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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유통산업 집적지에서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역할
: 동대문구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고병옥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
업을 대상으로 유통산업집적지의 사회자본이 특정 공간에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비용자동차 부품산업과 답
십리 부품상가의 지역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적 분석에서 살
펴보기 힘든 답십리 부품상가의 집적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인 장소기반 사회자
본은 Lin(1999)의 사회자본 모델을 적용하여 유통산업 집적지에서의 사회
자본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 업계중심의 폐쇄적이고
수직적 산업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와 그 하청업체
이외에는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만한 업체가 극히 제
한적이다. 한편, 정비용 자동차부품은 부품의 다양성, 부품 수요·공급의
불균형, 부품 수요예측의 한계, 부품의 희소성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정비용부품의 특성은 이를 판매하는 부품판매점들에게
있어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더불어 1985년 이후부터
완성차 업체 중심의 정비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전국으로 유통하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기능은 줄어들게 되
었다.

둘째, 답십리 부품상가의 개별 행위자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역량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상 순정부품과
비 순정부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품판매점의 성격이 차별
적이다. 또한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주 특성은 종로상가 출신의 대형차종
중심 판매점의 1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업체를 승계 받았거나 안정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종로상가 출신의 업주로 구성된 2세대, 해외로 판
매된 중고차 정비용 부품을 판매시장이 형성된 이후 창업한 3세대로 나
뉜다.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시대상황에 따른 부품판
매점들의 기능변화 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 네트워크는 폐쇄적 네트워크와 강
한 연계를 그 특징으로 한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점들은 장기적
거래관계와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집단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폐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부품판매점들 간의 유대관계 및 신뢰의
강도는 약한 연계라기보다는 강한 연계를 따르고 있다. 이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에서 약한 연계가 갖는 장점이 답십리 부품상가에서는 경제행위
의 이점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네트워
크는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공식네트워크에서는 동종업종
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비 공식
네트워크에서는 취급품목의 유사성, 연령, 취미활동이라는 3가지 유형으
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암묵지(tacit knowledge) 성격의 사업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셋째, 사회자본이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답십리 부품상
가의 사회자본은 동원화 수단으로‘중개거래’를 사용하고 있다. 중개거
래는 답십리 부품상가라는 특정 공간 내에 입점한 부품판매점들 간의 호
혜적 상호의존성을 기반한 부품거래를 의미하며, 이는 부품판매점의 특
성에 따라 그 빈도와 흐름의 방향이 결정된다. 중개거래는 부품판매점
간의 거래비용의 감소와 정보교환을 촉진시켜 정비용 부품판매업이 갖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답십리 부품상가는 정
비용 자동차부품의 전국유통 기능이 쇠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거래

를 기반으로 수출용 중고차 정비용부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개
척하였다. 특히, 답십리 부품상가 내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경제적 이
익으로 전환되는 공간이 답십리 부품상가라는 점에서 특정 공간에서 형
성된 사회자본이 그 공간에서만 작용하는 특수한 기제라는 점에서 답십
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을 장소기반 사회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답십리 부품상가라는 유통산업 집적지에서 형성
된 사회자본이 특정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으로 거래비용 및 정보
교환의 비용절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부품판매시장을 형성시켰다.
이는 유통산업 집적지의 기능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형성된 사
회자본이 산업집적지의 성격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유통산업 집적지의 사회자본 특성과 그 역
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산업집적지의 사회자본을 분석하는데 있
어 Lin의 사회자본 모델과 산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포함하여 다루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례지역인 답십리 부품상가는 현재
‘경기도 하남시로의 이전’과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자동차 재생 클
러스터’라는 두 가지 기로에 직면해있다. 앞으로 본 사례지역에서 나타
날 공간 및 기능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답십리 부품상
가의 부품판매업과 지역특성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로써 그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장소기반 사회자본,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 답십리 부품상가,
: 동원화, 중개거래
학 번 : 2013-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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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종합산업으로 철강, 화학, 기계, 전자, 유리, 섬
유 등 각종 관련산업이 집적된 제조업의 결정체이다. 자동차 산업은 단
일산업 중 최대 규모의 국내 총생산(3.3%)과 국내 총수출의 12.9%를 담
당하는 산업이다(산업연구원, 2013). 자동차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과 직·간접적인 고용의 증대이다. 자동차 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심산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생산유발효과1)가 매
우 높은 산업분야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지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생산업
체의 집적, 부품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부품업체의 입지변화, 생산업체
네트워크의 변화를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김태환, 2007; 문남철, 2006;
Humphrey, 2003; Mair, 1993). 이러한 문헌들을 정리해보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자동차 부품의 생산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과 판매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었다. 국내에서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과 판매에서도
유통구조 및 순정·비순정 부품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의영, 2002;
오재건·신현승, 2005; 손용엽, 2002)이 있으나 여전히 정비용 자동차부
품판매업의 집적공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은 부품의 유통구조와 그 특성으로 인하여 공
간적으로 집적되어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자 대표적인 정비용 자동차부
품판매업의 집적지인 답십리 부품상가는 1981년 상가 형성이후 30여 년
동안 산업집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가 산업집적지로
서 그 경쟁력을 유지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경제지리학에서는 산업집적
1) 자동차산업은 모든 산업에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업의 생산유발계수(2.569)와 맞먹는 2.568의
생산유발계수를 갖고 있다(산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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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공간경제활동의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집적의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중 하나가 사회자본
(social capital)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다. 사회자본은 도시의 역사, 장소적
특성과 이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경제 기제로 인식되었다(남기범, 2003). 그러나 사회자본의 주
된 연구대상은 ‘혁신(innovation)’을 핵심기제로 하는 첨단산업 및 산
업지구들이지만(Molina-Morales, 2005; Valdaliso, 2011; Power, 2013) 생산
적 요소가 없는 유통공간에서도 사회자본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집적지에서 경제행위자들이 형성
하는 사회자본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고 사회자본이 경제적인 보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공간상에서만 발현되는 사
회자본을 장소기반 사회자본으로 지칭하고 이를 Lin(1999)의 사회자본 모
델에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산업집적지에서 사회자본
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주제 1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과 정비용 자동차부품 산업구조를
이해하고 정비용 부품의 특성과 유통구조를 파악한다. 연구주제 2는 자
동차 정비용 부품판매집적지인 답십리 부품상가의 형성과정과 내부행위
자인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의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주제 3은 답십리
부품상가 내 사회자본의 형성과정과 사회자본의 동원화(mobilization) 행
위로서 중개거래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 논의에 따라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확인하고, 사회자본이 경제적 이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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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과 답십리 부품상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 부품업종이 다양하나 정비용 자동차부품
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중고·재생 부품과 기능부품이 아닌 용품
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부품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대상을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로 살펴보면 대분류(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452. 자동차 부
품 및 내장품 판매업) 소분류(4521. 자동차 신품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세분류(45219.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종에 해당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획득은 정비용 자동차부품 관련문헌 및 통계청 자
료를 이용하였고, 답십리 부품상가의 특성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14년 6월 설문
조사 초안작성 후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의 상무이사, 前이사
장, H상사 대표의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는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SASCA:

Seoul

Autoparts

Sales

Cooperative Association)에서 추천한 부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총 43개(순정부품판매점 18곳, 비 순정부품판매점 25곳)의 설문조사
가 완료되었다. 설문조사의 진행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주들이 동종업
종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설문을 꺼려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의 개인적 연결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부품업체 업주와
1:1 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다.2)
2) 연구대상지역인 답십리 부품상가는 비 순정부품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이 지역의 순정부품
업체들 또한 전매점 계약에 위배되는 비 순정부품의 판매 및 수출부품의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또한, 과거에 완성차 업체의 관계자가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어 외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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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는 답십리 부품상가를 구성하는 자동차부품연합회와 서울자
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SASCA)의 임원진 및 정비용 부품판매점 업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단체의 임원진 중 중복인원을 제외한 10명과 판매점
업주 8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총 18건)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2014년 8
월 서울시에서 답십리 부품상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40여 건의 설문
결과를 취득하여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 대한 부품판매점의 응답결과와 경
향성을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3)

제3절 논문의 구성
2장 문헌연구에서는 경제지리학 내 산업집적지 논의가 사회·문화·제
도적 관점으로 변화함으로써 산업집적지 내부의 경제행위자들을 고찰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행위자들의 행위를 분
석하기 위해 사회자본의 정의와 형성과정과 사회 네트워크 유형을 고찰한
다. 그리고 산업집적지에 대한 사회자본 연구를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분
석 틀을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산업특성으로서 자동차 부품산업과 정비용 자동차부품 유통
구조를 살펴본다. 자동차 부품의 분류, 정비용 부품의 유통특성 과 완성
차 업계 및 순정부품 중심의 유통구조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기능 및 위
상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들
이 갖는 산업특성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지역특성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 유통집적지의 형성과정
과 답십리 부품상가의 내부 행위자인 판매점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국내
의 전반적인 부품판매업의 경향과 연구지역이 포함된 서울지역의 부품판
매업의 집적경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종로상가의 이전으로 형성된 답십

한 연구수행이 힘든 지역이었으며,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획득은 불가능한 상황이
었다.
3) 본 자료는 서울시 대행으로 설문조사를 담당하였던 ‘도시건축 집단 아름’에서 제공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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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품상가 갖는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고찰한다. 이를 기반으로
답십리 부품상가의 행위자인 부품판매점의 특성과 단체의 역할을 분석하
였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각종 문헌과 연구보고서 및 통계자
료, 신문자료가 사용되었다.
5장에서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점과 단체들이 형성하는 사회자
본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자본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1절에서는
사회자본 형성과정을 고찰하여 신뢰형성과정과 접근성 그리고 사회자본
의 도구로써 중개거래과정을 고찰한다. 2절에서는 1절의 내용을 기반으
로 사회자본의 유형을 정의한다. 그리고 Lin(1999)이 제시한 사회자본 모
델에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경제적 효과로
변환되는 과정을 밝히고, 산업집적지 내 사회자본의 역할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의 논의내용과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본 연구
가 갖는 학술적 의의와 본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
구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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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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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연구 및 분석틀
제1절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성
1. 사회자본의 개념과 형성과정
1980년대 전후에 등장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과학분야에
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지리학에서도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론 및 계량방법론이 설명하지 못한 사회·문
화·제도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설명
하려는 사회자본 개념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Bathelt and Glucker,
2003).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터였는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Bourdieu(1989)의 저서‘자본의 유형(The
Forms of Capital)’에서 사회자본을‘단체구성원 상호간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구성원 상호간에 제도화된 관계가 형성되
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 자원의 합’으로 정의하
였다. 한편, Putnam(1993)은 Bourdieu의 사회 자본 개념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사회자본을‘공동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로 개념화시켰다. Putnam의 사
회자본 정의에는 행위자의 네트워크 및 규범이 축적되어 경제적·정
치적 결과물을 낳는다는 두 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자본의 의의를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
고 경제적·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Putnam의 사회 자본 개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수평적 관계로
제한하였으나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까지 확장한 사회자본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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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성원 간 사회관계의 구조에 잠재된 특성이 반영되어 특정구조
내 행위자의 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Lin et al.(2001)
과 Grootaert and Van Bastelaer (2002)는 사회자본의 정의는 광범위
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자본이 포함하는 사회·정치
적·경제적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연구 역시 다양한
초점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사회자본의 본질이 경제 행위자
들과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에 참여하여 최종 결과물인 경제적 이
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림 2-1] 사회자본 형성과정의 모식도

사회자본이 사회구조 내부의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 내포된다는
측면에서 그 형성과정을 [그림 2-1]로 묘사하였다. 사회자본의 정의
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의 형성요인에 그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나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는 요인은 신뢰(trust), 규범(norms), 호혜성
(reciprocity)이며, 이들 간의 순환적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게 한다. 먼저, 신뢰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적어도 나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를
가지고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성신
제·이희열, 2007). 신뢰는‘특수한 신뢰(사적)’와‘보편적 신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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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분되는데(Putnam, 2000; Uslaner, 2002), 특수한 신뢰는
가족, 친구, 동료집단 등 좁은 범위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
고, 보편적 신뢰는 일정한 규범에 의해 타인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은 사회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 간 동의의 척도를 나타
내는 것이다(Coleman, 1990). 공식적 제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규범은
행위자의 특수적 관계보다는 보편적 신뢰를 형성시켜 집단 구성원
들의 호혜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호혜성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
범에 기반하며, 어떤 행위자를 통해 호의를 받은 상대방은 그 행위
자를 신뢰하게 되고 다시 호의를 되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나의 신뢰를 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호혜성은 신뢰가 형성된 구성
원들 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사회 네트워크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McLeod et al., 1999). 이처럼 신뢰·규범·호혜
성은 하나의 순환구조에 위치하면서 개별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사
회자본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순환구조는 네트워크의 질적 측면
으로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 참여 행위자들은 네트워크의 유형을
결정시킨다.

[그림 2-2] Lin의 사회자본 모델
출처: Lin(199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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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사회자본의 형성과정과 이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Lin(1999)이 모델화한 것이다. Lin은 모델에서 사회자본의 투자인 집
단자산(collective asset), 사회자본에 대한 접근과 동원과정, 사회자본
의 보상인 이익(returns) 3가지 단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회자본의
최종적인 결과물을 소유되지 않은 자원을 획득하는 도구적 행위와 이
미 소유한 자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현적 행위로 구분하였다
(Lin, 1986; 1990). 먼저, 집단자산은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 호혜성,
규범을 바탕으로 축적된 공공재적인 성격의 자산을 의미한다. 집단자
산은 사회자본에 투자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불평등한 구
조적·지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각 행위자들의 구조적·지위적
차이(부모배경, 경제력, 지역사회 등)가 집단자산의 형성과정에서 나
타나는 불평등을 가정하고 있다. 사회자본 논의에서‘지위의 강함 명
제(The Strength of Position Proposition)’는 최초의 지위가 더 높을
수록 그 행위자가 더 나은 사회자본을 접근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Lin et al., 2001).
따라서 사회자본의 형성단계인 집단자산에서 불평등한 시작점
(starting point)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동질성과
이질성으로 구분된다. 특히 동질적 상호작용은 행위자의 정서 및 자
원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호혜적 관계를 형성에 유리하다. 행위자들
의 유사한 사회·경제적 동질성4)은 상호간의 신뢰·규범을 형성시
키고 호혜성으로 이를 강화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접근성과 동원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회관계의 투자는 집단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
니라 행위자와 행위자간의 연줄망을 형성케 한다. 그 연줄망은 사회
네트워크이며, 사회 네트워크상의 위치가 사회자본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 내에 배태된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보유하였을 지라도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의 위치에 따라서 자원을 동원(mobilize)하는
4) 동일한 라이프스타일과 사회경제적 특징을 가진 개인 사이에서 사회관계가 보다 활발하
게 형성될 수 있다는 ‘나처럼 가설(like me hypothesis)’사회관계 형성에서 동질성의 역
할을 지적하고 있다(Meltzoff, 2013).

- 10 -

정도가 달라진다. 동원화는 사회자본과 이에 접근성을 갖고 있는 행
위자가 실제적 결과물로 변환되기 위해 행동하는 선택적 행위를 의
미한다. 선택적 행위는 자원의 교환과 공유라는 물질적 형태와 정보
및 지식의 교환과 공유라는 비물질적 형태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집단자산, 접근성, 동원화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사회자본의 최종적
인

결과물을

형성한다.

사회자본의

결과물인

보상은

도구적

(instrumental) 수단이 되어 부(wealth), 권력, 평판을 증진시키며 표
현적(expressive) 수단으로써 신체·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를 증진
시키게 된다(Lin, 2001).

2. 사회자본과 사회 네트워크의 유형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의‘연계’와 집단자산’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Esser, 2008; Portes, 2000). Esser(2008)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행위
자들 간의 연계와 집단자산으로 구분하여 [그림 2-3]과 같이 관계자본
(relational capital)과 시스템 자본(system capital)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3] Esser의 사회자본 구분
출처: Esser(2008)

관계자본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 상 집단자본
(collective asset)을 의미한다. 관계자본의 크기는 행위자 a가 속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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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에 속한 행위자들이 행위자 a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의지에 따라
달라지며, 행위자 집단A에 속한 구성원들의 수와 상호협력의 의지가
강할수록 관계적 자본이 증대된다. 관계자본을 보다 세분화하면 지
위자본(positional capital), 신뢰자본(trust capital), 책임자본(obligation
capital)으로 구분할 수 있다5). 관계자본은 네트워크의 범위와 강도
에 따라 그 유형이 결정된다. 지위자본은 네트워크상의 약한 연계
(weak tie)를 통해 성장하지만, 강한연계(strong tie)는 신뢰자본과 책
임자본을 증대시키는데 유리하다.
한편, 시스템 자본은 특정 개인에 의해 형성되고 소유되는 자본
이 아닌 집단의 효율적 통제를 목적으로 형성된 사회규범을 의미한
다. 따라서 시스템 자본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통제
(control)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호 합의된 신
뢰와 규범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행위를 제약하여, 기회주의적 행동
을 줄이고 구성원의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게 한다. 사회자본
이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하나의 무형(intangible)자
산이라는 점에서 사회자본은 커뮤니티의 특성 즉, 네트워크의 성격
에 따라서 자본의 양과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Portes, 2000).
결국, 사회 네트워크의 성격은 크게 폐쇄적 네트워크와 개방적 네
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기준은 개방성의 차이·네트워크 범
위·신뢰와 연계강도·지향성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네트
워크의 판단기준을 사회자본의 개방성, 네트워크 연계강도, 지향성
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네트워크의 개방도(openness)와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닫힌
구조와 좁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폐쇄적 네트워크가 집단
내의 신뢰, 규범, 권위, 지지 등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향상
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Coleman, 1988). 그러나 폐쇄적 네트워
5) 지위자본은 행위자의 계층적 지위가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며, 신뢰
자본은 네트워크 내 구성원 간의 신뢰정도에 따라 형성된다. 책임자본은 네트워크 내 구성
원 간의 상호호혜성(reciprocity)에 의해 형성된다(Ess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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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연계로 인하여 부정적 효과를 발
생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열린 구조와 넓은 네트워크 범위를
특징으로 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는 폐쇄적 네트워크와 달리 일반인
의 집단참여가 가능하기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구
성원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다. 그러나 개방적
네트워크 역시 폐쇄적 네트워크에 비해 네트워크의 범위는 넓으나
경제효율성과 구성원의 구속력이 낮다.
둘째, 집단 구성원들 간의 신뢰 및 연계강도에 따라 강한 연계
(strong ties)와 약한 연계(weak ties)로 나뉜다. 강한연계는 폐쇄적
네트워크에서 주로 나타나며, 약한 연계는 개방적 네트워크에서 나
타난다. 강한연계는 면대면 접촉과 오랜 신뢰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집단 구성원들의 최대효용과 생산적 관계 등 사회자본의 경제활동
의 강화를 설명하는데 보다 유리하다(Coleman, 1988). 반면, 약한 연
계는 낮은 접촉빈도와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약한 연계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잠재성이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주며, 구직시장에서
약한 연계가 강한연계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Burt, 1992; , 1973;
Lin et al., 2001).
셋째, 사회자본의 지향성에 따라 결속적(bonding) 네트워크와 교량
적(bridging) 네트워크로 구분된다.6) 결속적 네트워크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동종의 집단에서 형성되며 집단 내 구성원들과 물질
적·정서적 교환을 높여 사회자본의 동화(mobilization)을 강화시킨
다. 그러나 내부집단 구성원들과의 강화는 오히려 외부집단과의 단
절과 고착화(lock-in)를 발생시키며, 동질적인 내부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은 외부집단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제약한다(Cooke et al,
2005). 교량적 네트워크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하여 이질성(heterogeneity)이 높은 곳에서 나타난다. 구성원의
6)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로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 기준한다
(Putna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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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질성은 각 구성원을 연결하기 위한 교량적 성격의 사회자본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구성원들은 기존 집단 내의 사회자
본에 비해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쉽다. 그러나 그 관계
는 결속적 사회자본에 비해 얕고 상호의존성이 낮아 즉각적인 이익
과 동원이 발생하기 힘들다.

[표 2-1]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
구분

개방성과

신뢰 및 연계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범위

강도
높음
(Strong ties)

지향성
결속적
(Bonding)

낮음
(Weak ties)

교량적
(Bridging)

폐쇄적
네트워크

닫힘/좁음

개방적
네트워크

열림/넓음

종합해보면 각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폐쇄적·개방적 네트워크의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집단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사회 네트워
크의 유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사회 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
다. 그러나 네트워크 유형이 폐쇄적이라고 하여 개방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네트워크 유형은 행위자들의 집단특성
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모든 행위자의 네트워크 성격을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네트워크의 유형을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
인 속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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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집적지에서의 사회자본과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역할
1. 산업집적지에서 사회자본의 역할
산업집적지에 대한 경제지리학 내부의 연구초점은 거래비용과 집
적이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점에서 내부행위자인 기업이 갖고
있는 무형의 외부효과(intangible externalities) 또는 거래불가능한 상
호의존성(Storper, 1989; Storper, 1995)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경향은 산업집적지의 분석을 위한 문화·사회·제도 관점
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지리학은 사회학에서 출
발한‘사회자본’의 개념을 이용하여 산업집적 공간을 분석하게 되
었다. 하지만 사회학의 사회자본과 경제지리학에 도입된 사회자본의
특성은 서로 상이하다. [표 2-2]에 따르면, 경제지리학의 사회자본
관점은 깊은 신뢰에 기반한 집단 내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원과 정
보의 공유 및 교환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제로 바라보고 있
다. ‘시장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사회관계에 대한 투자’라는 사회

자본의 정의에 비춰볼 때 경제지리학의 사회자본도 동일한 결과로
바라볼 수 있다.

[표 2-2] 경제지리학과 사회학의 사회자본 성격비교
사회학의 사회자본

경제지리학의 사회자본

§
§

커뮤니티 발전과 통합의 근원
성숙사회를 위한 성장기제

§
§

약한 결속과 커뮤니티
전략적 제휴, 연합, 경쟁과 협력

§

윤리적 자원, 시민참여, 깊은 신뢰

§

자원과 정보의 공유 및 교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근원

§
§

집단 공통의 신뢰
암묵적 규범의 네트워크

§

노하우, 장소지식, 특화생산양식,
프론티어 정신

§

폐쇄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과 수행

출처: 남기범(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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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관점으로 산업집적지의 형성과정과 집적의 원동력을 고찰
하려는

사례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남기범,

2003;

김태우,

2004;

Molina-Morales, 2005; Molina-Morales et al., 2008; Valdaliso, 2011;
Power, 2013). 첨단 산업집적지 내 사회자본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
향과 사회자본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aldaliso(2011)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클러스
터를 사례로 연구함으로써 성공적인 하이테크 클러스터가 형성된
원인에 사회자본이 있음을 밝혔다. 사회자본은 신뢰는 관련 행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의 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려, 지식의
창조와 확산을 증대시킴을 확인하였다. Power(2013)는 아일랜드 더
블린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중국 베이징의 ICT산업을 통해 사회자본
을 형성시키려는 제도적 노력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두 지역 모
두에서 제도적 측면인 정부기관이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공간
의 형성은 사회자본을 증대시켜 지역 내 행위자들 간의 혁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각각 성격이 상이한
산업집적지를 비교·연구한 결과 사회자본의 성격이 집적공간의 성
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현됨을 지적하였다. 남기범(2003)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지향의 동대문 의류산업 집적지는 장소성에 근거한
신뢰형성과 협력이라는 상호의존적 커뮤니티를 발전기제의 중심으
로 한다. 반면에 첨단 부가가치 유형인 서울벤처벨리 지역은 비공식
적 모임을 통한 정보의 형성과 암묵지의 공유가 중심을 발전기제로
삼고 있다. 김태우(2004)는 전통적 산업지역인 제3이탈리아 지역과
첨단기술 산업지역인 실리콘 밸리에서 서로 상이한 형태의 사회자
본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제3이탈리아는 역사적 사회관계 중심의
경로의존적(path-dependency) 성격이 강하며, 반대로 실리콘밸리에서
는 혁신과 경쟁을 통한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로형성적
(path-formation) 사회자본이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사회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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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보다 강
조하고 있다.
산업집적지 내 사회자본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내 행위자들
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네트워크의 분석한 연구는 Molina-Morales
(2005)가 대표적이다. 행위자 중심의 사회자본 연구는 Crewe (1996),
Harrison(1991), Paniccia(2006), Russo(1997) 등은 산업집적공간이 제공하
는 중요한 함의가 집적경제를 넘어 커뮤니티 내 행위자들의 존재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
업집적지 내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암묵적 지식이 산업지역 내 경쟁
력과 성장가능성을 설명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Morales는 각 행위
자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유형에 초점을 맞춰 오늘날의 거대하고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과 어떤 유형의 사회자본 네트워크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네트워크를
관계적(relational)과 구조적(structural)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각각의
네트워크가 갖는 연계의 강도와 밀도와 더불어 이를 포괄적으로 관
리하는 지역기관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림 2-4] Morales의 이론적 틀
출처: Molina-Morales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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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연구대상인 스페인의 타일산업지구는 핵심 R&D시설 및 마
케팅 능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기
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간 연계 및
협력활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었다. 네트워크의 밀도·강도,
공동가치 및 규범의 공유정도에 따라서 핵심네트워크와 주변부 네
트워크가 기업의전문화와 지식교환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심
네트워크에 위치한 기업들이 주변부 네트워크에 위치한 기업들 보
다 높은 네트워크 밀도와 강도를 형성하여 노동력 이동과 정보공유
의 증가, 계약상의 유리함을 누린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 구성원들
이 공유하는 공동가치와 규범은 기업 간 호혜성(reciprocity)을 강화
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든
산업집적지의 사회자본이 약한 연계에 기반으로 한 혁신의 창출과
정만을 설명하는 기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둘러싼 산업 및
지역특성과 행위자까지 고려해야한다.

2.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역할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기초적 단위는 행위자로 시작된다. 행위자와
행위자간의 심리적/물질적 관계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
크가 복잡하고 상호연결적 구성을 갖게 되면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이다. 공간에 착근되어 있는 행위
자는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한 행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경제지리학에서도 경제공간 내 혁신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행위자들
간의 근접성(proximity)과 착근성(embeddedness)개념을 기반으로 고
찰하였다(Asheim, 2002; Wanzenbőck et al., 2014; Zucchella, 2006).
Granovetter(1985)의 착근성 개념은 사회자본의 기제 중 하나인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그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행위자들 간 신뢰형성은 면
대면 접촉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떨어진 행위자들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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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행위자들과 보다 쉽게 형성된다(Staber, 1996). 이
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행위자들 간의 신뢰형성이 글로벌 스케
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물리적 거리는 신뢰
형성을 촉진시키고 성장시키는 핵심기제이다. 한편, 근접성은 인지적·
조직적·사회적·제도적·지리적 근접성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지리
적 근접성은 행위자들의 연계를 발생시키는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른 근접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Bochma, 2005;
Mackinnon et al., 2002; Storper and Venables, 2004).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7)은 행위자들의 대면접촉의 증가, 암묵적 지식의 상호교환의 증
가, 혁신능력의 강화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사회자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착근성과 근접성을 내포하고 있으
나, 장소기반 사회자본은 이보다 더 강한 지역적·공간적 특성을 내
포하는 사회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장소기반 사회자본은 지역 내
커뮤니티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제로 바라보고 있다. 지역 사회내에서 사회자
본의 역할은 먼저, 주민들 간의 신뢰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내 상호
기대를 안정화시키고 집단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 후에, 지역사회
내 주민들을 안심시켜 주는 일종의 보험장치를 형성하고, 관련정보
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Spence, 2004). 사회자본의 형성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목적 등이 유사하기에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경제현상 및 산업집적지를 분석하는데 있어 장소기반 사
회자본은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에서 탈피하고, 사회·문화·제도적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경제공간상의 집적이 공간분업, 거래비
용, 규모·범위의 경제, 지역의 전문화 등의 논리로 설명하는데 한
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지역
의 역사 및 장소성에 바탕을 둔 지역의 문화와 장소적 이미지가 기
7) Asheim(2007)은 사회자본에 포함된 개념으로 상호작용, 네트워킹, 협력과 더불어 지리
적 근접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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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되어 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을 통해 한 지역의 산업군집
을 설명하게 되었다(남기범, 2001). 또한, 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관
계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고, 모든 행위자들의 관계는 오직 경제적
교환행위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경제학적 가정은 두 행위자 간의 경
제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자간의 직·간접적인 사회적 관계와 사회
구조를 배제하고 있다(박찬웅, 2000). 종합해보면, 장소기반 사회자본
은 특정 공간의 역사성을 설명하기 용이하고, 기존의 경제학적 가정
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형성된
혁신집적지보다는 전통적 산업집적 공간과 비 혁신지역을 설명하기
에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비 혁신지역의 국지화된 산업집적지에서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역
할을 고찰한 연구들은 지역 내 사회자본이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
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용창 외(2013)은 서울의 건어
물 전문시장인 중부시장을 사례로 특정장소에 기반을 둔 거래관계
가 집적경제의 원천임을 밝혔다. 중부시장에서는 지역상인들 간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된‘내부신용’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건어물 도매유통망이 다변화로 인해 중부시
장의 결절지 기능이 약화되었고, 건어물 거래방식이 내부신용 거래
에서 기리(きり)8)방식으로 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장소기반 사회
자본의 이점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 변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장호준(2011)은 중관촌의 IT제품 판매업을 사례로 유통산업 집적지
내에서 비시장적 신용거래관행이 유통산업공간의 원동력임을 밝히
고, 시장 및 산업구조 변화가 갖는 불확실성을 비 시장적 기제로 대
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관촌 지역의 자훠(扎貨)·다바이탸오(打白
條)9)’관행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을 둔 집적지 내 IT제품 상인들
8) 기리(きり)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해야만 하는 계약 관계적 개념으로
특정 물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약속한 기일에 현물과 대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일
컫는 말이다(김용창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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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무담보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자훠는 소규모 판매업자들
의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전략의 일환이며,
이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판매업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 시
장적 거래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철우 외(2003)은 대구 북성로 공구상가 집적지를 사례로 제도
및 물리적 환경이 낙후한 산업집적 공간이 유지되는 원인을 동종업
체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북성로 공구상가의 네트워크가 폐쇄적이고 강한 유
대라는 점에서 신뢰의 붕괴와 구성원들의 불화 등의 고착현상이 나
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써
개방성을 갖는 약한 유대 네트워크의 도입, 즉 느슨한 사회적 네트
워크의 구축을 통해 산업집적 공간의 고착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특
수성에 따라서 사회자본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다소 상이
하지만 산업집적 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을 제공한
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은 사회자본의
이점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자본이 시장환경의 불확실
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이외의 영
역인 산업특수성에 대한 해당산업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
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9) 자훠(扎貨)는 ‘상품을 묶는다’는 말로서 중관촌 특유의 은어이다.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건네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신용거래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바이탸오(打白條)는 느슨한 사업공동체 관계망 사이에서 발
행하는 비신용거래 증서인 바이탸오를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장호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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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동대문구 답십리 자동차 부품판매업을 대상으로
비 혁신 산업집적공간에서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주제 1은 산업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이
포함된 산업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하고, 자동차 부품판매업의
유통과정이 변화와 그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주제 2는 사회
자본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와 지역공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의 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해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 유형과 판매유형을 구분하였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주들에 대한 유형분류는 산업특성과 지역특성
모두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한다. 연구주제 3은 연구주제 1의
산업특성과 연구주제 2의 행위자 및 지역특성에 기반하여 답십리
부품상가의 장소기반 사회자본을 Lin(1999)이 제시한 사회자본 모델
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자본이 경제적 이익으로 변환
되는 단편적인 과정을 집단자산, 접근성, 동원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의 형성, 네트워크의 특성, 경제적 이익
으로 변환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연구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2-5]와 같다.

- 22 -

[그림 2-5]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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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비용 자동차부품산업과 유통특성
제1절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
1.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역사
1911년 국내에 자동차가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
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및 부품산
업은 단순 기계공업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주물과 가공하기 쉬운
부품공업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면
서 군용차의 폐 부속을 이용한 자동차 생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공업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은 1962년
새나라 자동차(주)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
닛산자동차의 블루버드를 반 분해품(Semi-Knock-Down) 방식으로 도입
하여 조립한 후‘새나라’라는 상표로 시판하면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정부는 한국형 고유모델의 개발정책을 1973년
에 수립하여 조립공장과 부품공업을 분리육성하는 정책인‘장기자
동차공업진흥계획’을 추진하였다(상공부, 1973).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은 공장 확장에 주력하였으며, 자동차부품업계에서는 시설근
대화와 부품국산화에 대폭 투자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1980년대 초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자동차 수요가 격감하였고, 부품산업도 불황으로
시설투자가 급감하였다. 1981년도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로 차종별
전문생산체제가 구축되어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는 승용차 생산
을 전담하였고, 기아자동차는 중소형 트럭을 독점생산하게 되었으나
5년 만에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는 해제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자동차수출과 내수시장의 성장을 기반으로 자동차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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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산업 모두 호황을 맞이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
한 성장을 하던 자동차 산업은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여파로 내수시장의 붕괴와 모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완성
차 업체의 구조재편이 나타났다.

[표 3-1] 1990년대 이후 한국 완성차 업체의 구조재편
구

분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10)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

일

시

매각 및 인수합병 기업

구조재편 후

1998.11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자동차그룹

2002.10

GM社(대우인천자동차)

한국GM

2003.04

영안모자社(대우버스)

자일대우버스

2004.02

인도 타타社(대우상용차)

타타대우 상용차

2005.01

중국 SAIC 그룹

2011.03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

(마힌드라社)
쌍용자동차

2000.04

프랑스 르노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자료: 자동차제작사 별 홈페이지

1990년대 이후, 국내의 완성차 업체 중에서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4곳의 업체가 모두 인수합병 또는 매각되었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
동차는 1998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합병하고 2000년 이후 모기업인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전문
그룹으로 분가하였다. 한편, 일부 완성차 업체인 삼성자동차, 대우자
동차, 쌍용자동차는 외국계 자본에 인수되었다. 인수된 업체들은 여
전히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4년 현재까지
도 국내 완성차 업체로 분류되고 있다.

10) 대우자동차는 1999년 모기업인 대우그룹 워크아웃 신청이후 대우자동차를 대우인천자
동차, 대우버스, 대우상용차로 분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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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부품과 부품생산업체의 특성
1) 자동차의 구성과 부품의 유형
자동차를 구성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들지
만 한국 표준산업분류기준(KSIC)에 따른 자동차 부품제조산업은 자동
차를 구성하는데 불가결한 자동차 전용부품(專用部品)의 생산만을 포
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자동차부품은 [그림 3-1]과 마
찬가지로 자동차가 운행에 필요한 부품들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이
없는 용품11)은 제외하였다.

[그림 3-1] 주요 자동차 부품의 구성
출처: Britannica Visual Dictionary

11) 여기서 언급한 ‘용품’은 자동차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용품을 포함하며, 와이퍼·
배터리와 같은 소모성 부품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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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은 구조, 목적, 공급경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의 구조는 크게 차체(body)와 섀시(chassis)로 구
분된다. 차체는 자동차의 기본 외형을 이루는 본체를 말하며 엔진룸
과 사람이 탑승하는 실내 및 화물 적재공간을 지칭한다. 한편 섀시는
자동차의 골조를 담당하고 바디 및 실내구성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
을 제외한 프레임, 동력전달계통과 서스펜션, 조향시스템, 브레이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체와 섀시가 자동차의 골격을 형성하고 자
동차 본원적 목적인 운행을 담당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engine)
과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운행하게 하는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는 진행방향을 변경하고 속도를 감소하는 장치로 구
성되어 있다. 둘째, 자동차 부품의 목적에 따라 신차생산을 위한 조
립용 자동차 부품과 사고 및 기능상 문제를 수리하기 위한 정비용
자동차부품으로 나뉜다. 셋째, 공급경로에 따라 순정부품, OEM부품,
비 순정부품, 재활용부품으로 나뉜다. 순정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
서 직접 제작한 전용부품을 의미하며, OEM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 부품제조업체에서 자동차 제조사와의 하청계약을 통해 생산한
부품을 말한다. 그리고 비 순정부품에는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없는
부품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부품과 OEM제조사
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가 아닌 자사의 상표로 유통하는 상품도
포함한다.12) 재활용부품은 순정·OEM·비 순정부품과는 달리 폐 자
동차의 중고부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부품이다.
재활용부품은 부품의 수리정도에 따라서 재사용부품, 재생부품, 재
제조부품으로 구분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복잡한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인 상신브레이크(2011년)과 유성기업(2007년)의 매출처 사례(그림
3-2)를 통해 자동차부품을 구분하였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완성차
12)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과 구별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에서 만들어낸 용어이며, 소비자들
에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류석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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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업체들과 하청계약을 통해 부품을 조달받고 있다. 매입처
상에서 현대·기아자동차, 타타·GM대우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
는 비율은 조립용 부품이며, 현대모비스 등 1차 티어(tier)의 부품업
체에 납품하는 비율이 순정부품과 OEM부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OES·A/S시판은 각 부품제조업체의 자체적인 브랜드로써 시장에 유
통되는 완성차 정비목적의 부품을 의미한다.

[그림 3-2] 상신브레이크(좌)와 유성기업(우)의 매출처 구분
주: OES는 생산자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Supplier)을 뜻함.
출처: 각 사 내부자료.

2) 자동차 부품업체의 현황 및 특성
국내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매출액, 규
모, 납품액 비중, 복수거래업체 비중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3-2]에서
연도별 자동차 부품업체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조립용(OEM)부품이
정비용(A/S)부품과 수출부품 매출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비용 부품의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조립용부품과 수출
품시장에 비교하면 그 시장규모는 작다. 이는 국내의 자동차부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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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성차 생산을 위한 조립용 부품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립용부품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완성차 생
산대수, 완성차 업체의 부품 외부조달 비율, 수입부품 사용비율 등이
있으며, 완성차 생산대수가 수요의 약 90%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정비용 부품은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와 직접적
인 상관성이 있음으로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정비
용 부품시장규모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출용 부품시장
은 완성차 업계의 해외진출로 인해 발생하며 수출용 자동차 조립용부
품 및 정비용부품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2] 자동차 부품유형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매출실적
조립용

정비용13)

전년대비
수출

합계

증감율

2009

342,236

20,533

82,689

445,458

-10.2

2010

440,794

26,448

121,285

588,527

32.1

2011

516,293

30,978

130,912

678,183

15.2

2012

519,732

31,184

199,443

750,359

10.6

2013

507,352

30,441

210,510

748,303

-0.3

주: 수출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MTI Code(742)이며, 자동차부품 실적에서 완성차
회사의 Spare Parts 수출과 KD(Knock-Down)수출을 제외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였다.

출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14 자동차산업 편람.

[표 3-3]은 지난 10년간 자동차부품업체의 규모별 업체수를 기록한
자료이다. 전체 부품제조업체의 수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업체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의 비중이 2004년에 비해
2013년에는 약 3배가 증가하였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비중은 점차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하는
13) 정비용은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실적으로 타이어, 배터리 등 별도의
유통구조를 가진 품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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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3년 기준 229곳의 대기
업 중 29개는 대기업에 속하며, 나머지 200곳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이인 중견기업14)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이들 중 61개사는 대규모
기업집단 및 완성차업계의 계열사에 해당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기업 중시의 하청

관계로 인하여 업체규모의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다.

[표 3-3] 지난 10년간 자동차부품업체 규모별 업체 수
(단위 : 개사)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2004
76
837
2005
86
836
2006
91
811
2007
95
806
2008
118
771
2009
118
792
2010
143
760
2011
185
714
2012
205(180)
682
2013
229(200)
669
주: ( )안의 숫자는 중견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합계
913
922
902
901
889
910
903
899
887
898

완성차 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부품업체들의 납품액 비율을 통해 완
성차 업체의 부품제조업체들에 대한 부품조달의 의존도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대우버스는2011년에
비해 2013년의 납품액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한편, 국GM, 르노삼성,
타타대우의 경우 납품액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위 업체들은 비 국
내자본업체들로서 모기업 자국을 중심으로 한 범 세계화적 부품조달
14) 중견기업의 기준: 종업원 300명 이상,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80억원 이하인 기업.
단,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매출액 1,500억원(3년 평균) 이상,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인 기업일 경우
바로 중견기업에 해당된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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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여 매출액 대비 납품액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국내 부
품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거래선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종속관계가 강해지고 있다.

[표 3-4] 완성차 업체 매출액 대비 부품제조업체의 납품액 비율
(단위 : 억원, %)

현대

기아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

대우
버스

타타
대우

매출액

427,741

277,423

150,680

49,816

27,731

4,168

7,635

납품액

223,289

173,237

76,595

21,507

14,828

3,028

3,809

비율

52.2%

62.4

50.8

43.2

53.5

72.6

49.9

매출액

431,624

280,079

159,497

36,552

28,638

4,057

8,239

납품액

228,578

174,812

78,697

15,247

16,479

2,231

3,688

비율

53.0

62.4

49.3

41.7

57.5

55.0

44.8

매출액

416,912

283,326

156,039

33,336

34,752

4,617

8,841

납품액

224,402

177,411

65,850

11,547

20,564

3,312

4,266

비율

53.8

62.6

42.2

34.6

59.2

71.7

48.3

구 분

20
11

20
12

20
13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 편람.

[표 3-5]는 국내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들 간의 복수거래 현황이
며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유통구조를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전체 부품업체의 48.4%가 한 곳의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거래업체수가 적을수록 납품구조는
폐쇄적인 형태를 갖게 되며, 부품업체로 하여금 완성차 업체에 종속
되게 된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거래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서는 완성차업체가 정점에 있
으며 그 뒤로 1차, 2차, 3차 부품업체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산업구조로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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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복수거래 업체 수
(단위 : 개사, %)

거래 완성차업체 수
구 분

합계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6개사

납품업체수

424

231

86

72

47

27

887

비율(%)

47.8

26.0

9.7

8.1

5.3

3.0

100.0

납품업체수

435

228

96

65

46

28

898

비율(%)

48.4

25.4

10.7

7.2

5.1

3.1

100.0

2012

2013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14 자동차산업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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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비용 자동차부품과 유통특성
1.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특성
국내의 정비용 자동차부품은 부품의 산업환경과 유통경로에 따라
다섯 가지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이의영, 2002; 오재건·신현승,
2005). 첫째, 부품종류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 자동차는 차종 당 약
20,000가지 이상의 부품들로 구성되며, 동일차종일지라도 모델, 엔진
사양, 옵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취급해야 하는 자
동차 부품의 양은 매우 방대하다. 둘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
나는 시장이다. 국내 A사의 경우, 2004년 현재 국내 정비용 부품으로
요구되는 품목은 50만 품목에 달하나, 월간 수요 품목은 평균 45,000
품목에 불과하여 재고보유 및 대기 운영 중인 재고 부품이 90%가 넘
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비용 부품을 만드는 것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많은 부품업체들이 완성품용 부품보다 소홀한 측면이 있다. 셋째, 정
비용 부품의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소모성부품을 제외
한 대부분의 부품은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혹은 부품의 마모 및 고장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예
측이 불가능하다. 넷째, 자동차 부품의 다양성과 수요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부품의 희소성이 발생한다. 불특정지역에서 다품종 극소량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 불균형 부품을 전국 유통망에 상시 재
고로 운영해야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자동차 부
품의 고장은 자동차 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이를 위해 부품공급이
긴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동차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
요한 이유는 ‘기능성 부품’의 고장이다. 기능성부품의 고장은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품이 긴박
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정비용 부품의 결품(out of stock)은 소비자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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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구조
정비용(A/S)부품의 유통은 정비용부품의 생산주체인 부품 생산업
체 및 완성차 업체가 자체 또는 위탁서비스 회사를 유통주체로 삼
아 직영사업장, 부품대리점, 대량소비자, 정비업체, 기타 부품 도소
매상의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일련
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정비용 부품은 일반적으로 부
품 생산업체 → 부품대리점 → 정비공장 → 소비자의 경로로 구성
되어 있다. 유통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 대리점은 매입규모
가 월 3천 만원 미만인 대리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 면
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구조는 부품의 구색화, 부품가격 유지,
재고유지, 소비자 및 시장정보제공, 위험분산 및 수급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불공정 거래행위, 소비자 불만가중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유통망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발달
되지 못하여 지역에 따라 저수요 부품에 대한 구매에 대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DIY:
Do It Yourself) 하는 정비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그 인프라 구축
이 형성되지 못하였다(이의영, 2002). 국내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부품 유통경로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용 자동차부품은 순정품, 비순정품, 중고/재활용품 등 부
품 별 생산업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통구조 역시 다르게 나
타난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정비용 부품은 생산시장, 유통시장, 정
비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오재건·신현승, 2005).
첫째, 정비용 부품의 생산시장은 주로 완성차 업체의 조립용(OEM)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정비용 부품을 생산한다. 조립용부품 대
비 정비용부품은 수익성이 낮아 부품생산업체들이 정비용부품의 생
산을 꺼려하며, 낮은 부품공용화(commonality)율은 취급품목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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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야기한다. 둘째, 정비용 부품의 유통시장은 완성차 업체 및
계열사 중심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정비용 부품공급은 순정
부품 대리점(총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비 순정부품은 자체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하거나 순정부품 대리점을 통한 불법적인 유통경로
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다. 이는 비 순정부품 및 재생부품·중고부품
에 대한 품질을 검증하는 공인기관이나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음
성적 거래가 발생한다. 셋째, 자동차 정비시장은 정비용 부품의 최
종 유통단계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의 딜러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차판매와 정비소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는 정비협력업체(그린서비
스, Q서비스 등)가 보증수리를 담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정비협력
업체는 순정부품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결국, 자동차 부품의 생
산·유통·정비시장 모두에서 완성차 업체 의 순정부품이 그 중심
에 위치하고 있고, A/S 네트워크를 통해 순정부품 사용빈도가 강화
되고 있다.

1) 순정부품의 유통구조
완성차 업체 및 그 하청업체에서 생산하는 정비용 부품을‘순정부
품(Genuine Parts)’으로 지칭한다. 순정부품의 유통은 완성차업체와
그 부품유통을 담당하는 계열사가 운영하는 고유의 유통구조를 따
르게 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과 비 순정부품간의 차이
를 부품의 품질차이로 생각하지만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으
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완성차 업체에 OEM 및 정비용 부
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할지라도 자사의 유통구조를 통해 부품을 유
통시킨다면 비 순정부품이 된다.15)
15) 현대·기아자동차 및 르노 삼성자동차에도 납품을 하는 ‘유성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에 OEM부품과 정비용(A/S)부품을 납품하면서도 자사의 메이커로도 정비용 부품을 유
통하지만, 전자는 ‘순정부품’으로 인식되고 후자의 경우 ‘비 순정부품’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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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정비용 부품유통구조

그리고 순정부품을 유통하는 부품대리점들은 특정 메이커 제품을
취급해야하는 특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완성차업체(갑)와 지정
부품판매점(을) 간에 작성되는 지정부품 판매점 계약서16)에 따르면
갑과 은 상호간 부품거래 약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거래질
서를 지키며, 실수요자 편의에 최소한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기여하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이의영, 2002).」 하
지만 다양한 부품을 보유하는 것이 부품판매점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정부품 판매점 계약을 무시한 채 타사의 부
품 및 비 순정부품을 판매함으로써 완성차 업체와 지정부품판매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비 순정부품의 유통구조
정비용 부품 중에서 비 순정부품은 중고자동차(혹은 폐차)로부터
공급되는 재생부품과 자동차부품업체가 만든 새 제품인 우량부품으
로 구성된다. 비 순정부품은 순정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소
비자들의 인식은‘비정상 부품’‘열등한 품질’으로 취급받는 것
이 현실이다(손용엽, 2002). 전체 정비용 부품시장의 20% 정도가 비
순정부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비 순정부품의 유통구조는 순정부품
에 비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비 순정부
16) 이의영, 2002의 부록 ‘자동차 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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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낮은 거래량, 복잡한 유통구조, 음성적 거래가 나타나는 원인
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세한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의 현실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의 규모로 자체적인
부품 유통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하청업체인 부품제
조업체에서는 생산한 부품에 대해 독자적 기술 및 특허권17)을 보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품유통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의 모듈화18)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
서 하위 벤더(vender)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부품을 유통하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둘째, 재생부품 및 중고부품의 유통이 제한적이다. 중고부품(used
parts)은 폐차로부터 회수된 부품을 정비하거나 재 도장을 하지 않
고 세척 및 간단한 점검만을 하여 유통하는 부품이다. 그리고 재생
부품(rebuilt parts)은 회수된 부품을 정비하거나 재도장하고 유통하
는 부품으로 마모된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여 재생시킨 부품을 의미
한다. 재생부품은 저렴한 부품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넓힘으로써
차량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부품의 재활
용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3년이 지난 중고엔진의 재
생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생부품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인증제도 또
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재생부품은 그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음성적인 유통구조로 판매되는 한계점을
갖게 된다.

17)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제31조 상의 제3자에 대한 부품의 제작
· 판매금지조항을 풀기 전에는 독자적 개발능력이 부족한 부품업체들은 독자적으로 판매
가능한 부품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이의영, 2002).
18) 모듈(Module)이란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결된 부품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모듈은
미리 설정된 인터페이스들을 활용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 생산, 조립될 수 있는 기능적
단위이며 자동차 산업의 모듈화는 수많은 부품들을 기능별로 하나의 복합부품단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금속노조 모듈화 프로젝트 연구팀, 200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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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경로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유통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3-4]와 같
다.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부품은 유통구조에 따라 순
정부품 또는 비 순정부품으로 유통된다. 특히, 부품생산업체에서 나
온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OEM망을 통해 완성차 업체로
공급되면 순정부품이 되며, OES망을 통해 자사메이커 부착하면 비
순정부품으로 구분된다. 비 순정부품으로 유통되는 부품들은 자사의
유통경로를19) 통해 정비용 부품소매점과 자사 공식대리점으로 시장
19) 비 순정부품을 자사 유통망을 활용하여 직접 판매하는 업체로는 만도, 상신브레이크,
대원강업, 삼성라디에이터, 우진공업, 코리아정공, 통일중공업, 평화산업, 평화 발레오, 유성
기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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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통된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대리점도 비 순정부품을 공장직영
또는 부품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정비업체 및 소비자에게 판매
하고 있다.
한편, 중고·재생부품의 정비용 부품의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순정부품의 기능과 역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 순정
부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의 재 제조
및 재생부품에 관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그 사용량이 저조하다.
그러나 최근 DIY사용자와 일부 정비업체에서 재활용부품 혹은 재생
부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부품은 장
안평 중고차 매매단지와 답십리 부품상가를 중심으로 음성적인 유
통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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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구조 변화
국내 자동차 정비용 부품유통구조 변화는 완성차 업체의 국내 부품
유통시장 독과점체제 형성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국내 자동차시장은
외제차의 비율20)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산차종이 국내시장의
86.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산 완성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
대·기아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라는 정비용 부품 유통을 전담하는
계열사를 설립하여 정비용 부품, 부품대리점 관리, 정비네트워크를 담
당하고 있다. 1985년 이전까지 정비용 부품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인
식과 관심이 부족하였으나, 완성차의 애프터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품 유통구조를 개선하였다. [표 3-6]은 1985년 이후의 정비
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의 시장변화를 통해 완성차 업계의 정비용자동차
부품시장에 대한 시각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1985년을
기점으로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을 새로운 수익시장으로 인식하였다.
1986년부터 완성차 업계는 순정부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A/S
서비스 공급망 및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비용 자동차부품
유통구조를 변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의
간접망 전환과 완성차 업체 중심의 정비 네트워크 형성이다. 기존의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공급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특히
답십리 지역은 전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모이는 결절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순정부품과 비 순정부품 모두를 취급하는 유일한 공간이
었던 답십리 부품상가는 부품생산업체와 지방 부품판매점의 가교 역할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과 물류시스
템의 정비됨에 따라 부품제조업체와 지방 부품판매점의 직거래 구조가
20)

[국내 자동차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산차
외제차

94.9
5.1

94.0
6.0

95.1
4.9

93.1
6.9

92.0
8.0

90.0
10.0

87.9
12.1

86.1
13.9

출처: KAMA/KA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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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고, 그 기능을 담당하던 답십리 부품상가의 입지는 줄어들었
다. 또한,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정비업체는 그 재량에 따라 정비용 부
품선정이 가능하였으나, 완성차 업체의 정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비
순정부품의 조달이 순정부품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순정품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의 시장환경의 변화
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도매업의 경쟁력이 약화시켜 정비용 부품의 결
절지 역할이 이전에 비해 쇠퇴하게 된 계기였다.

[표 3-6] 1985년 이후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의 시장변화
구분

Maker 부품사업 운영

부품 유통 시장

순정품
시장
규모

▪ OEM 생산위주
‘85년 ▪ 법규차원 A/S 부품 공급

▪ 시판품, 시중품 위주 시장 형성
▪ 장안평 A/S부품의 메카 역할

710억

이전 ▪ 현대/기아 순정품 직영망

▪ 순정품 대리점 거점수 취약

(85년)

- 20여 개(대도시 위주)
‘86년

▪ A/S 기능 확대
- 책임공급 강화

~
- 직영망 확대 : 80여개
‘96년
▪ 대리점 확대
▪ 메이커 A/S 정책 변화
- 직영 → 간접망
‘99년 - 자사 정비협력업체로
이후
전체 정비수요의 28%
▪ 책임공급 기반 위에 매출

- 대리점의 비품사용 일반화
▪ 순정품 대 비순정품 경쟁시장
- 순정품 공급망 확대
- 대리점 순정품 사용율 50%수준
▪ 장안평 기능 약화 움직임

8,000
억
(97년)

▪ 순정품 시장장악(지재권 활용 )
- 전제품 타각, 의장등록,

1조

시장단속 확대
▪ 품목지원센터를 통한 시판업체

5,000
억

흡수

(03년)

확대 중점
▪ 메이커 A/S정책 변화
- 간접망의 프랜차이즈화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
- 사고율 감소, 일일 주행거리 감소

1조

‘05년 - 정비분야를 수익사업으로 - 재제조 부품 법제화

7,000

이후

억
(07년)

변화
▪ 책임공급 기반 하
수익확대 중점

▪ 사법기관 체벌약화로 시판품
증가세
- 시판품, 시중품, 수입품 점진적증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9,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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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입지강화와 순정부품 중
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첫째, 마케팅 및 물류조직의 역할 강화이다. 순정부품의 안정성 홍
보하고 비 순정부품 판매점을 흡수하여 순정부품판매점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완성차 중심의 부품판매점의 확대는 전국에 위치한
부품판매점으로 부품을 공급을 가능케 하고, 추가적인 유통구조 단
계인‘품목지원센터21)’를 신설하여 책임기반 물품공급구조를 강화
한다. 둘째, 순정품 선호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정비협력업체들의
순정부품 사용을 강화하고 광고 및 대중매체를 통한 고객들의 순정
부품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하고자 한다. 더불어 순정부품의 지속적
인 타각22)을 통해 비 순정부품의 순정품 모방을 근절시키며, 시판업
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보수용 자동차부품 시장개입은 제조업자가 유통업
자를 지배하는 수직적 제한행위로 바라볼 수 있다. 수직적 제한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거나 다른 제조업자와 거
래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23)를 강요하거나 유통업자가
특정한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신혁승, 2007).

다시

말해, 자동차 부품판매점들은 대표적인 전매점제를 채택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전매점제는 브랜드를 확립한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의 대체브랜드 판매를 금지한다. 소비자는 대체브
랜드의 존재를 모르고, 게다가 판매자도 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브랜드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Nariu Tatsuhiko, 1994)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21) 품목지원센터는 현대모비스에 있는 추가적인 유통단계로서 자사의 부품대리점만을 대
상으로 하는 특수부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22)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메이커를 제품에 새기는 것으로 유사부품과의 구별을 목적으로 한다.
23) 배타조건부거래: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
을 공급하지 않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자기 이외의 경쟁사
업자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을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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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경우 국내 완성차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
에 있으며 이와 같은 시장지배력을 자회사인 현대모비스가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에서 현대모비스의 시장지
배력은 거대한 자금력과 판매망을 통해 제조기업과 1차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자체 부품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답십리 부품상가의 도매상들은 유통경로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
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였던 도매상들의 부
품거래 시장이 축소되거나 그 경쟁력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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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3장에서는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의 산업배경인 국내 자동차 부
품산업의 특성과 정비용 자동차부품 특성 및 유통구조 변화를 고찰
하였다. 먼저,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은 대기업인 완성차 업계의
하청업체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의 규
모, 매출액 대비 납품액 비율, 복수거래업체 등 자동차 부품산업 통
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완성차 업계 중심의 폐쇄적이고 수직적
산업구조가 관찰되었다. 한편,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특성은 부품의
다양성, 부품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부품의 수요 예측의 어려움,
희소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정비용 부품의 판매점
은 소비자의 다양한 부품 수요와 부품 공급의 문제 등으로 불확실
성과 재고관리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더불어 1985년 이후 완성
차 업계는 정비용 부품시장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정
비용 부품대리점 망과 물류제도를 정비하였고, 정비네트워크를 확충
하여 순정부품의 이미지 제고 및 사용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산업구
조의 변화는 보수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결절지 위치에 해당하는 답
십리 부품상가 영향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은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특성은 자동차 부품
판매점들의 판매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3장에서는 자동차부품의 생산구조와 정비용 자동차부품
의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정비용 자동
차부품산업의 집적지가 형성을 살펴보고, 답십리 부품상가의 경제행
위자인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의 특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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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비용 자동차부품 유통집적지와
답십리 부품상가의 형성
제1절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업의 지리적 분포
국내에 형성된 자동차 정비용부품판매업의 밀집지역은 서울 답십
리 부품상가, 서울 영등포 기계상가, 부산 자동차부품 유통단지, 대
구 자동차부품골목(남산동), 광주 자동차거리(신안동) 등 크게 다섯
곳을 꼽을 수 있다. 다만 대구와 광주의 경우 집단 상가라기보다는
특화거리이며, 그 업종 역시 자동차 튜닝과 자동차 용품점이 주를 이
룬다는 점에서 정비용 자동차부품 집적지로 보기 힘들다. 부산의 경
우 집단상가를 형성하고 있으나,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물류창
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영등포 지역도 정비용 자동차부
품업체와 타 산업의 부품업이 혼재된 기계상가라는 점에서 답십리
부품상가가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상가이자 유일한 정비용 자동차부
품을 주된 상품으로 다루는 전문상가로 볼 수 있다.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의 지역별 분포는 [그림4-1]과 같다. 경기
도(3,545개)와 서울특별시(3,149개)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부산, 경

남, 대구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판매는 국내 자동
차 보유대수, 자동차사고율이 가장 중요한 수요인자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손용엽, 2002)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보유대수24)가 많
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부품판매점이 가장 많이 분포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은 대부분 신품
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중고품 및 재생부품의 판매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4) 시·도별 자동차 보유대수는 경기도(3,831,871대), 서울특별시(3,504,681대), 부산광
역시 (1,243,921)의 순서대로 많았다(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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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국 시·도별 자동차부품(신품, 중고품) 판매점 현황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2012).

전국적인 부품판매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순정부품 판매
점의 위치데이터를 ArcGis 10.1의 커널밀도추정법(Kernel Density)을
활용하여 순정부품판매점의 집적경향을 [그림 4-2]로 살펴보았다. 비
순정부품판매점은 순정부품업체들에 비해 업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단위의 위치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하지
만 비 순정부품판매점의 입지가 순정부품 판매점과 유사하기 때문
에 순정부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의 입지경
향을 이해할 수 있다. 순정부품판매점의 지리적 분포는 [그림 4-1]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경기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순정부품판매점이 광역시 및 주요도시를 중심
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이 갖고
있는 고차위재화(higher order goods)의 특성이 판매점 입지결정에 반
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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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국 시·군구별 순정부품판매점의 분포
자료 : 완성차 업체 각사 홈페이지

전국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점의 지리적 분포와 더불어 입지계수
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의 집적을 확인하였
다. [표 4-1]의 부품판매점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분석
한 결과 동대문구는 입지계수가 1을 넘는 1.78로써 다른 지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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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으로 특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는 답
십리 1동·2동에 걸쳐있는 답십리 부품상가를 포함하여 전체 716개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순정부품 79개)가 집적해있다. 한편, 동대
문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입지계수가 1보다 작아 지역 내 자동차
부품판매업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수요
요인인 인구나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역적 분포를 설명할 뿐이며, 지
역 내부에서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집적하는 경향이 있다.

[표 4-1] 서울시 순정부품판매점의 입지와 부품판매업 LQ지수
구별

LQ지수

점포 수

구별

LQ지수

점포 수

강남구

0.596

12

서대문구

0.079

3

강동구

0.244

11

서초구

0.559

13

강북구

0.107

3

성동구

0.764

17

강서구

0.445

15

성북구

0.137

6

관악구

0.153

7

송파구

0.377

18

광진구

0.191

4

양천구

0.324

16

구로구

0.245

6

영등포구

0.568

21

금천구

0.219

11

용산구

0.21

6

노원구

0.121

4

은평구

0.151

5

도봉구

0.144

9

종로구

0.0091

2

동대문구

1.78

78

중구

0.267

1

동작구

0.084

3

중랑구

0.245

9

마포구

0.237

12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12). 국내 자동차제조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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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답십리 부품상가의 형성과정 및 업체특성
1.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의 형성배경
국내에서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업이 가장 많이 집적한 곳은 서
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부품상가이다. 하지만 정비용 자동차
부품판매점의 집적지가 처음부터 답십리지역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
국내자동차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 말
까지 자동차 부품판매점들은 종로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종로 지
역은 조선시대의 상업의 중심지였던 육주비전이 있던 곳으로 현재
의 을지로 3가까지 뻗쳐 있을 때 청계천 인근은 장꾼들이 말을 매
어두던 곳이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카바이드를 생산하던 공
장들이 모이게 되었고 종로지역은 6.25 사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부품 판매점들이 집적하는 장소가 되었다. 당시 이곳은 의정
부, 동두천 쪽에서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지나가는 군용차량을 대상으로 한 부속품의 거래가 유리하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9.28 수복 이후부터 을지로 2가로 경기여객, 강원여객 등의 운수·
여객업체들이 형성되었고 종로 5가 한일극장 앞에서도 시발택시회
사가 몰리면서‘종로상가’의 자동차 부품판매 입지여건은 매우 좋
았다. ‘종로상가’는 약 1.5km에 늘어선 부품상점들이 모여 있었
고, 보통 2.5평에서 5평정도의 상점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이
지역의 영세하고 낙후한 외관과는 다르게 차종과 취급하는 부문에
따라 구역별로 엄격히 전문화가 된 지역이었다. 을지로 입정동쪽은
타이어, 그 맞은편은 8톤 이상의 트럭과 중장비용 부품상점, 청계천
쪽은 엔진의 연소장치, 배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화 상가가 형
성되었다. 청계천을 건너가 관수동에는 컴프레셔·모터 등의 기계
류, 장사동에는 배터리· 스타트 모터 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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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상가의 부품업체들은 각지의 운수업체 및 대기업 및 정부기관
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여 1,000∼2,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
로 거래규모가 상당하였다. 한편, 종로상가는 종로지역과 을지로·
동대문시장·용산·영등포까지 이어지는 일대의 기계류 판매점 및
관련 산업체들과 밀접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강우원, 1994).
“도시가 번창하면 상권은 확산된다. 심한 지각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문득 어제의 상가는 없어지고 새로운 연합상대가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그 세력판도의 분화현상에도 불구하고 동화작용만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된
다. 초록은 동색 이른바 전문연쇄가 끼리끼리 소리없이 그 장세를 넓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근대 상권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종로
상가일대를 비롯해서 을지로, 청계천, 그리고 신문물을 내걸었던 진고개의
명동상권에 이르기까지 그 세속과 구조는 해가 다르게 큰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 경향신문, 1976. 11. 11일자

1970년대 후반부터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역에서 나타나는
집적불이익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는 도심 내부의 불필요한 상업기
능을 외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세우게 된다. 도시공간에서
초현대적인 것과 전 근대적인 것이 혼재되기 시작하면 도시공간의
성격이 이질적으로 변화한다. 도심성격의 분리는 기능적으로도 불필
요한 기능이 입지시키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발생을 유발시킨다
(노춘희, 1989). [표 4-2]은 1980년대 서울시 도심부적격 업종선정결
과를 부적격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본 연구대상인 자동차 부
품판매업의 경우 장래 도심적격기능에 위배되는 정책적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자동차부품 판매업은 도심의 집중, 전국단위의 상
권, 도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부문 모두에 해당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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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1980년대 서울시 도심부적격 업종 선정결과
선정기준

부적격 활동

도심 집중을 야기

섬유/의류제조,

건축자재 판매

시키는 활동

섬유/의류판매,

인쇄, 전기/전자

섬유/의류제조,

섬유/의류판매

도시권이나 전국을
상권으로 하는 활동
도매상을 판매대상
으로 하는 활동

섬유/의류제조
비닐/포장재 판매기능
원자재판매

철재가공/판매
지물판매, 인쇄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수리
장래 도심적격 기능
에 위배되는 활동

기계공구의 제작/수리, 철재가공/판매
고물하치장, 화공약품판매, 원자재 가공
섬유/의류제조, 비닐/포장재 제조판매
자동차 부품 판매, 건축자재 판매

출처: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6, 도심부적격기능과 시설 재정비계획의 구상

“원래 종로상가가 물류공간이 부족해서 도로에서 물건을 내리고 하다보니 교통체
증이 일어나고 지저분한 인상을 주던 곳 …… 국가에서 올림픽 등 국제경기를 유
치하면서 종로상가 같은 국가이미지에 나쁜 지역들을 도시 밖으로 이전하려고 했
었어.”
- 종로상가 출신 L씨.

한편, 종로상가가 답십리로 이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서울시의
시대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종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판매점의 밀집은 서
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종로상가의 이
전이 국제경기를 위한 일종의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의해 이전되었
다. 결국, 동대문구 답십리 부품상가의 형성은 종로상가의 도심부적
격 업종선정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의한 결정이라는 행정당국의
결정이 주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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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상가는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통해 현재의 답십리·장안평
지역으로 강제 이전하였다. 서울시는 상가이전을 위해 토지보상비 7
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 지역에 2개의 아동공원과 10∼
20m의 중간도로망, 10개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6,360평의 부지에 현
대식 상가빌딩 건립 후 부품업체들의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현재의 답십리 부품상가는 1981년 집단상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
다. 1981년 답십리 부품상가를 개장이후 초기 2~3년간은 종로상가와
답십리 부품상가를 오가면 부품거래가 나타났다. 부품판매점의 규모
와 경쟁력에 따라서 차별적 이동형태가 나타나면서 종로상가에서
답십리부품상가로 완전 이전이 나타난 것이 아닌 순차적 이동과정
을 거치게 되었다. 중계거래 및 상가내부 부품구매의 의존도가 업체
들은 주력업체들의 이동에 따라 이전하였고, 독립적인 부품공급을
받는 업체들은 자의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당시 지방 부품업체들이 답십리 부품업체들과 거래했던 이유는 정비용 부품을
염가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의 유통망이 전국으로 형
성된 이후부터 순정부품은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비 순정부품만 답십리를 이
용하는데 예전에 비해 주문량이 많이 줄었죠.”
- 지방 부품대리점 업주 K씨.

1985년도까지는 순정부품대리점의 숫자가 부족하였고, 완성차 업
체들도 정비용부품의 전국 유통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답
십리 부품상가가 완성차 업체를 대신하여 정비용 부품유통의 주요
결절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부터 완성차 업체 자
사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부품공급을 시작하면서부터
답십리부품상가의 주요 고객인 지방업체와의 거래가 점차 감소하였
다. 순정부품 및 비 순정부품의 내수판매가 줄어들고, 자동차부품산
업의 발달(부품 품질의 향상, 자동차 사고율의 감소, 주행거리의 감
소, 승용차 비율의 증가)은 부품판매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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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인 승용차 보유율의 증가로 인해 정비용
부품판매업의 중심지 기능은 유지하였다. 2000년을 전후로 답십리
부품상가는 기존의 내수판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구조를 형성
하였다. 완성차 업계의 해외진출과 중고차 해외판매가 증가하면서
정비용 부품판매업의 새로운 수요처로 등장하였다. 현재 답십리 부
품상가는 순정부품 및 비 순정부품의 도매시장의 역할과 함께 수출
용 부품이 거래되는 무역업의 성격도 함께 나타나는 공간으로 성장
하였다.

2. 답십리 부품상가 현황
1) 답십리부품상가의 지역범위와 현황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7번
지 일대에 위치한 중앙상가(가·나·다·라동)와 인근 상권을 포함
한다. 부품상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유통하는 도소매점이 밀집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유사업종들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주변상권은 업계 종사자들이 마동과 바동으로 칭하는
지역은 현대시장과 두산위브아파트를 경계로 하며 중앙상가 나·
다·라동의 맞은편 지역을 마동, 라동의 뒤쪽에 위치한 지역이 바동
으로 구분한다. 위 지역은 정비용 자동차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
차 정비업체, 부품수리 및 재생업체와 자동차용품판매점이 밀집해있
다. 중앙상가와 달리 마동과 바동에는 중앙상가에 비해 수출부품 및
비 순정부품 취급업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답
십리 부품상가 주변에 위치한 장안동 중고차시장에도 중고차 정비
용 부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25~30곳의 부품판매점이 위치해 있다.
답십리부품상가는 중앙상가와 주변상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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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27,294㎡의 규모에 약 620개 업체가 집적되어있다. 상가 내 상주
인구는 약 5,000명, 유동인구 3,000명, 일일 물동량 2,000톤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SASCA, 2010).

[그림 4-3]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상점분포도

[그림 4-4]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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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은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의 업종특성에 따른 입지분포
를 지도화한 것이다. 중앙상가에는 신품 자동차 정비용 부품을 판매
하는 순정부품 업체와 비 순정부품업체들이 입점해 있으며, 마동과
바동에는 정비용 부품판매점들과 더불어 용품 및 부품수리업체들이
입지해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국내의 자동차 수리용부품의 유통구
조가 순정부품 중심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비 순정부품업체의 입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비 순정부품판매점의 비
율이 높은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첫째, 1980년
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 업계가 전체 정비용 부품을 유통시
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 그 빈자리를 비 순정부품판매점이
대체하였다. 둘째, 부품업체들이 순정부품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이며, 순정부품판매점의 유통망이 포화단계에 이르면서
추가적인 창업이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2) 답십리 부품상가 관련 단체의 성격과 목적
답십리 부품상가 관련 주요 단체는 크게 자동차부품 연합회와 서
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SASCA)을 들 수 있다. 위 두 곳의 단
체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경제활동의 증진과 사업 환경의 개선이라
는 공통점25)을 갖고 있으나, 단체의 형성배경과 설립목적에서 그 차
이점이 있다. 자동차 부품연합회는 1977년 6월에 결성되었으며, 단
체설립의 목적은 종로상가에서 답십리 부품상가로 이전하는 과정에
서 서울시와 상가이익을 대변할 단체설립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
었다. 한편,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SASCA)은 2003년 1월에
조직되었다. 1981년 답십리 지역에 정비용 자동차부품 상가가 형성
된 이후 주변지역으로 부품판매점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포함하는
25) 자동차 부품연합회의 회장과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동일인물로
구성하고 있으며, 부품연합회의 회장이 조합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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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판매업을 대표성을 갖는 단체설립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하였다.
SASCA가 출범하게 된 배경을 자동차부품연합회에서 찾을 수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형성된 지 35년이 넘어가면서 자동차부품연합회
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자동차부품연합회에는 부품상가 점포소유자
및 영업업주들이 참가하며, 과거에는 대부분의 점포소유자가 영업업
주들이었으나 지금은 상가소유자가 외부인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부품판매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그 성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표 4-3] 답십리 부품상가의 구성단체 성격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

자동차부품 연합회

2003년 1월

1977년 6월
부품상가 관리유지

설립일
주요목적

Ÿ
Ÿ

단지 및 공동시설 조성
구성원 조정 및 민원해결

가입조건

Ÿ
Ÿ

자동차 부품판매업(신품) 종사
서울특별시 입점업체

Ÿ
Ÿ

부품상가 입점업체
부품상가 점포소유자

지역범위

동대문구 답십리·장안동 일대

답십리 부품상가 중앙상가

회원현황

260업체

742점포 318명

자료: 설문조사 및 인터뷰

[그림 4-5]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 조합원 현황(2011~14)
자료: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SASCA) 내부문건.

- 56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원의 가
입현황인 [그림 4-5]에 따르면 2014년도에 협동조합 참여업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SASCA의 소장과의 인터뷰에 따
르면 최근 조합원의 증가는 서울시의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조합중심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혜택
을 누리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합에 참여하는 업
체들의 대부분이 완성차 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 참
여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답십리 부품상가는 자동차 부품연합회와
SASCA 두 곳의 단체를 통해, 상가발전과 영업환경의 개선을 도모하
고 있다. 자동차부품연합회는 상가 시설물관리를 담당하며, SASCA
는 부품판매업종의 대표단체로서 조합 구성원간의 조정 및 완성차
업계와의 분쟁해결,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와의 제도적 개선을 담당하
고 있다.

3. 답십리 부품상가의 경제행위자 특성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업의 집적과 사회자본을 파악하기 위
해 부품판매업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43개의 설문조사 결과와
전·현직 자동차부품연합회 및 SASCA의 회장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17건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서울시에
서 답십리 부품상가 현대화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26) 결과
(139건)를 본 연구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
회자본을 분석하기 위해, 상가 내부의 행위자들에 대한 특성을 고찰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 특성과 업체별 유형을 근거해
답십리 부품상가의 행위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26) 2014년 8월 서울특별시는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답십리 부
품상가를 대상으로 14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시건축집단 아름」에서 제공받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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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십리 부품상가의 행위자 특성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업주 특성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체의 설립지역, 현 업체의 창업주의 유형, 부품판매업 종사경력을
통해 구분하였다.

[그림 4-6] 업주특성(최초 업체설립지역, 창업주 유형)
자료: 설문조사

답십리 부품상가를 구성하는 업체들의 74%이상이 답십리 지역에
서 업체를 설립하였으나, 21%의 업체들은 과거 종로상가에서 위치
한 업체들로써 창업이후 답십리로 이전한 유형들이었다. 그러나 심
층인터뷰에서는 종로지역에서 직원생활을 통해 경험을 쌓고, 그 이
후 답십리에서 창업한 유형이 많았다. 이들은 답십리에서 최초로 창
업한 업체들일지라도 종로상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업체들 또는 같
은 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업주들은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최초 창업주의 74%가 현업에 종사
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부모님이나 친척관계를 통해 업
체를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용 부품판매업의 특성
상 그 거래처의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기 힘들며, 업체의 재고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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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에 처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폐업보다는 인척관계를 통한
점포승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품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지식이 풍부해야하며, 판매처와의 네트워크, 물류비용
및 충분한 부품대금을 보유하여야만 안정적인 업체승계가 가능하다.
현재 답십리 부품상가의 최초 창업주들은 점차 은퇴하는 추세이며,
현직에 남아 있는 업주들 또한 업체를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가족
들 또는 직원들에게 업체승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표 4-4] 답십리 부품상가 업주별 세대구분
구 분
1세대

2세대

3세대

창업연도

출신지역

1965~1982

1984~2000

2000년 이후

종로상가

답십리

답십리

특징
Ÿ

종로상가 업주 및 종업원 출신

Ÿ

순정부품업체 및 대형차 부품업종

Ÿ
Ÿ

실무에서 은퇴 및 은퇴준비 세대
부품상가 협동조합 임원진 비율이 높음

Ÿ

부모세대에서 승계받은 업체 비율이 높음

Ÿ

종합부품의 취급성격이 강함(다분야)

Ÿ

수출업 종사비율이 높음(외국어/IT능력)

Ÿ

특수부품의 취급성격이 강함(특정분야)

자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답십리 부품상가는 업체 창업연도와 출신지역 및 업주특성을 통해
3세대의 유형으로 나뉘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답십리 부품상가
를 구성하는 1세대는 종로상가에서 답십리로 이전을 경험하였던 세
대이고, 해당업종에서 평균 36년 이상 경력을 갖춘 업주들이었다. 1
세대들은 종로상가에서 업체운영 및 경험을 쌓은 후 답십리 부품상
가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유형이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1세대들은
종로상가 출신들이 많아서 부품판매점의 유형 또한 대형차종을 취
급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1960~80년대까지 국내의 승용차 보급률이
낮았으며, 자동차 부품의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장비 및 운수차
량 등 대형차종이 승용차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부품교체율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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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업주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승계받은 업주들 또는 종로상
가에서 직원생활을 경험한 업주들이 창업한 업체들로 볼 수 있다.
현재 2세대 업주들은 답십리 부품상가를 이끄는 세대이며, 이에 따
라 자동차 부품연합회 및 SASCA에서 회장직·임원진으로 활발히 활
동하고 있었다. 2세대 업주들의 특징은 업체를 승계 받거나 해당업
종의 경험은 안정적인 부품판매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였다. 안정적
인 매출액과 업체규모는 새로운 라이센스 획득에 유리하여, 다른 세
대에 비해 종합부품점의 성격이 강하다.
3세대 업주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신
규창업을 한 세대이며 이들은 주로 외국인 바이어와의 계약을 체결
한 이후에 상가내부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외국으로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1세대와 2세대까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네
트워크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로서 완성차 업계의 정비네트워크 구축
시기와 맞물려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을 창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
았다. 하지만 3세대들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경로가 포화
된 상태에서 부품판매점을 창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심층인터뷰에
서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주들은 창업을 위한 조건으로 사업아이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세대들에게 있어 희소성 있는 아이템과 기존
업체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으로 정비용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3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이 갖추지 못한
외국어 실력 및 IT통신 능력을 기반으로 수입부품 중개업과 수출부
품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판매업은 창업비용이 상당히 큰
업종이지만 그 중에서도 부품중개업과 수출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
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특히 수출업의 경우에는 재고부품의 보유에
따른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손쉬운 창업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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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십리 부품상가의 판매점 및 부품판매 특성

1981년 답십리 부품상가가 형성된 이후 타 지역의 부품업체가 이
전하거나 신규창업이 증가하면서 부품판매점들의 집적이 강화되었
다. 답십리 부품상가에 다수의 부품판매점이 집적하는 요인은 동종
부품업체의 집적과 제품판매의 유리함으로 볼 수 있다. 답십리 부품
상가에는 부품판매점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및 방문자들이
다른 업체의 판매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답십리 부품상가
의 주요 소비자유형이 개별차종과 단순구매형식을 따르는 일반 소
비자들이 아닌 관련 업계종사자들이 다품종·대량 구매방식을 취하
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손쉬운 부품판매가 가능하였다.

[표 4-5] 답십리 부품상가 입지요인 (N=43, 복수응답)
구 분

업체 수

비율

부품업체의 집적

33

32.6%

제품판매의 유리함

25

24.7%

교통 및 물류의 편의성

13

12.8%

낮은 분양가 및 임대료

12

11.8%

방문의 편의성(주차공간)

10

9.9%

익숙한 지역사회

5

4.9%

기타

2

1.9%

풍부한 인적자원
자료: 설문조사

1

0.9%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교통여건과 물류시설은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답십리부품상가는 일일 평균 정비용 부품 유통
량이 약 2,000톤에 달하며, 부품판매처의 위치가 수도권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물품을 배달하는 것보다는 화물 및 택
배사 등 물류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27)
27)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점들은 화물 및 택배업체(현대택배, 경동화물, 천일택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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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답십리 부품상가에는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주변 업체들
이 많기 때문에 그 경쟁이 심한 곳이다. 따라서 동종의 부품판매점
들에 비해 자신의 업체가 갖는 경쟁력을 알아보았다. 대다수의 업체
들이 부품판매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해당업종
의 풍부한 경험과 재고보유량이었다. 자동차 부품이 각 대당 2~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종별·연차별로 들어가는 부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해도 없이 부품을 판매하고
고객을 상대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부품판매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품의 재고보유능력이 판매에 결정적 요인으
로 작용한다.

[표 4-6] 부품판매점의 경쟁력 (N=43, 복수응답)
업체 수

비율

재고보유량

구 분

29

23.8%

해당업종의 풍부한 경험

25

20.5%

저렴한 부품가격

21

17.3%

신속한 부품공급

19

15.5%

다양한 부품의 보유

18

14.8%

다양한 거래관계

8

6.6%

2

1.5%

기타
자료: 설문조사

“부품판매 노하우는 다른게 없어요. 부품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도 잘 파
는 거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부품 파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
고 생각해요. 고객이 주문한 부품만 봐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부품을 빨리 공급해야 할지 아닐지 우리가 알고 대응하니까 고객들이 다른
업체보다는 우리집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 H사 부품대리점 전국 1호점. 업주 L씨.

퀵서비스 업체(버스터미널을 통한 물품배송)를 부품판매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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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점들의 판매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취급부품의 유형과 판매지역, 소비자 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4-7]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품판매점별 취급부품은 순정부품(65%)이 비
순정부품(3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비 순정부품판매점들
또한 순정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재구매하여 판매한 결과이다.28) 답
십리 부품상가에 순정부품판매점보다 비 순정부품판매점의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시장이 완성차 업체 중
심으로 형성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업주 S씨의
인터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7] 업체별 완성차 취급부품 유형 (N=43, 복수응답)
업체 수

비율

현대·기아

구 분

24

36.5%

기타(비순정부품)

23

35.0%

쌍용

7

10.5%

르노삼성

6

9.0%

쉐보레

6

9.0%

자료: 설문조사

“내가 비록 르노삼성 부품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지만, 르노의 물건만 판매
해서는 장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도매업자로써 지방에 많은 곳과 거래
하는 데 그들이 필요한건 르노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GM 등 다양한 업체
들의 부품을 요구하니 타사의 물건을 보유할 수밖에 없지요.”
- 르노 순정부품업체, 업주 S씨.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이 1개의 순정부품 라이센스와 비 순정
부품판매를 겸하고 있다. 부품판매점들이 2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취
득하는 이유는 취급품목의 확대가 업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
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품판매점이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28) 설문업체 43곳 중 순정부품 직영대리점은 13곳이며, 순정부품 대리점에서 부품을 구입
하여 재판매를 하는 업체 14곳이며, 전혀 구입하지 않는 업체는 16곳이다(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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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의 담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매출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업체들은 라이센스 취득업체들로부터 부
품을 구매하여 재판매를 하게 된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주요 부품판매지역과 소비자의 유형을 정리하
면 [그림 4-7]과 같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주요판매지역은 상가내부
와 인근의 장안평 중고차시장을 포함하는 거래활동이 약 3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전역(지방), 수도권, 해외지역, 서울권 순서
로 그 비중이 높았다. 한편,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소비자들은 전
체 50% 이상이 동종 부품업체들이었다. 이는 답십리 부품상가가 소
매업보다는 업체와 업체간 거래가 나타나는 도매업 중심의 유통결
절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정비업체, 일반소매
유형의 거래에 비해 수출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역할이 인근지역에 정비용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 아닌
내수와 수출용 정비용 부품을 공급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그림 4-7] 답십리 부품상가 주요 판매지역과 소비자 유형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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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4장에서는 정비용 자동차부품 유통집적지로서 답십리 부품상가의
형성과정과 그 내부를 구성하는 대표단체 및 내부 경제행위자의 특
성을 고찰하였다.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의 입지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권에 몰려 있으며, 지역내부에서도 부품판매점은 군집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입지분포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고차위
재화 특성 및 업체 간 연계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도 5
곳의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 밀집지역이 있으나 답십리 부품상가
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상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거나 특화거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 지역에 부품판매업이 집적된 이유는 답십리 부품
상가의 전신(前身)인 종로상가의 이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종로상가는 정비용 자동
차 부품판매업의 집적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종로
상가는 도심의 변화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심부적격 업종으로
퇴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종로상가 출신 업주들은 서울시가‘86 아
시안게임’과‘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종로상가의
낙후한 미관이 이유로 종로상가를 이전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종로상가가 답십리 지역으로 이전한 1981년부터 현재까지 35년여
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의 집적지의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상가의 내부를 구성하
고 있는 구성단체와 부품판매점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구성단체는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

(SASCA)와 자동차부품연합회가 있다.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참여자
구성은 다소 상이하나, 답십리 부품상가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상가
발전과 시장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특히, 완성
차 업계와의 부품판매점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합원을 대표하

- 65 -

여 SASCA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응집력이 높게 나타
났다.
내부 행위자로서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은 업주별 세대구분을
통해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1세대로 대표되는 업주들은 종로상가
를 경험한 세대로써 순정부품업체 및 대형차 부품에 주로 종사하면
서 현재 실무에서 은퇴단계에 있다. 2세대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
동중인 업주들이며, 부모세대로부터 승계받은 업체비율이 높은 종합
부품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3세대는 2000년대 이후에 창업하
여 수출업 종사비율이 높으며 특수부품을 주로 취급한다. 각 세대별
특성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1세대에서 3
세까지의 변화상은 대형차종과 상용차 중심의 종로상가에 뿌리를
둔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업계 중심의 순정부품판매점으로 편입되었
고 2세대들은 이를 이어받아 종합부품점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 이
후 답십리 부품상가의 정비용부품 유통기능이 줄어들었지만 수출부
품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에 참여하는 3세대들은 수출 중심의 부품판
매점 설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개별 부품판매점의 판매특성에
따라 업체 간 연계비율 및 부품판매지역과 소비자의 유형은 차별적
이었다. 전반적으로 답십리 부품상가는 동종 부품업체들 간의 판매
비율이 높고, 지역 범위에서도 답십리 내부의 거래활동이 가장 활발
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답십리 부품상가가 단순히 소매점의 역할이
아닌 부품도매업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
다. 5장에서는 답십리 부품상가 내 사회자본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
하고, 사회자본이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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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 특성과 역할
제1절 답십리 부품상가의 집단자산 형성
본 장에서는 답십리 부품상가에 동종업체들이 영위하는 사회자본
과 그 사회자본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밝히기 위해 집단자산,
접근성, 동원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절에서는 답십
리 부품상가에 위치한 동종의 정비용자동차 부품판매점들이 집단자
산을 형성화는 과정을 업체 간 신뢰형성으로 고찰한다.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의 특성은 본문의 3장을 통해 살펴보았듯
이 완성차 업계의 유통구조 변화와 정비용부품의 유통특성에 기인
한다. 국내 자동차 정비용부품은 순정부품 중심의 시장구조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부품의 종류, 수요 공급의 불일치, 희소성 부품의 유
무, 부품 조달의 신속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비용 부품을 판매하
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부품수요를 예측하여, 부품의 종류와 재고품
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수요에 비해 부품판매점들이
갖춰놓을 수 있는 재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품판매점에게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에서 나타나는
부품판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품을 공급을
위한 자동차 부품제조사의 라이센스 획득이 필요하다. 부품제조사의
라이센스 획득은 부품판매점의 자본금도 중요하지만 일정량 이상의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품제조사들
은 부품판매점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그러나 국
내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점의 85.8%(통계청, 2006)가 1~4인 규모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복수의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어려운 규모를
갖고 있다. 정비용 부품판매업은 소비자 수요의 다양성과 라이센스
획득이 어려운 산업환경에서도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에서는 이
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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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들은 업체 간 연계를 근간으로 하는 상호호혜적인 거래관계
를 형성하여 취급범위 이외의 부품판매와 대형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이는 부품판매점들의 지리적 집적과 상호 호혜적 거래관계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이 갖고 있는 한
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답십리 부품상가의 신뢰형성과정은 업체 간 거래관계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십리 부품상가
의 전체 부품판매 고객의 49.9%가 동종업체이며, 그 지역 역시
29.5%가 답십리 내부에서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업체 간 거래관계가
중요시 된다. 또한, 업체 간 상품거래는 그 규모 및 금액이 크고, 부
품판매가 현금화로 전환되는 시간상의 이유로 대금결제의 수단은
어음지불(payment of a bill)방식으로 진행된다. 부품판매점들은 어음
을 결제수단으로 받아줌으로써 구매자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보여
주어 부품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상호 호혜적 강도를 증진시키고 있
었다.
[표 5-1] 신뢰형성 결정요인 평가기준 (N=43, 복수응답)
구 분
대금납기일의 준수여부
거래액 및 거래업체 수
거래처의 평판
거래기간
개인적 친분
가까운 거리
기타

업체 수

비율

41
33
23
20
8
1
1

32.3%
26.0%
18.3%
15.8%
6.2%
0.7%
0.7%

자료: 설문조사

신뢰형성 결정요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5-1]과 같이 나
타난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거래
이후 ‘부품대급 납기여부’ 즉, 상인들 간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거래액 및 거래업체 수, 거래처의 평판 순으로 신뢰

- 68 -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 업체의 평판이나 거래처 수는 거래업체
로 하여금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인식하고 그 신뢰도 역
시 상승하게 된다. 반면, ‘개인적 친분’과 ‘가까운 거리’는 낮
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국지적 공간에서 면대면 접촉은 상호간
의 신뢰형성을 촉진하지만(Storper and Venables, 2004) 본 설문에서
‘가까운 거리’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이미 답십리 부품상가라는 동
일한 국지적 공간범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개인적 친분과
신뢰형성의 관계에서는 개인적 친분이 자영업자의 신뢰관계를 향상
시킨다는 주장(이성균, 2006)도 있지만 신뢰형성이 거래관계를 중심
으로 평가되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특성에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 나랑 잘 알고 친했던 사람들도 거래관계에서는 사람이 달라지죠. 각 자
사정이 있겠지만 친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없지 않
죠. 그러면 친했던 사이기에 더욱 수금하기가 어려워요.”
- D부품판매점 업주 S씨.

“나는 주로 특수부품만 취급하는데 다른 부품문의도 나한테 많이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잘 아는 부품점,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추천해주죠.
뜨내기 손님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부품 가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비싼 가게 소개시켜주면 그 고객이 다시는 우리가게 안 찾아오지.”
– S부품판매점 업주 L씨.

업체 간 형성된 신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기존에 형성된 신뢰관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품판매점들은 상가 내 평판(reputation)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고객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부품업체를 소개시
켜 준다는 S부품판매점 업주와의 인터뷰는 반복적 거래관계에서 현
재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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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tation effect)의 사례로 볼 수 있다. Ktreps(1990)는 이기적 행
위자들도 자신의 장기적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을 통해 기회주의적
으로 행동하지 않고 협동적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성신제·이
희열, 2007). 이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잦은 거래관계와 다양한 거래
네트워크는 일시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품판매점의 행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규범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규범은 업체 간 지속적인 신뢰관
계의 원동력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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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답십리 부품상가의 접근성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나타나는 업체 간 중개거래29) 및 협력관계는
부품판매점들의 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업체성격과 업
주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답십리 부품상가
의 접근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네트워크를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각 네트워크가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의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답십리 부품상가 공식 네트워크

답십리 부품상가에 존재하는 공식 네트워크는 크게 2가지로 구분
된다. 자동차부품연합회와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과 같은
답십리 부품상가 대표단체와 현대모비스, 르노삼성 등의 완성차 업
계 중심의 부품판매점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 중심의
부품판매점 네트워크는 답십리 부품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그
목적 역시 친목도모와 본사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자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2] 참여하는 단체나 조직 (N=43, 복수응답)
업체 수

비율

자동차 부품연합회

구 분

32

74.4%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

27

62.7%

기타(각 완성차 부품대리점 단체 )

8

18.6%

참여단체 없음

3

6.9%

자료: 설문조사
29)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물품을 전달의 의미로 사용되는 중계(中繼)가 아닌 물품 전달
이외의 부수적 업무가 동반하거나 중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중개(仲介)가 답십
리 부품상가 내 부품업체들의 판매활동에 보다 적절하기에 중개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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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네트워크에서 부품판매업의 네트워크가 완성차 업체 대리점
네트워크보다 높은 참여가 나타나는 이유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
품판매점들이 비 순정부품 취급업체가 많고, 한편으로는 비 순정부
품 업체들의 기업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순정
부품판매점의 기업네트워크는 비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별 모임을
통해 업주들의 친목도모를 중심으로 의례적인데 반해 답십리 부품
상가네트워크는 매월 1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상가현안을 다루는
측면이 있어 부품업체들의 참여가 높았다.

[표 5-3] 단체 및 조직 참여이유 (N=43, 복수응답)
구 분
판매 및 시장상황 정보의 공유
관련업종 업체들과 인맥형성
불이익 발생시 공동대응
업체 홍보효과
부품의 공동구매
생산품의 공동판매
자료: 설문조사

업체 수

비율

33
32
22
8
1
0

34.4%
33.4%
22.8%
8.3%
1.1%
0.0%

[표 5-3]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공식 네트워크인 자동차부품연합회
와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에 참여목적을 분석하였다. 공식
적 네트워크에서는 업계의 시장상황 정보공유 및 인맥형성과 더불
어 불이익 발생 시 공동대응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출부
품과 관련한 완성차 업계의 소송과 불이익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부품판매점이 완성차 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
로서 공식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
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소속으로 완성차 업체와
의 분쟁을 담당하고 있어 답십리 외부의 부품판매점들도 가입이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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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 부품상가의 공식 네트워크는 정보교류의 공간을 제공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는 집단 응집력
(group cohesiveness)을 강화하여 구성원들 간의 연결망을 강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2. 답십리 부품상가 비공식 네트워크
답십리 부품상가에 입지한 업체들로 구성된 비공식 네트워크는 친목
도모 중심으로 업주들의 모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3명 중에서 37명(86%)은 답십리 부품상가 업주들과 사교적 성격의 모
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비공식 네트워크의 유형과 목적이 상이하여 네
트워크별 특성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비공
식 네트워크 유형은 부품판매업의 유사성, 연령대, 친목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의 대표적 사례로서 답십리 부품상가 全임원
이자 H상사의 대표 P씨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위의 3가지 유형에 맞
춰 확인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 H상사 P씨의 비공식 네트워크 사례
유형

명칭

연배

명○회

Ÿ
Ÿ

동년배 업주들로 구성된 모임
암묵지의 전파가 용이함

취미
활동

청○회

Ÿ
Ÿ

동종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골프모임
사교활동 중심의 친목도모가 강함

Ÿ
Ÿ

대형차종을 중심으로 한 부품업체들의 모임
중개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남

업종
영○회
유사성
자료: 심층인터뷰

특징

명○회는 동년배의 답십리 부품상가 업주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부
품판매 특성은 서로 상이하나 해당 지역에서 지내온 친분으로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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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된 모임이다. 명○회에서는 구성원간의 경쟁요인이 낮아 암묵지
(tacit knowledge)의 전파가 용이하였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나타나
는 암묵지의 특성은 주로 시장정보의 공유이며, 거래처의 확보와 부
품구입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악성 거래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청○회는 답십리 부품상가 종사자들의 골프
모임으로, 사교활동 중심의 모임이며, 영○회는 업종의 유사성이나
주요 거래처 업주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두 모임 모두 명○회에 비
해 암묵적 지식이 공유되는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부품산업의 업계
동향이나 시장환경 등 형식적 지식의 공유는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
러나 청○회에 비해 영○회는 주요 거래처들로 구성된 모임인 만큼
단순한 정보교환 보다는 업체 간 신뢰강화의 성격이 강하며, 대금지
불 등의 사업관련 논의를 통해 대금결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특
징이 나타났다. 이처럼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주들은 각기 다른 목적
으로 비공식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복수
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내가 부품상가에 있을 때 S업체에서 영업상무를 할 때, 직접 부품공장 관계
자와 가까워서 부품을 싸게 공급받기도 하였고, 친한 친구에게 도산한 업체
정보를 줘서 그 친구가 재고부품을 싸게 구입해서 이익을 봤지.”
- 全 S부품업체 영업상무.

“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부품대금을 지연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미 업체는 파산했
더라고 … 다른 부품업체들도 이 업체한테 받을 부품 값이 수 천 만원이었지. 정
보를 미리 알던 업체들은 내주던 부품도 안내줬더라고. 나도 알았으면 외상 안 줬
지.”
- T 부품업체 G업주.

종합해보면,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나타나는 공식 네트워크와 비공
식 네트워크 모두 답십리 부품상가의 동종업계 종사자들과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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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공통점으로 한다. 개인들 간의 암묵지의 전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리적 근접성(Desrochers, 1999)이 답십리 부품상가
라는 지역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지리적 근접성이 제공하는 업주들
의 면대면 접촉은 상호신뢰관계를 증진시켜(Storper and Venables,
2004) 업체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였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교환되
는 암묵지는 지식(knowledge)라기보다는 사업정보(business information)
에 가까운 것이지만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을 가능케 하는 핵
심 사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업체 간 신뢰형성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주요 거래활동인 중개거래
를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3. 답십리 부품상가의 네트워크 특성
사회자본은 사회 네트워크에 배태된(embedded) 자본이며, 행위자
들이 사회자본의 강화를 위한 상호작용활동과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것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다(Lin, 1999). 따라서 사회 네트워크의
성격은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특성인 구조적·지위적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네트워크의 유형
과 그 기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였다(Anheier and Kendall, 2002; Coleman, 1993; Granovetter,
1973; Inglehart, 1999; Putnam, 1993).
본 연구에서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 네트워크를 고찰하기 위해
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집단 및 각각의 부품판매점을ㅇ 중심으
로 네트워크 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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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십리 부품상가의 네트워크 특성
폐쇄적(closed) 및 개방적(opened) 네트워크는 참여구성원의 이해관
계에 따라 달라진다. 개방적 네트워크는 구성원의 보편적인 인간의
신뢰와 규범을 중요시하며, 일반인의 참여가 쉽다. 반면, 폐쇄적 네
트워크는 특정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참여가 쉽지 않다.
답십리 부품상가 역시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 등의 조직과
특정범위에서 발생하는 동질적(homogeneous) 행위자들 간의 거래관
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영위하는 폐쇄적 성격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이
다. 답십리 부품상가에 입지한 부품판매점들의 공통목적은 정비용 자
동차부품의 판매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하
고 집단 효율성을 추구하는 폐쇄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정비용 자동
차 부품판매업은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산업특성을 갖고 있
다. 정비용 자동차부품판매업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품매입비용
과 부품판매망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창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Granovetter(1973)는 강한 연계와 약한 연계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강도의 차이는 네트워크의 밀접성, 빈도, 진실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네트워크의 강도는 다시 말하면 행위주체 간의 유대관
계이며, 유대가 강할수록 접근된 사회자본이 표현적 행위의 성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Lin, 1999). 답십리 부품상가
의 사회 네트워크는 폐쇄적 네트워크의 형태이기에 약한 연계보다
는 강한연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조이다.30) 약한 연계가 더 나은
사회자본으로 접근 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답십리 부
품상가는 생산업종도 아니고 혁신이 경제행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한 연계가 제공하는 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30) Coleman(1990)은 의무의 강도가 평균보다 높은 사회를 폐쇄적 집단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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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한연계가 경제행위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인다. 답십리 부품
상가에서도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중개거래 행위는
경제행위자의 행동경향에 대한 불확실성(대금납기일, 부품의 품질)을
감소시킨다(성신제·이희열, 2007).
결속적(bonding) 네트워크와 교량적(bridging) 네트워크는 내부지향
과 외부지향에 의해 결정된다. 결속적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간의 결
속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며, 교량적 네트워크는 외부행위자들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는 결속적 네트워크와 교
량적 네트워크 모두 존재한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공식 네트워크로
써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은 완성차 업계의 횡포와 법적
제제에 대항하면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집단 응집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공식 네트워크도 내부 행위자들 간의 친목과
정보교류가 중심이기에 결속적 네트워크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결
속적 네트워크는 높은 질적 정보 및 암묵적 지식의 교환을 가능케
하고 동반관계에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키는 장
점을 제공한다(Uzzi, 1996). 반면, 답십리 부품상가의 교량적 네트워
크는 외부집단이 제공하는 정보나 혁신제공하지 않지만 상가 내부
의 다른 집단에서 공유되는 반복(redundant)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 내부에서 다양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네트워크의 다리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며, 이들
은 더 나은 사회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Lin,
1992). 특히, 답십리 부품상가 외부에 위치한 정비용 자동차 부품판
매점들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도매점의 성
격이나 수출용 부품의 판매비율은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과 교류하는 것은 다양한 부품
의 수급하는데 있어 편리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답십리 부품상가
의 업체들 역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의 업체들과의 거래는 불
편 또는 부담이 되지만 새로운 거래처 정보를 탐색을 가능하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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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답십리 부품상가의 교량적 네트워크
역시 부품판매점들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답십리 부품상가
이외의 업체들과 교류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처 정보에 접근하는 능
력을 가능케 한다.

2) 답십리 부품상가의 집단별 네트워크 특성
답십리 부품상가의 네트워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식·비공
식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집단의
특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식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자동차부품연
합회와 서울자동차 부품판매업 협동조합(SASCA)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동차부품연합회는 그 가입조건이 답십리부품
상가의 중앙상가의 점포를 갖고 있거나 그곳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들 보다 까다롭다. 그리고 자동
차 부품연합회의 답십리 부품상가의 대표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
는 추세이다. 하지만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오랫동안 영업한 업체들
은 대부분 중앙상가에서 영업을 하였고, 대부분의 업주들이 1세대
혹은 2세대라는 점에서 종로상가라는 출신이라는 강한 유대감은 엄
격한 질서체계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질서체계는 부품
판매점들

간의

상부상조(相扶相助)를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SASCA는 서울권에 위치한 부품판매점들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 가입조건이 자동차 부품연합회에 비해 개방적이다. 하지만
SASCA에 가입한 업체들은 대부분 답십리 부품상가에 위치한 업체
또는 답십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경향은 SASCA 또한 자동차부품연합회와 동일한 구성원들이 참여
할 수 있지만 중앙상가 이외의 상권에 입지한 업체들이 참여가 가
능하다. 현재 SASCA는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중앙상가와 주변상권의
업체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공식적인 단체이며, 정례적인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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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상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ASCA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공식적
인 의견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반면 암묵지 성격의 정보교환은
자동차부품연합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비공식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모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모임들은 취급품목의 유사성, 연령, 취미활동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영업하는 업체들 간의 신뢰와 친분이 가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취미활동의 경우 업주들은 주로 골프모임의 형태로 진행중이며, 이
에 참가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었다. 그러나 연령과 취급품목의
유사성에 기인한 비공식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가입조건
이 필요했다. 특히, 연령의 경우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업주들 간에
친분과 더불어 특정 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까지 포함하기 때문
에 새로운 업주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그리고 취급품목의 유사성은
연령이나 취미활동과는 달리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
으며, 이들은 수년간의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은 거래관계상에서 자신의 이익과 보다
연결되는 업체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의 참여가 불가
능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답십리 부품상가의 비공식 네트워크에서는 각 모임에 따라
서 상이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었다. 먼저 취미활동의 경우 참여인원
이 가장 많고, 1세대부터 3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품상가 내부의 평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
연령에 따른 동년배들 간의 모임에서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친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원들간의 상호호혜성이 높은 성격
을 보였다. 그리고 취급품목의 유사성은 동종업종에서도 자신이 직
접판매하는 부품과 관련있는 업주들간의 모임이기에 다른 모임들에
비해 가장 실질적인 사업정보가 오가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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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 동원화
사회자본을 개인 및 집단 스케일에서 분석한 Coleman(1988)은 사
회자본이 기술집약적 산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을 넘어 소매업과 판
매업에도 긍정적 기능을 제공함을 밝혔다. 특히, 판매업종인 뉴욕
유대인 다이아몬드보석상과 카이로의 상인들의 사회자본 사례는 답
십리 부품상가에 의미하는 바가 깊다.
“뉴욕 유대인 다이아몬드 보석상들은 거래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다이아
몬드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주고받는다.”…“ 카이로의 상인들은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주변상인들과의 교환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자신을
찾은 고객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상인들 간의 신뢰 및 협력행위 역시 상
승시킨다(Coleman, 1988).”

Lorenzen(2007)은 사회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행위자와 행위자 사
이의 관계를 보지 않는 것은 사회자본의 핵심을 놓치는 것으로 지적
하였고, Williamson(2000)은 사회자본이 경제적 조정(co-ordination) 행
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이 어떤 방식을 통해 동원화가
되며 그 결과로 사회자본이 이익(returns)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답십리 부품상가의 중개거래 특성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 간 연계는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기
반으로 한 상품의 연계이다. 소비자의 수요를 한 업체의 능력으로는 대응
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종업체와의 거래 및 연계를 이용하는 중개거래가
나타난다. 답십리 부품상가 내에서 발생하는 중개거래를 살펴보기 위해
全 자동차부품연합 회장이자 H상사 대표 P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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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답십리 부품상가의 중개거래 모식도

[그림 5-1]은 H상사의 주요 부품판매 경로를 통해 답십리 부품상
가의 중개거래를 모식화한 것이다. H상사가 대형자동차 및 상용차
부품의 전문화 경향으로 주거래 업체들 대부분이 대형차 부품과 관
련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모식도를 통해 중개거래에서 나타
나는 3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선으로 표시된 일방적 거
래관계는 주로 부품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B글로벌의 업주는
자체부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더불어 비 순정부품 총판점을 같이 운
영하면서 B社 부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부품시장에서
중개거래보다는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며,
취급부품 외 부품에 대해서는 업체 간 연계를 선호하였다. 한편, O
상사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레미콘
회사 및 운수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에 B 글로벌과는 정반대의 입장
에 있다. 부품판매점들 간의 거래관계에서 부품업체의 전문성과 라
이센스의 유무는 거래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답십리 부품상가의 중개거래 모식도에서 나타난 업체 간 부품
중개과정에서 부품의 희소성은 다른 부품업체들과의 판매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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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의 우위를 점하게 한다. 정비용 부품판매점들은 대형/중형/
소형 등 차종의 구분과 더불어 부품취급품목(e.g. 피스톤, 라이너, 브
레이크 등)등이 부품의 희소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품판매점의 취급
부품 특성과 유통경로 상의 위치가 중개거래의 네트워크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업체 유형에 따라 중개거래의 선호도가 달라진다.31) 순정부
품업체와 비 순정부품업체의 유형에 따라 중개거래의 선호도는 달
라진다. [그림 5-1]에서 순정부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H상사와
D상사 두 곳이다. 그러나 H상사가 업체 간 연계를 보다 더 활발히
하는 이유는 국내 자동차 판매점유율이 높은 현대자동차 부품대리
점이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대리점은 자사의 라이센스를
통하여 모든 부품을 단시간 내에 완성차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중개거래가 보다 활발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순정부품판매
점이 비 순정부품판매점보다 더 많은 중개거래를 보다 선호하였다.
비 순정부품판매점은 특수부품판매점 또는 독점거래처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종합부품점을 대상으로 한 부품판매를 선호한다.
셋째, 업체 간 중개거래가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활발하게 발생하
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감소에 있다. [그림 5-1]에 위치한 7곳의 부품
판매점은 장기간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거래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구성원들과의 거래는 일반 소매자와 거래량이 적은 업체들과
는 부품판매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희소성을 갖는
부품 즉, 물량이 적어 구하기 어려운 부품의 판매와 외상 및 어음결
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위 모식도의 업체들은 외상거래를 기반으
로 담보와 보증 없이 60~90일의 어음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설문
31)
구 분
① 재고품만 판매함
② 중개거래를 함

[업체 유형별 중개거래 선호도]
순정부품
17.6%
82.3%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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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순정부품
48.1%
51.8%

조사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고정거래업체에게 소매가 대비 평균 15%
할인된 가격으로 부품을 판매하며, 83%의 업체가 외상 및 어음결제
를 이용하였다.
업체 간 중개거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표 5-5]와 같이
나타난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부품 중 자신이 취
급하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부품을 대상으로 다른 업체로 소개 또는
연계해주는 활동이 중개거래이다. 저렴한 가격과 자사 거래업체가
중개거래를 발생시키는 주요 연계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5] 중개거래 연계결정 요인 (N=43, 복수응답)
구 분
귀사와 거래하는 업체
저렴한 가격
개인적 친분
부품업 종사경력(전문성)
가까운 거리
부품상가 내 평판

업체 수

비율

30
26
19
13
11
8

28.0%
24.3%
17.7%
12.0%
10.5%
7.5%

자료: 설문조사

즉, 신뢰관계의 강화 및 유지하는 경향이 중개거래에서도 나타났
다. 저렴한 가격은 부품의 질적 차이가 거의 없는 시장환경 속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저렴한 가격과 신뢰검증이 끝난 업
체를 소개시켜 소비자와의 신뢰도를 높인다. 더불어 자사와 거래하
는 업체에게도 호혜적(reciprocal)행동을 함으로써 업체 간 신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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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거래 중심의 새로운 시장 개척
답십리 부품상가는 3장에서 설명한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변화
로 인해 1986년부터 국내 전 지역의 부품유통 결절지 기능은 지속
적으로 쇠퇴하였다. 따라서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점들의 주요
거래처인 지방 부품판매점들과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 중고차의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정비용
부품의 수출판매를 구입을 위해 외국인 바이어들이 답십리부품상가
방문이 급증하였다. 이는 답십리 부품상가가 정비용 자동차 부품의
수출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5-2] 최근 10년간 중고차 수출 현황
주: 2007년 수출액이 집계누락됨. 관세청 신고기준임.
자료 : 사단법인 한국중고차수출조합.

[그림 5-2]은 최근 10년간 중고차 수출현황으로 199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중고차 수출의 성장이 눈에 띈다. 2014년 중고차
해외수출의 규모는 241,591대(1,182백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국으로
는 리비아(68,318대), 키르기스스탄(33,286대), 예멘(13,490대), 캄보디
아(12,003대), 이집트(11,090대), 등이 있다.32)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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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중고
차 수입국들이 국내에서 정비용 부품을 구하는 이유는 주요 수입국
들이 리비아, 키르기스스탄 등 저개발 국가이며 이들 국가에는 완성
차 업계가 진출한 것이 아니므로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비용 부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는 완성차 업체가 공식적으로 진출하고 정비용 부품판매네트워크가
갖춰진 북미나 유럽,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도 중고차 수출 초기에는 수출용부품의 규모
가 작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꺼려하였다. 또한, 순정부품판매점들
은 정비용부품의 수출판매가 대리점 계약상 위반사항으로 제제하고 있
기 때문에 해외로 부품판매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답
십리 부품상가는 업체 간 중개거래를 통해 다양한 부품을 대량으로 구
매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해외바이어의 방문은 지속적으로 늘어났
다. 동시에 지방 부품판매점들과의 도매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수출용
부품시장은 부품판매점들에게 있어 새로운 판매시장으로 다가왔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수출용 정비용 부품판매는 외국인 바이어의 방
문을 통한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부품
판매점들과 외국인 바이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바이어가 각 업체들로부터 부품견적(매입가, 구매조건)
을 확인한 후 자국으로의 수입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 다
음에는 외국인 바이어가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부품을
주문하면 해당업체가 수출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발
전하였다. 빈번한 거래관계는 외국인 바이어와 부품판매점과의 신뢰
를 형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출전문 업체(3세대)33) 가 등장하게 되
었다. 정비용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은 국내 판매와 동시에 수출판매
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직 수출전문업체로서 재고부품이
32) 2014년 관세청 기준 중고차 수출 상위 5개국(한국중고차 수출조합, 2014).
33) 실제로 답십리에서 각 세대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4장에
서 유형화한 답십리 부품상가의 세대구별을 기반으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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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중개거래를 통해서만 외국인 바이어와 거래하는 부품수출대행
전문업체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외국인 바이어가 답십리 부품상가에
수출전문 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2000년 초반부터 정비용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 바이어들이 답십리를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최
근 들어, 부품업체들과의 다양한 인맥관계를 갖고 있는 외국인 바이
어들이 답십리 부품상가에 업체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본국 및 지역단위
(아시아, 중동)로 부품을 보내는 역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바이어와
부품판매점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2011년에 답십리에 내 가게를 열고 조합에도 가입했어요. 부품업체가 집적한
곳은 답십리뿐이고 나도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 방문하면 쌓았던 친분이 부품
구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시리아 뿐만 아니라 아랍어권 대상 국가의
부품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 그 숫자가 많아 바이어를 위한 숙소도 있죠.”
- 시리아 출신 답십리 부품상가 업주 Z씨.

“한국에 베트남 유학생으로 왔다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외국바이어의 통
역을 도와줬는데 … 지금은 제가 답십리에 위치한 업체 몇 곳을 대표해서
동남아시아권의 부품수출을 중간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 중개거래에서 받
는 5%의 중계비로 소득을 올리고 있죠.”
- 베트남 출신 중개업자 B씨.

[그림 5-3] 답십리 부품상가의 수출용 부품판매점과 해외바이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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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이어와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답십리 부품상가에 수출용 부품시장이 형성된 이유를 중개거래로
꼽았다. 중개거래를 통한 부품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의 절감은 답십
리 부품상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집적이익이었다. 일부 외국인 바이
어의 경우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에서 직접 부품을 구매하기도 하지
만 다양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답십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부품판매점들 역시 수출용 부품판매를 위한 업체 간 연
계와 중개거래가 종전 보다 강화되었음을 느꼈고, 해외 정세 및 환
율 등 수출부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 2013년 리비아 내전 있었을 때는 거의 수출용 부품판매를 못했었죠 …
당시 중동 지역 바이어들이 주문한 물건은 쌓여있는데 컨테이너로 물품을
보내지 못했고 바이어들과 연락도 끊겨서 힘들었죠 … 이제는 외국 사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 수출용 부품판매업자 C씨.

“ 한국에서 중동이슈가 터져나올때마다 우리는 곤란을 느껴요. 최근 발생
했던 메르스도 중동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정부당국에서 답십리 쪽에 중동사람 많으니까 감
시하는 눈치도 보이고 저도 불쾌하고 장사하기도 힘들어지죠.”
- 외국인 부품판매업주 R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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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도출된 정비용 자동차부품 특성과 답
십리 부품상가의 행위자 및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답십리 부품상가
의 장소기반 사회자본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사회자본 분석의 정
형화를 꾀하기 위해 Lin(1999)의 사회자본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사회자본의 집단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품판매점들 간
의 신뢰와 그 형성기제를 고찰하였다. 신뢰는 업체들 간의 연계에서
발생하며, 신뢰형성의 기제로는 ‘대금납기일의 준수여부’로 나타
났다. 즉, 상인들 간의 약속이 신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인자였다. 신뢰가 형성된 업체들은 상호호혜성이 증진되어
비 취급부품을 공유하거나 어음결제와 같은 신용거래가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사회자본은 일종의 규범으로 판매점들은 기회주의적 거
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제한하여 답십리부품 상가의 거래효율성을 증
진시켰다.
2절에서는 사회자본의 접근성을 공식·비공식 사회 네트워크로 구
분하여 답십리 부품상가의 네트워크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식·비공
식 네트워크 모두에서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의 성격이 나타나지만
공식네트워크는 정보교환의 성격보다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조율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
타났다. 반면 비공식 네트워크의 경우 연배·취미활동·업종의 유사
성 등 각각의 유형에 따라 형성되어 암묵지 성격의 시장정보가 공
유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은 폐쇄적 네트워크 유형의 강한 연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부품판매점들 간의 거래과정에서 주변 행위자들의 이기적 행동을
제약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용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상 정보교환과 호혜성을 기초로 하는 상호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속적(bonding) 네트워크의 성격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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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에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이 혁신과 새로운 성
장동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답십리 부품상가의 교량
적 네트워크는 결속적 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절에서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장소기반 사회자본이 동원화되는 과
정을 ‘중개거래’를 통해 살펴보았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중개거
래는 사회자본이 발현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중개거래는 자사의 거래업체 및 개인적 친분이 높은 업
체들 간에서 발생하며, 중개거래를 선호하는 업체유형은 특수부품을
취급하는 유형보다 종합부품점과 같이 희소성이 낮은 부품을 취급
하는 업체와 다양한 부품의 거래가 가능한 순정부품 업체들에서 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개거래는 수출용 중고차 정비용부품 시장을

형성케 한 주된 요인이었다. 정비용 부품을 찾는 외국인 바이어들로
인해 3세대 유형과 같은 중개거래 중심의 부품판매점이 설립되었고,
최근에는 외국인 바이어들이 직접 답십리 부품상가에 업체를 설립
하면서 중개거래 비율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부품소비시장을 개척하
였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은 중개거래라는 동원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적 이익과 비 물질적 이익 두 가지의 형태로 부품판
매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물질적 이익은 거래비용 감소와 새로운
시장의 형성으로 제공되며, 비물질적 이익은 정보교환의 부품구입비
용 및 거래처 탐색비용 등의 절감으로 제공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장소기반 사회자본은 부품판매점들 간의 중개거래를
촉진시켜 정보교환과 경제적 이익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며, 답십리
부품상가를 중심으로 한 특정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기제로 그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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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답십리 부품상가 사회자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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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연구의 시작은 한국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비용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고 정비용 자동차 부품판매점이 특정공간을 중심으로 집적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부품판매점의 집적에 대한 동인을 경제학
적 논리에서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부
품판매점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산
업 및 유통구조 특성, 지역특성, 행위자 특성을 고려하여 답십리 부
품상가의 사회자본을 특정 공간에서 발현되는 장소기반 사회자본으
로 바라보고 유통산업 집적지에서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구조와 지위적 차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정비용 부품산업의 특성과 행위자의 사회문화
적 배경에 기인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순정부품과 비 순정부품으
로 구분되었기 이를 유통하는 부품판매점들 역시 종합부품판매점
성격의 순정부품판매점와 특수부품판매점 성격의 비 순정부품판매
점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답십리 부품상가로 이전 및 창업한 업주
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부품판매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
로 나타난다. 종로상가 출신의 1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업체 승계
비율이 높은 2세대, 중고차 수출품 시장이 형성된 이후 창업하여 수
출부품의 종사비율이 높은 3세대들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시대별 기
능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결국, 산업특성과 업주특성은 부품판매점
의 유통구조 상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산업특성과 지역특성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 네트워
크의 특성을 결정한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전형적인 폐쇄적 네트워
크와 강한 연계로 대표되는 사회자본 네트워크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장기적 거래관계와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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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폐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따
라서 집단의 유대관계 역시 강한 연계로 나타난다. 약한 연계가 제
공하는 새로운 사회자본과의 연결이 답십리 부품상가에서는 경제행
위의 이점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답십리 부품상가 내
부의 공식 네트워크는 외부인의 참여보다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결속적(bonding)네트워크 유형이다. 비공식
네트워크 역시 개별 유형에 따른 행위자들이 집합된 네트워크로 암
묵지의 성격이 전파되는 만큼 결속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 부품상가의 네트워크 결절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품판매점의 특성인 취급품목으로 드러났다. 취급품목의 희소
성과 전문성은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거래우위를 제공하여, 다양한
집단(대형, 중형, 소형 및 순정부품과 비 순정부품)과의 거래를 가능
케 하였다.
셋째,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이 보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집단자산(신뢰·상호호혜성·규범), 접근성(네트워크), 동원화(중개거
래)과정으로 나타난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신뢰형성은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상인들 간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하며, 업체 들 간의 신뢰관
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시킨다. 그
리고 답십리 부품상가의 네트워크는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로 구분
되며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정보교환의 질과
강도는 비공식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동원화는
‘중개거래’의 형태로 나타난다. 중개거래는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업체 간 자원교환을 의미하며, 중개거래의 빈도와 흐름
의 방향은 부품업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 결과, 답십리 부품상가
는 중고차 수출용 정비부품이라는 새로운 부품판매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고, 업체 간 거래비용의 감소 및 정보교환을 통한 이익을 획
득함으로써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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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이 정비용 부품판매
업의 특성과 위치를 결정시켰으며, 이러한 특성이 부품거래 네트워
크에 반영되어 각기 차별적인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찰하
였다. 그리고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이 불확실한 부품의 특성
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부품판매시장의 형성과 거
래비용과 정보교환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핵심요
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지 내부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
이 경제행위자에 대한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집적지의 성격
을 유지하는 역할로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부품 유통산업 집적지인 답십리 부품상가를 통해 자
동차 부품산업에서 소외된 정비용자동차부품판매업을 고찰하고 유통
산업 집적지 내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Lin의
사회자본 모델을 산업집적지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장소기반 사회자본을 통해 국내외 침체된 유통산업집적지에
대한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산업 집적공간에 대한 특
성을 도출함에 있어 특정지역의 장소성에 기인한 미시적 원동력이
실제로 그 지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천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본 사례지역인 답십리 부품상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경
기도 하남시 이전’과 더불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 재
생 클러스터’라는 두 가지 기로에 직면해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
지역은 앞으로 공간적·기능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연구는 답십리 지역의 부품판매업의 산업 및 지역특성을 설명하
는 선행연구로써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상 기업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접근 가능한 자료
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업체들이 갖
는 폐쇄적 성향으로 인하여 설문조사의 수집의 한계로 남아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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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계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많은 부분을
심층인터뷰를 근거로 삼고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Lin이 제시한 도구적 이익과 표현적 이익이 서로 밀접한 관계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 한계로 인해 표현적 이익에 대
한 검증은 제외되었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 및 거래과정에
대한 보다 미시적 연구가 향후에 보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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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업의 집적과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부품유통 업체의 집적과 사회자본 형성
을 고찰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부품유통상가의 구조
와 집적을 고찰하기 위해 답십리 부품상가에 위치한 부품대리점 사업주를 대상으
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결과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 유통구조
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답십리 부품상가 내 상호협력적인 사회자본을 고찰하
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무기명 통계 처리된 전체적인 결과를 학술적 목적으로 이
용하게 되며, 개별기업의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
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실 경우, 최종 분석결과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고병옥 드림

Ⅰ. 일반사항
업체명

주소

설립연도

주요 취급품목

종업원수

해당업종경력

점포면적

㎡ / 평

점포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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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소유 ② 임차사용

Q1. 귀 업체의 설립연도와 그 입지는 어디입니까?
최초설립위치(창업)

시

구

동

현재위치

시

구

동

Q2. 본 업체의 창업주는 누구이십니까?
① 현사업주(본인) ② 부모님 ③ 친척관계 ④ 기타(

)

Q3. 답십리 부품상가에 위치한 본 업체 외에도 서울 및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위치:

)

Q3-1. (Q3번에서 ②로 응답시) 답십리 부품상가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정부정책으로 인한 이전

⑤ 주요 거래처와의 가까운 거리

② 부품업체의 집적

⑥ 제품판매의 유리함

③ 교통 및 물류시설

⑦ 낮은 분양가 및 임대료

④ 인적자원(숙련노동자 및 전문인력)

⑧ 기타

Q4. 귀사의 물류창고는 어느 곳에 위치하십니까?
① 답십리 부품상가 일대에 물류창고가 있다.
② 답십리 부품상가 일대 + 다른 장소에도 물류창고가 있다.
③ 다른 장소에 물류창고가 있다.
Q4-1. 귀사의 물류창고가 답십리 부품상가 이외에 위치하신다면 그 이유를
모두 골라주십시오. (물류창고의 위치:

)

① 부품업체의 집적

④ 주요 거래처와의 가까운 거리

② 교통 및 물류시설

⑤ 낮은 분양가 및 임대료

③ 주요 거래처와의 가까운 거리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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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귀사가 소유하신 부품관련 대리점 라이센스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① 현대·기아 ② 르노삼성 ③ 쉐보레 ④ 쌍용 ⑤ 기타(

)

Q5-1. 귀사가 순정자동차 부품 또는 관련 부품 대리점의 라이센스를 2개
이상 보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판매품목의 확대가 업체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② 순정부품 대리점으로만 영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③ 복수의 대리점을 경영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④ 기타(

)

Q6. 귀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품판매/구매 지역과 주요 거래처 비율을
(100%)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6-1. 주요 거래지역의 특성]
구분

[6-2. 주요 거래업체의 특성]

비율

구분

비율

① 답십리 부품상가 및 그 인근

%

① 타사의 순정부품업체

%

②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

%

② 자사의 순정부품업체

%

③ 동대문구 이외의 서울지역

%

③ 비 순정 부품업체

%

④ 수도권

%

④ 정비업체(카센터, 정비소)

%

⑤ 수도권 제외한 국내지역

%

⑤ 일반소매

%

⑥ 해외

%

⑥ 기타(

)

Ⅱ. 입지요인
Q7. 귀사의 입지상태는 다음 중 어느 곳에 해당하십니까?
① 부품상가 입지(부품상가 건물)
② 부품상가 외부 입지(부품상가 인근 건물)
Q7-1. (Q7번에서 ②로 응답 시) 귀사가 부품상가가 아닌 그 주변지역에
입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품상가가 수용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② 부품상가 및 그 편의시설이 오래되고 낙후하기 때문에
③ 부품상가의 임대료 및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 104 -

%

④ 창고 및 사무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⑤ 기타(

)

Q8. 귀사가 답십리 부품상가 일대로 창업 또는 이전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
니까?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부품업체의 집적

⑤ 제품판매의 유리함

② 방문의 편의성(주차공간)

⑥ 낮은 분양가 및 임대료

③ 풍부한 인적자원

⑦ 익숙한 지역사회

④ 교통 및 물류의 편의성

⑧ 기타(

)

Q9. 현재 답십리 부품상가 및 그 일대에 위치한 현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
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

Q9-1. 현재 답십리 부품상가에 대한 귀사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토지이용 및 임대료

①

②

③

④

⑤

2) 사업자금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3) 근로자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4) 주변업체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교통 및 물류의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6) 공공기관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Q10. 귀사는 현 위치에서 이전을 원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10-1. 만약 업체이전을 희망하신다면, 이전하고자하는 지역과 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1) 이전지역 :
2)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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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귀사가 현 위치(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영업하시는데 불만족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① 사업자금(재정적 문제)

④ 부품업체 간 경쟁의 심화

② 물류비용 및 교통시설의 부족

⑤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

③ 사업장 및 물류창고 공간의 확보

⑥ 기타(

)

Ⅲ. 업체 간 연계 및 영업특성
Q12. 귀사는 부품 판매 시, 귀사의 물품 및 재고품만 판매하십니까?
① 예, 물품 및 재고품만을 기반으로 부품판매를 한다.
② 아니오, 물품 및 재고품 뿐 만 아니라 없는 물품을 구하여 판매한다.
Q12-1. 귀사가 취급하지 않는 부품의 문의가 들어올 경우, 귀사는 주로 어떻게
응대를 하십니까?
① 취급하지 않는다고 응대함
② 취급하지 않는 부품을 구하여 판매함
③ 취급하는 부품업체와 연결함
④ 기타(

)

Q12-2. 귀사의 거래처에게 부품을 구하여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업체와
연결할 경우, 업체선정에 있어 귀하는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① 저렴한 가격

④ 가까운 거리

② 귀사와 거래하는 업체

⑤ 부품업 종사경력(전문성)

③ 개인적 친분

⑥ 부품상가 내 평판

)

Q13. 귀사는 업체 간 협력적 관계(시장정보 또는 거래처 정보 공유)를 통한
이익이나 혜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례도 적어주십시오.
① 있다

사례: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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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귀사는 다른 부품업체들과의 협력적 관계가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적음

①
매우 적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Q15. 귀사에게는 경쟁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경쟁업체 수는 몇 개정도
입니까?
지역 별

①없다 ②있다
1) 서울지역 및 수도권

업체 수

(

2) 답십리 부품상가 내

)곳

(

)곳

Q16. 주변의 동종업체 및 경쟁업체들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귀사가 생각하는
본 업체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재고보유량

④ 해당업종의 풍부한 경험(부품지식)

② 다양한 부품의 보유

⑤ 저렴한 부품가격

③ 다양한 거래관계

⑥ 신속한 부품공급

⑦ 기타(

Q17. 귀사는 부품 판매시에 거래처별로 상이한 가격대를 책정하십니까?
하신다면 거래처 유형별 할인율을 적어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1) 일반 소매자

소매가 대비 (

)% 할인

2) 거 래 량이 적 은 고 정 거래 업 체

소매가 대비 (

)% 할인

3) 거래량이 많은 고정거래업체

소매가 대비 (

)% 할인

Q18. 귀사는 아래의 보기(①, ②, ③)중에서 아래 문항에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①일반 소매자 ②거래량이 적은 고정업체 ③거래량이 많은 고정업체
1) 귀한 부품(물량이 적은 물품 및 구하기 어려운 부품)을 판매한다(
2) 영업시간 이외에도 부품을 판매한다(
3) 외상 및 어음결제를 허용한다(
4) 구매한 부품을 배달해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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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 귀사가 거래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개인적 친분

⑤ 거래액 및 거래빈도 수

② 거래기간(거래경험)

⑥ 거래처의 평판

③ 가까운 거리

⑦ 기타(

)

④ 대금납기일의 준수여부

Q20. 귀사는 일반 소매자 및 비 고정 거래업체와 비교하여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부품업체에게 또 다른 거래관계의 이점을 제공하십니까? 있다면
구체적 사례도 적어주십시오. ①없다

②있다

사례:

Ⅳ. 제도요인 및 네트워크
Q21. 귀하가 소속되거나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업과 관련된 조합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없음

⑤ 서울시 부품업 종사자들 간 모임

② 자동차 부품연합회

⑥ 전국 부품업 종사자들 간 모임

③ 자동차 부품판매조합

⑦ 기타(

)

④ 답십리 일대 부품업 종사자들 간 모임

Q22. 귀하가 조합이나 단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① 부품의 공동구매

④ 관련업종 업체들과의 인맥형성

② 생산품의 공동판매

⑤ 업체홍보효과

③ 판매 및 시장상황 정보의 공유

⑥ 불이익 발생 시 공동대응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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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2-1. 귀하가 참여하는 조합이나 단체가 없다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Q23. 답십리 부품상가 사람들로 구성된 개인적인 모임 및 만남을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24. 답십리 부품상가 사람들로 구성된 사교활동의 내용과 만남의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1) 사교활동 명칭 및 활동내용:
2) 모임의 횟수: (월)___회
Q25. 답십리 부품상가 사람들과의 사교적 활동이 업체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적어주십시오.

① 예

사례:

② 아니오

Q26. 답십리 부품상가에 대한 서울시, 동대문구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① 있다

사례:

② 없다

Q27. 귀하는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이 답십리 부품상가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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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Space-based Social capital in Distribution industrial
district : The case study of Dongdaemun-gu Dapsimni Auto-parts shopping area
Ko, Byeung-Ok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begins with that social capital in the specific space is
taking place in after service auto-parts seller accounting for a part
of auto industry. This study reveals integrated cause of auto-parts
seller by considering Korean auto parts industry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Dapsimni(Dapsimni Auto-parts

shopping area)

which is difficult to find by traditional economic analysis. Methods
of this thesis are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surveys
of the owner of Dapsimni. Also, when it comes to the space-based
social capital, retailing industrial agglomeration is analyzed by
applying Lin(1999)’s social capital model.
The results are following as below.
First, the domestic auto-parts after service industry is closed and
vertical

industry

structure

which

is

formed

by

automobile

assembler-oriented. the domestic auto-parts after service industry is
closed and vertical industry structure which is formed by automobile
assembler-oriented.

On

the

one

hand

repairing

auto-parts

has

characteristics of diversity,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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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difficulties of demand forecasts and the scarcity of parts.
Consequently,

these

characteristics

of

industry

environment

and

repairing auto-parts retailer are fundamental reason of causing
uncertainties of the business, such as the narrow distribution channel
problems and demand for various components of the consumer.
Furthermore, after 1985, the network of car manufacturers’maintenance
center of automobile assembler-centered has been throughout national
scale. As a result, functions of Dapsimni which is nationwide
distributor of automotive parts have been reduced.
Second, the capability of social capital represented unequal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ctors in the Dapsimni.
Domestic repairing auto-parts industry is divided by Genuine parts
and Non-Genuine parts, and auto-part retailer shop’s nature is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se
generational differences can be understood as a function of the
change in the form of the period of status in the Dapsimni.
On the other hand, social capital network of Dapsimni has a
closed network with strong links to its features. Dapsimni was
established a closed network to promote collective efficiency based
on a long-term business relationships and trust. Dapsimni is different
from the innovation industry clusters that mean weak link does not
provide the benefits of economic activity. Dapsimni social capital
network is separated by official networks and informal networks,
and official networks have a role in strengthening the internal
cohesion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 homeopathic industry. In
contrast, the informal network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similarities of selling parts, age of owner, and hobbies. Each type
shares business information like tacit knowledge respectively.

- 111 -

Third, in the process of being converted social capital into
economic

profit,

Transaction”as

Dapsimni
a

has

mobilization

been
of

using

social

the“Brokerage

capital.

Brokerage

transactions means that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between parts retailers, and it provide
the impetus to overcome the uncertainty which is inherent in the
structure of auto-parts industry. Despite of constant decline in the
nationwide distribution function, Dapsimni were also pioneered new
markets where to sell used cars Aftermarket by exporting based on
brokerage transaction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ocial capital of
Dapsimni is formed from a specific retail area in terms of specific
mechanisms acting only in that space, it can be defined as
space-based social capital.
This study contributes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apital characteristics and role of retailing industrial cluster in the
academic aspect.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applying the social
capital model of Lin(1999) including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social capital of the industrial
cluster. Also, this study looke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to economic benefits.

Key Words: Space-based social capital, Retailing of Auto-parts
aftermarket, Dapsimni Auto-parts shopping area,
Mobilization, Brokerag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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