’를 형성해 온 삼성그룹은 해당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민간경제주체라고 하 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한화그룹 연고도시이
던 시절에 비해,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 발
전 거버넌스 내에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지역발전 주도 대기업이 차지하
는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도시 내 경제 발전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발전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산업 고용 측면
에서 삼성그룹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한층 가속화 하면서 변화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지역에서의 대규모 도시개발 등
을 주도하면서 해당 지역에 삼성그룹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시경관과 산업경관을 빠르게 형성하여 온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신자
유주의적 발전모 확산에 따라 과거의 공공부문 주도의 도시발전모 이
민간부문 주도로 바 고, ‘기업가적 거버넌스’ 형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해당 지역에 지배적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도시정체성 변화를
추동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축

델

겠

델

델

뀌

겠

(2) ‘삼성(Samsung)’ 기업 브랜드에 대한 국민적 선망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1위의 기업으로 오늘날 한국에서 삼성그룹
의 영향력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언론의 영역에 까지
광범위하게 뻗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삼성의 막강한 영향력을
대변하 이 한국사회를 ‘삼성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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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표현이 한 때 해외 언론88)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기도 하
였다. 또한 최근에는 삼성그룹의 입사시 을 과거 국가 공직의 선발 관
문인 고등고시에 비유하여 ‘삼성고시’라도 불리89)는 사회적 해프닝도 있
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삼성에 대한 선망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삼성그룹의 사회적 지배
력에 대하여 과거 삼성의 발전 과정에서의 정경유착과 비리 등을 이유로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목소리90)91)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대한민
국에서 삼성그룹의 지배적 위상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한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삼
성그룹이 대규모로 입지해 있는 천안 아산 지역에서의 도시정체성 형성
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해당 지역의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계 10위권 내외에 있는 한화그룹과 관련된 도
시가 다는 견해보다는 재계 1위이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기업도시가 되는 것이 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은
일반 주민을 통한 인터뷰 조사에서 거의 전 연령, 성별에 걸쳐 나타 다.
특히 지역 상업계와 지역 자영업자들은 해당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에 관심이 많은데, 천안지역의 경우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 내세울
관광자원이 부 한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기업도시임을 활용하는 것이 의
미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전한 많은 사람
들이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제1의 기업, 로벌 기업임을 직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험

겠

좋

좋

났

족

글

워싱턴

W

P

R b

f

88)
포스트(The
ashington ost), “In S.Korea, the epu lic o
Samsung”, 2012.12.9.일자.
89) 동아일보, “채용제도 개편후 첫 ‘삼성고시’ ”중국 까다로 “, 2015년 10월 19일자.
90) 조 문 외(2008), 「한국사회, 삼성을 는다」, 서울: 후마니타스.
91) 이병천 외(2014), “삼성전자의 적방식 분석: 세계화 시대 한국 일류 기업
의 과 그림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통권 92호.

돈

빛

축

…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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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

워

폰 럭 쓰

“저도 갤5(삼성전자의 전략스마트 갤 시5) 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동
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게 되게 신기해요. 영어 마을에 캠프
을 때, 자기 지역 소개하는데 천안에 삼성이 있고, 스마트 여기서 만
다고 설명하니까 다들 부러 하는거 같았어요. (중략) 직히 한화는
갤러리아 고 가 유명한 회사인지 잘 모르 는데요.”
(지역주민
(18․남) , 천안태생, 고등학생, 천안시 용동 거주)

네옆

든

워

빼 뭐
○○○

옆

갔

폰
솔

겠

쌍

“여기 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아산에 있어서 다른 지역이나 외국
인들한테 아산 기할 때
먼저 기해요. 삼성있는 도시라고. (중략)
교환학생 오는 들도 우리 학교 바로 에 진 높은 아파트(삼성트라
팰리스)랑 엄청 큰 공장 있으니까 라고요. 학교에서 산학프로그 도
하고 견학도 가도 하니까. (중략) 직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기업이
삼성 에 없 아요. 한화도시보다는 삼성도시가
.”
(지역주민
(24․여), 서천 태생, 아산 5년 거주, S대학교92) 재학)

밖

얘
애

잖

솔

꼭

얘

놀
솔

옆

○○○

꾼
렇죠

짜

램

훨씬 좋죠

좋

“ 직히 지역 장사 들은 다른데서 관광객도 많이 오면 고, 외국서
도 많이 오면 고 그
. 탕정들어오고(삼성디스플레이 시티를 지칭하
는 하다.) 나서는 여기 온천에 외국인도 전보다 많아진 거 같고요. 저
도 여기 온 (온양온천) 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외국인들 많이와서
고 가면 은거 .(중략) 직히 한화도시냐 삼성도시냐 별로 관심
은 없고요. 삼성도시가 우리 은 많이 벌게 해 줄거 같어요.”
(지역주민
(40대 후반․여) , 아산태생․거주, 아산 음식점 경영)

듯

돈쓰

좋

궁

좋 죠

○○○

앞

솔
돈

㎡

92) 선문대학교는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세운 대학으로 아산캠퍼스가 55,454
규모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19,834 규모의 천안캠퍼스도 있어 천안 아산시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 중 하나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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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지역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나 로벌
기업인 삼성이 좀 더 활용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도 지역에
은 기업이긴 한데, 외국인이랑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고 직
히 삼성만큼의 인지도는 없어요. (중략) 천안이나 아산이나 관광자원 해
서 장사하시는 분들 좀 살려보자고 하는데, 삼성도시면 홍보하기 을
것 같아서...”
(경제6-충남북부상공회의소 간부
인터뷰)

좋

솔
좋

△△△

이러한 일반 주민과 지역 경제계의 견해 이외에도 이러한 삼성에 대
한 국민적 선호가 도시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는

났

앞서

설명한(제4장 제2절 2)삼성대로 명칭 변경에서도 나타 다. 당시 ‘천안시
새주소위원회(현 천안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천안시 부시장을 의장으로

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등 지역엘리트 10인을 구성되어 있다. 이 도로

앞서 제안했다는 점
과, 명칭변경 이유가 ① 삼성의 사기앙양과 기업 이미지 제고 ② 삼성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 이미지 향상에 주는 도움 등이었다는 점
명 변경을 지역 엘리트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을 생각해 보면 지역 엘리트들의 삼성에 대한 선망이 ‘삼성그룹 기업도
시’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삼성그룹의 대한민국에서의 위상과 삼성그룹의 기업 브랜드에

끌

대한 국민적 선망은 천안 아산시 지역의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이
어가는 지역엘리트 층에게도 예외는 아

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그룹에 대한 지역 주민 전반의 선호가 지역의 산업 고용, 지역 도시
경관 및 산업경관의 ‘삼성화’를 진행시키는 일종을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그룹에 대한 선망이 산업 고용, 경관의
측면에서 발현되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천안 아산 지역의 도시정
체성을 빠르게 ‘삼성그룹 기업도시’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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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화 연고도시’로서 정체성 지속 요인
글

(1) 지역연고 스포츠 구단: 한화이 스, 북일고 야구단

탄

한국의 프로야구는 1982년에 국가의 정치적 목적아래 생93)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프로야구는 대기업이 후원하는 지역연고제에 기반을 두고
창립 활성화 된다. 이러한 프로야구는 프로 구, 프로농구와 함께 국민적
인 인기와 관심을 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함께 프로야구 3대 행국으로
다94).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프로스포츠 모두 지역연고제에 기반 하여, 많은 ‘서포터 ’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대 한국인들의 일상적 생활에서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연고제의 경우 특정한 도시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프로스포츠 들 간의 경쟁은 연고 지역 및 도시 간의 경쟁으로 여
겨지기도 한다. 또한, 스포츠라는 것의 본래적인 경쟁적 속성으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이것이 매우 효율적인 매개물이며,
지역의 정체성의 측면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러한 프로스포츠를 바라보
아야 한다는 견해95)도 있다.

끌

축

흥

꼽힌

즈

커 란

팀

글

빙

현재 한화그룹이 후원하는 프로야구단인 한화이 스는 1985년 ‘ 그레

글

이 스’로 출범하여 현재 대전 충남북 지역을 연고로 하여 대전광역시에

글

본부를 두고 운영96)되고 있다. 한화이 스의

글

홈구장이 대전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이 스가 연고지로 하고 있는 충남 북의 많은 도

글

팀

시에서 한화이 스에 대한 지역연고 으로서의

친밀성과 동일화가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역 중 하나인 천안시의 경우
93) 김명권(2012), “한국프로야구의 창립배경과 성립과정”, 「스포츠인류학연
구」제7권 제2호, p.163.
94) 정운찬(2013), 「야구예찬」, 파주: 휴먼 브, p.98.
95) 황익주 외(2004), “프로스포츠 지역연고제와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성남시의
사례연구”,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p.107.
96) 한화이 스, 구단소개, http://
.han haeagles.co.kr.

큐

글

ww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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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모태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한화그룹과 관련된 백화점, 학

팀

글

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연고 프로야구 인 한화이 스에 대한 지역

애정이 남다르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애정과 관심을 고려하여 한 때 한화이글스에서
천안으로 홈구장을 신축 이전하는 것을 고려97)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
화이글스의 연고 구장 이전은 구단 내부에서 ‘인구 50만의 천안이 인구
140만의 대전보다 한화이글스에 대한 애정과 스포츠 마케팅 차원의 잠재
주민들의

적 역량이 크다’는 견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

축

질98)을 빚

2008년까지 천안에 한화이 스 야구장 신 을 위한 투자가 차

글

으면서 여전히 한화이 스의

홈구장은 대전에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지역적 열망과 관심이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 과
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다시 한 번 조명99)되었다. 2014년 충남도지

누

사를 선거 유세 과정에서 새 리당으로 출마한 정진석 후보는 천안지역
유세 현장에서 천안 프로야구장 건설을 공약하면서, ‘많은 천안지역 주민
들의 열망대로 대전에

홈구장이 있는 한화이글스가 고향에 홈구장을 지

을 때가 되었다‘ 는 것으로 지역 표심을 잡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를
정치인의 공약(

空約) 혹은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야구장100)의 지역

公約)으로 단순 해석할 수 있지만, 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그만
큼 천안 시민들의 한화이글스에 대한 지역 연고 구단으로서 애정이 두텁
투자 공약(

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글

왜

97) 스포츠조선, “한화이 스 연고지 천안으로 이전추진- 대전떠나려 하나,
충청도 토박이 적어, 기업발상지로 유 ”, 2004년 10월 10일자.
98) 최근 지역의 원 사업이었던 야구장 건설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불거지기
도 하였다.(충청일보, ‘천안야구장 논 ’
은 세만 더 날 다.‘, 2015년 11
월 16일자.)
99) 노
스,“ 러
새 리당이
은디 희정이도 잘
지 충남표심은?“,
http://
.nocutne s.co.kr/ne s/4030339.
100) 이영훈(2013), 「야구의 경제학」, 서울: 율 출판사,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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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사람들 야구 사랑이 대단하 . 특히 천안 북일고 야구단도 있
고, 한화그룹이 지역 모태인데다가, 이 스가 대전에 있긴 하지만 천안
야구단이라는 생각은 전 강해요. 지난 지방선거때도 천안 지역 시민들
이 야구장 건설하고 이 스 구장을 그리로 기는거 위에다 전해달라
고 해서, 그래서 도지사 선거 공약에 들어간 니다. 천안이 충남에서는
인구 60만이라 제일로 크니까, 천안서 표
얻으면 당선도 어려우니까
요.”
(정치1- 현직 천안시의회
인터뷰)

완
글 홈

못

옮
겁

○○○

글

천안 지역은 한화이 스 이외에도 한화북일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정도 매우 두 다. 우리나라의 고교 야구는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라갈 만큼 그 역사가 깊은데, 1971년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열 이후로 고교 야구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101). 물론, 프로야
구가 창단 된 이후 고교 야구에 대한 열기가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고교 야구계의 전통적인 강호로 여겨지는 한화북일고의 야구단에 대한
천안 아산시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의 정과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애
올

텁

린

애

닌

끔친
짜

“저는 북일은 아 데요. 고교 리그 시작하면 가
구들하고 북일 경
기하면 보러가서 응원하고, 고교 야구 기하면 진 북일 엄청 밀고(지
지하고) 그래요. (중략) 북일고 들 로는 북일 야구단을 한화에서 되게
많이 지원해 서 대요. 거기 출신인 들 프로야구로 한화이 스에
가고 어하는 들 많다고 들었고요. 대부분 한화 인 들이 북일 이
고 그건 당연한건데요?”
(지역주민
(17․남) , 천안 신부동 거주, 천안지역 고등학교 재학)

싶

줘 좋
애

애 말

얘

애

○○○

큐

101) 정운찬(2013), 「야구예찬」, 파주: 휴먼 브,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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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

릴

친

“프로야구 시 이 되면 한화 경기 있는 날에는 어 때 구들 만나
서 치맥(치킨과 맥주) 으면서 야구경기 보는게 이에요. 한화 이 스
응원하면 다들 구할 때 ‘대한민국’ 외치는 것처럼 ‘한화’하고 소리치는
데 스트레스 날리 .”
(지역주민
(30대 후반․남) , 천안시 성정동 거주, 천안토박이)

축
죠
○○○

먹

낙

글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과 한화이 스 구단의

글

홈구장 이전 추진, 지방

홈구장 이전 공약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천
안지역에서 프로스포츠인 ‘야구(한화이글스, 북일고 야구단)’가 도시 주민
선거 과정에서의

들을 스포츠에 열광적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야구는 지역연고제, 특히 한화그룹이라는 지역 연고의 대기업의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도시 주민들의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 지역
정체성을 형성 유지시키는 촉매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
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야구를 매개로한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지역 토박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에 있다. 천안 아산시 지역의 경우 급격한 도시 및 지역의 발전과 대규
모의 산업단지 건설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
속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지역 출신이 아니면서 천안에 직장을

위해 거주하는 ‘외부인’의 경우에도 야구를 하나의 상징적 매개체102)로
하여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 천안 아산지역의 정체성을 인식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102) 황익주 외(2004), “프로스포츠 지역연고제와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성남시
의 사례연구”,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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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살다가 삼성 협력사 취업해서 여기(아산) 로 왔는데요. 여기
출신 직원들이랑 치맥(치킨과 맥주) 으면서 그냥 분위기에 한화(한화
이 스)응원하다가 보니까 저도 한화 이 어요. (중략)
첨에는 삼
성 때매 살러 왔으니까... 근데 야구는 한화 . 여기 사람들 한화 응원 진
대단해요.”
(지역주민
(20대․남) , 아산 거주, 삼성 협력사 직원)

먹
팬 됐
죠

글

짜

뭐

○○○

이처럼 천안 아산지역의 토박이 이외에 새로 도시에 이주한 주민들의
경우에도 한화그룹과 관련된 야구단에 대한 착과 응원을 통하여 자신
의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한화의 연고도시 천안시민’이라는 지역정체성
을 인식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지
역 연고 스포츠 구단의 존재는 기존의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 천안 아
산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정체성을 유지 또는 공고
화하고, 새 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형성 확대하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이러한 프로스포츠 혹은 청소년 스포츠의 지역 사회에서의 기능
을 인식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천안 아산시에 진출한 삼성그룹은 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청소년 구단
을 창단하였다. 2013년 4월 천안 구센터를 연고로 수원삼성 루
구단과 을 잡고 창단한 천안이스트 C( -15)가 그것이다. 본래 삼성
루
는 삼성의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수원 기 을 연고지로 하여 창단
된 구단으로 수원 매 중학교를 유스 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
안 아산시 지역 역시 대규모의 사업장이 위치하여 회사 내에 비중이 상
승하고 있고, 이 지역의 지역사회 공헌과 홍보활동을 위해 천안이스트
C를 위 유스 으로 하여 창단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삼성그룹의 노력을 ‘삼성그룹 기업도시’로서 도시정체성
강화를 위한 지역 스포츠 구단의 활용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따른
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삼성의 천안 아산시 지역을 연고로하는 스포
츠 구단 창단의 직임은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과 ‘삼성

애

롭

윙즈

F

축

손

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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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

움

- 117 -

흥

축
블 윙즈 축
블

그룹 기업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의 긴장 갈등을 강화하는 요소가 있음
은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2) 한화가 형성한 지역 사회자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아이디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한 브루디외(Bourdieu, 1986)는 사회자본을 ‘단체 구성원 상호간에 지속
적인 트 크를 유지함으로 구성원 상호간의 제도화 된 관계를 인정
하게 된 결과, 각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게 된 실제적 또는 잠재
적 자원의 합’이라고 사회 자본을 정의103)하고 있다.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퍼트남( utnam, 1993)은 사회
자본의 개념을 브루디외가 지적한 개인적 관계 및 자산으로부터 집단으
로 범위를 확장 시켜 사회자본을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자산’이라고 평
가104)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회자본을 일련의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단체 내의 관계로 보았다. 이러한 퍼
트남의 개념에 이어 만(Coleman, 1998)은 사회자본을 수평적 단체 뿐
만 아니라 수직적 단체를 포함하고, 가정과 기업 등과 같은 다른 실체들
의 행위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제시105)하고 있다. 이러한 사
회자본과 관련한 일련의 정의를 참고할 때, 사회자본이 개인과 집단
혹은 사회 내 구성원 간의 상호 호 , 규범, 트 크에 의해 형성된 무
형의 자산으로서 제1의 자본인 물리적 자본, 제2의 자본인 인적자본에
이어 제3의 자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워

써

P

콜

혜

P

103) Bourdieu. .(1986), The

f

o Theory and

Research

네 워

란

F orm of Capital, in J .R ichardson, ed. Handbook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04) Putnam, Robert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 i can P rospect 13, p.36.
105) Coleman, James S.(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J

f

Capital”, Amer i can ournal o Soci ology 94,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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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은 사회구조의 측면이라는 요소와 구조 내에서 특정적인 행
위자의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면서, 물리적 자본
과 인적자본과는 달리 행위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특정한 사회의 목표 성취를 용이하게 하는 정적 특성을
가진다(Coleman, 1988). 또한 사회 자본은 일정한 단체 구성원간의 관계
를 중심으로 사회적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집단적인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Bourdieu, 1986). 사회자본의 정적 특성과 관련하여, 퍼트남의 이 리
아 남부와 북부의 비교 연구( utnam, 1993)는 사회자본의 정적 효과가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
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넓은 범
위의 공공 이해를 등한시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배타성으로 사
회적으로 치명적인 지대추구의 행위를 증가시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lson, 1982106)). 사회자본의 트 크와 개인․집단의 상호 관계
및 신뢰에 의한 형성, 배타적 특성 때문에, 물리적 자본에 비하여 사회자
본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제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천안․아산시 지역에서 한화
그룹 연고도시가 형성된 것은 50여년전부터이다. 그리고 한화그룹의 연
고도시로서 천안․아산 지역이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 지역의 전 영역에서 한화그룹과 관련한 많은 인적 트
크와 신뢰, 호 의 규범이 형성되었음은 이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게 형성된 한화그룹의 트 크가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의 도시정체
성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도시정체성이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 공고하
여 삼성 기업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과 긴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설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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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50여년에 걸쳐 형성된 한화그룹 중심의 트 크는 지역에 한
화와 관련된 사회자본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
이 퍼트남( utnam, 1993)의 지적대로 지역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
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P

렇 쉽
됐
놀 축

“우리 충남 사람들은 그 게 게 마음 주지(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화가 이 지역에서 오래 는데... 거 요 와서 좀
좀 벌고 한다고
(중략) 학교도 세우고 거리( 제) 도 만들고 지역에
십년간 해준 게
많은데...(중략) 여전히 나는 지역 대표는 한화라고 생각해요. 삼성은 또
언제 떠날 수도 있으니까.”
(지역주민
(63 남) , 충남 공주 출신, 천안 30년 거주)

즘

돈
몇

○○○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한화그룹과 관련된 사회자본은
사회자본의 특성 상 금전적인 이유를 기화로 하여 게 변화하지 않는
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에도 한화그룹의 사업장이 남아 있고, 한
화그룹이 세운 한화 북일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지역 사회 인맥을 형성하
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라지기보다는 더욱 공고해 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서 지적한 바대로 한화 연고도시로
서 정치권에서 한화북일고등학교 출신들의 약진, 한화그룹의 지역상권
장악, 한화그룹의 지역 대표 제 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게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가 느려지는 특성은
특히 충청도 지역민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충청도 지역
성’하면 떠 리는 대표적인 단어는 ‘여유’, ‘느림’, ‘순박’ 등이다. 실제로
이러한 충청도 지역의 ‘느림’, ‘여유’의 특성은 지역의 음악, 언어를 다
각종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안성호 외, 2004; 최 진, 2011). 그리
고 2010년 대전 충청 지역의 대표언론인 대전일보가 창간 60주년 특집으
로 한남대학교, 한국갤 과 함께 시행한 ‘충청인 의식 이미지 조사10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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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따르면, 충청도의 대표적 이미지로 ‘여유’,‘느림’이 각각 20.2%로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상도 및 전라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느
리고 여유로운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는 충청도 지역민의 특성
이 기존에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자본의 변화를 지연시키
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충청도 지역민의 특성은 기존의 사회자
본 정체성 변화를 저지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새로운 사회자본 정체성 형
성을 촉진하는 세력과 기존 세력 간의 긴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겠

솔

좋

“ 직히 한화랑 삼성이랑 같이 경쟁하는 것이 제일 은 거 같아요.
천안 시민 입장에선.
한화니 삼성이니 가 더 우세한 것보다 둘이
또이또이(대등하게) 해서 지역에서
게 팔고 많이 고 하면
.
그걸 이용해서 시민들이 잘살면 되는 거 아 가? (중략) 대표기업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화가 오래되고
.”
(지역주민
(47 남) , 충남 아산 태생, 현재 천안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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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과 관련한 개인 단체 기업은 50여년에 걸쳐 지역 사회에 사
회자본을 형성하면서 발전하여 왔고, 이러한 사회자본이 천안 아산시의
도시정체성을 한화그룹 연고도시로 형성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리고
형성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고, 게 변화하지 않는 사회자본의 특성이
‘느림’과 ‘여유’ 등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충청민의 지역성과 합쳐지
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한화가 형성한 지
역 사회자본이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 도시정체성을 지속하는 하나의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라는 선 연
구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더욱 타당성을 가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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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대전일보, “창간 60주년 충청인 의식 이미지 조사”, 2010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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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삼성그룹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 변화 형성이 물리적 경제적 부문에
서 빠르게 진행되고, 정서적 문화적 부문에서는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
정체성이 유지 지속되는 원인을 각각 분석하여 보았다.
과거 한화그룹이 지역에 대표 기업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1970
1990년대 초반)에 비하여, 삼성그룹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활동하는 시
기(1990년대 후반 현재)는 도시 발전 거버넌스에서 기업이라는 행위자
가 차지하는 비중이 졌다. 따라서 기업이 지역 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도 지역의 주요 행
위자인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변화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재계 1위라는 삼성그룹의 브랜드파 가 이를 가속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의 정체성도 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해당 지역에는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한 규범, 트 크, 신뢰 등이 50여
년에 걸쳐 형성되었고, 이러한 사회자본은 그 특성상 형성되는 데에 오
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느림’과
‘여유’로 특징 지 지는 충청도 지역민의 특성이 이러한 사회자본의 변화
와 와해, 나아가 도시정체성이 삼성그룹 기업도시로 변화하는 것을 저지
하고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여 오랜 시간동안 자리 잡으면서 도시의 정체성
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 온 ‘프로야구 한화이 스’, ‘한
화 북일고 야구단’이 한화그룹 연고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 변화 이 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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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오늘날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개발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어야 할 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의 초래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가 건설 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 오고 있
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어난 지방 중
소도시들은 여전히 고용감소,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지방 도시의 쇠퇴와 지역불균형 발전은 우리 한
국의 도시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지역은 쇠퇴의 문제가 심
각해지고 있는 경기도 이외 지방 중소도시들과는 사정이 달랐다. 한화그
룹의 연고도시였던 이 지역에 삼성그룹의 4개 주요 계열사가 진출한 이
후, 이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 시기에
천안시의 심벌마크(CI)는 빠른 발전을 상징하 “ AST Cheonan”이었
다. AST라는 영단어가 그대로 마크에 들어갈 정도로 지역은 빠른 성
장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빠르게 발전한 천안 아산시 지역이, 오늘
날 우리의 국토균형발전, 쇠퇴하는 지방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 사회적
문제에 큰 함의를 가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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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천안 아산시 지역의 빠른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삼
성그룹 기업도시’의 형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화그룹의 연고도시인
천안 아산지역이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 형성되면서 경제, 정치 행정, 사
회 문화, 교육의 분야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 실제
적 수치와 도시 사회의 인적 트 크와 여러 자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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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쇠퇴 일로에 있는 지방의 중소도
시에서 대규모의 기업집단의 유치와 정착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 방
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기업도시의 형성과정과 더불어 주목한 것은 지방 중소도시
에 기업도시 형성과정에서 변화 또는 유지되는 도시정체성이었다. 도시
정체성은 한 도시의
과도 같다. 그리고 도시정체성은 그 지역 주민
들의 과 지역의 정치, 교육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고 지
역 주민의 정서적 문화적으로 안정과 자부심을 가져 수도 있으며, 도
시의 브랜드 마
등 도시 정책의 큰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른 도시정체성의 변화를 산업 고용의 측면,
도시 및 산업 경관의 측면, 지역엘리트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
업도시 형성과정에서 이 지역은 ‘ AST(빠른)’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천
안시 심벌마크(CI)로 일 만큼 이 지역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시간에
새로운 도시정체성을 형성한다.
먼저, 산업 고용의 측면에서 빠르게 삼성그룹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
을 형성해 나간다. 도시 내의 산업 정책의 결정 과정, 경제계의 인적 구
성, 고용의 인적 구성과 고용 인력들의 소속감 등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지면서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의 경관이 빠르게 ‘삼성화’하였다. 천안시의 주요 도로, 주요 거리,
결절점, 아산시의 주요 주택 단지 등이 변화하거나 새 게 삼성을 중심
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삼성그룹 진출에 따른 첨단 산업도시가 형성되
고 이에 따라 거대한 산업경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도시 산업 경관의
형성은 도시정체성을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 바꾸었다. 그러나 지역엘
리트의 구성을 살펴보면 나머지 둘과는 대조적이다. 빠르게 삼성그룹 기
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 두 분야와는 달리 지역엘리트의 구
성 측면에서는 한화그룹의 연고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여전히 견고 다.
이는 지역 정치세력의 부침과 지역 연고 학맥의 대립을 통해 나타 다.
이와 같이 도시정체성 변화과정에서의 한화그룹 연고도시와 삼성그룹
기업도시라는 정체성의 재를 본 연구는 ‘도시정체성 긴장’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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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였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의 원인을
가지로 설명하였다.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추동한 원인은 도시 발전 거버넌스의
변화와 삼성그룹의 브랜드 파 에 대한 국민적 선망이 도시지역민에게도
나타난 것 때문이었다. 반대로 한화그룹의 연고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
유지를 지속시킨 원인은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스포츠(야구)구단의 운
영과 충청지역 주민들의 ‘느림’, ‘중도’의 지역성과 결합된 한화과 관련하
여 형성된 사회자본의 특성 때문이었다.

워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기업도시의 형성과 도시정체성에 대하여 본 연
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체된 지방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와 지역 정착
의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
다.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도시의 지속적 침체가 문제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업도시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하
다. 기업이 살면서 도시가 활성화 되고 크게 발전한 천안 아산시 삼성
기업도시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업도시의 형성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지역의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도시정체성을 빠르게 변화시킨
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정체성의 변화는 도시의 산업 고용, 도시 산업 경
관의 변화, 지역 엘리트 구성의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
분의 연구는 기업도시의 형성에 따른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 혹은 지역의
외부적 물리적 변화만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기업도시’라는 도시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 도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파생시키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겠

앞

- 125 -

셋째, 도시정체성 변화가 도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지만, 경제
적 물리적 측면과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 정체성 긴장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정체성의 긴장은 지역 주민의 특성과 결합한 사회자
본의 형성, 기업 도시를 형성하는 기업의 브랜드 파 , 지역 연고 스포츠
구단, 기업도시 형성 당시의 도시 발전 모 형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즉, 도시정체성이라는 내면적 변화에 따른 긴장이 기업 브랜드 파 , 스
포츠 구단, 도시 발전 거버넌스 등의 다양한 도시 사회의 자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지역 사회 조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지금까지의 기업도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에서 지배
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업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천안 아산시 지역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한화와 삼성이라는 두 기업이 지역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분야 등에서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 기업의 대립과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이 교체되는 전환적
시기에 도시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변화 과정
에서의 ‘도시정체성 긴장’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러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토착화 하면서 도시
의 ‘새로운 주인’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측면의 요소 이
외에도 정서적 문화적 측면의 요소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도출 할 수 있
었다. 다시 해, 기업이 지역에 전히 정착하여 새로운 기업도시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물 적 투자 이외에 ‘도시민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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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도시로 거론되는 포항, 울산 등은 국가주도
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 시기의 기업도시는 국
가에 의한 계획 지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형성 발전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업도시의 조성과 지원은 과거 기업도시 형성의
주요 동인이었으며, ‘지역 발전 전략’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주
도 방식의 기업도시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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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방식으로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기업도시는 최근에는 큰 성과
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삼성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천안 아산시 지역의 기업도시는 과거
의 국가 주도의 ‘지역 발전 전략’이 아 민간에 의한 ‘기업 발전 전략’의
하나였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천
안 아산의 입지적 여건도 기여를 하였 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된 ‘기업도시의 유전자’가 이를 추동하였다고 본다. 한화 연고도시로서
50여년동안 ‘기업’이 도시의 주요 장소, 경관, 교육, 정치, 행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천안 아산시 지역에서, 주민과 지역엘리트는 도시정
체성을 매개로하여 ‘기업도시 유전자’를 형성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삼
성 주도의 기업도시는 이러한 ‘기업도시 유전자’를 바탕으로 도시 상징들
의 변화를 통해 빠르게 삼성 기업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에
리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 구단, 사회자본의 형성
을 통해 공고해 진 기존의 정체성과의 긴장을 기도 하지만, 기업이 가
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변화된 도시발전 거버넌스 속에서 도시
에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천안 아산시는 삼성이 ‘기업 발전 전
략’으로 주도한 기업도시로서 한화 연고성에 의해 형성된 기업도시 유전
자를 활용하고, 도시정체성 형성과 그 과정에서의 정체성 긴장 상황에서
‘기업 발전 전략’이 ‘지역 발전 전략’과 수렴하여 도시와 기업이 함께 발
전 한 사례인 것이다.
지역 발전 전략의 하나인 ‘기업도시’는 과거와 달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지역 발전 전략’이 아 ‘기업 발전 전략’을 고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경제적인 여건 이외에 ‘기업도시의 유전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시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활용하여 기
업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리내 수 있는 매개로서 도시정체성에 대한
파악과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정착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업 발전 전략’과 ‘지역 발전 전략’이 수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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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있고, 이는 도시와 기업을 함께 발전시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가 주도 기업도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
시는 여전히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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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im alanced development o our national territory, many
provincial cities e cept Seoul and those o
yeonggi rovince in
South Korea rare either lagging ehind or in decline. A ter Samsung
Corporation has e panded into the area in the early 2000s, ho ever,
the region o Cheonan and Asan o South Chungcheong rovince is
rapidly developing in terms o its regional economy and ur an
development. This is in stark contrast ith other regions in the
country. In this conte t, this study ocuses on the “corporations” in
the region o Cheonan and A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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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 a. oreover, it had a great impact on the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ociety and culture, and education o the region. Based
on the connections ith the region, Cheonan and Asan City has
esta lished itsel as a home-city o Hanh a. et a ter Samsung
Corporation entered into the region o Tang eong-myun, Asan ith
Samsung Display taking the lead ith 3 other Samsung a iliated
companies, a change in the region egan to occur. And this served
as an attri ute in esta lishing the Cheonan and Asan City region as
a Samsung company to n.
The ormation o the Samsung company to n rought a out the
trans ormation in the city identity o Cheonan and Asan City. This
study analy es the change o the city identity in three dimensions:
the employment and industry; the composition o regional elites; and
the landscape o the city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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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mation o the Samsung company to n, the city
identity changes in terms o the industry and employment.
ith
Samsung, the identity as a high tech industry city is ormed and its
company to n identity is esta lished ith the la or orce employed
y Samsung. Second, in accordance
ith the ormation o the
Samsung company to n the composition o regional elite changes and
this leads to a change in the city identity. evertheless, hile the
past political po er connected ith Hanh a e perienced e s and
lo s and yet still maintains po er, Samsung develops a competitive
rivalry against the Hanh a linked school ties. This serves the role in
maintaining the identity o Hanh a as a linkage to n. Third, ith
the ormation o the Samsung company to n, the city and industrial
landscape changes and impacts the city identity. The city landscape
o Cheonan and Asan changes into one that sym oli es Samsung, and
ith the city’s industrial landscape ormed y Samsung eventually
settling do n this leads to orming the city identity as a company
to n o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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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r e amining the change in the city identity ith the ormation
o a company to n in three dimensions, it as revealed that the city
identity in terms o its economic and physical aspects have ecome
highly Samsung-oriented. et, it still remains as a Hanh a linkage
to n in terms o its emotional and cultural aspects sho casing a
phenomenon o an identity con lict. The cause or such an identity
con lict as studied irst as an identity acceleration actor as a
Samsung company to n, and as a actor or identity persistence as a
linkage to n o Hanh a. hile the ormer as due to the change in
governance and the people’s envy or Samsung, the latter
as
attri uted to the regional sports clu linked ith Hanh a and the
local social capital that as ormed upon Hanh a’s in 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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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s and the signi icance o this study are as elo .

First,

ff

it is most e ective
declining provincial cities to host
companies and induce those companies to locally settle do n and
stimulate the local economy to e perience development. Second, the
ormation o company to ns greatly a ects the local economy,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ociety and culture, and education hich
in turn rapidly changes the city identity. The change o the city
identity results in the trans ormation o the e terior o the city in
terms o the industry and employment, change in the city and
industry landscape, and the composition o regional elites. It also
leads to the internal change o the ur an society. Third, the change
o the city identity idely spreads across the entire ur an society,
ut it may also cause an identity con lict in terms o the economic
and physical dimensions as
ell as the emotional and cultural
aspects. ourth, hile most o the research related to company to ns
solely paid attention to one company that poses a dominant in luence
in a region,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regional and ilateral
interaction et een the t o companies that impacts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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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ang and Ulsan which is a representative company town of South
Korea are outcomes of a national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at
was led by the state government. However, the company town of
Cheonan and Asan City initiatied by Samsung was part of a
corporate development strategy of Samsung. Unlike Pohang and Ulsan
of the past, the company towns that were recently initiat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Company Town Development as
part of the national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re considered to
have been less successful. Nevertheless, the company towns formed
in Cheonan and Asan City by Samsung under its corporate
development strategies were different.
w b

f
b

This as ecause Cheonan and Asan City already had the traits or
a company to n or a long time serving as a home-city ormed y
Hanh a. Besides, it is also ecause ithin the tension surrounding
the city identity, Cheonan and Asan City ere a le to ind the
touchpoint here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corporate
development strategy coincided
ith each other. Based on such
ilateral arrangements, the local region as ell as the corporations
o tained the driving orce to colla orate and develop hand in hand.
Although the state government-led company to ns are sho casing
its o n limitations, the company to ns led y the private sector are
still an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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