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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타트업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그 수가 증가하면

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에 기

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IT기반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났고, 최근 5년 동안은 제 2의 스타트업 붐이라

볼 만큼 지식기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양적으로

증가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서울시에

약 5,441개(전국의 약 55.4%)의 스타트업이 분포하며, 핀테크를 기

반으로 한 강남·서초권, 하드웨어 위주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

식기반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기반 홍합밸리, 게임 기반 판교 테크

노밸리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단지나 수도권 대표 업무지역인 타 지역과

달리 홍합밸리에 주목하여 스타트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산업입지이론

과 대규모 기업의 입지와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홍합밸리에 입지하고 있는 스

타트업 현황을 정리하고,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단

계 스타트업으로 구성한 A 그룹, 7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성숙 단

계 기업을 B 그룹, 그리고 타 지역에서 홍합밸리로 이주했거나 홍

합밸리에서 시작해 현재는 타 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을 C 그룹으로

설정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입지결정요인의 차이점과 타 지역과의 차이점을 분석

하였다.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112개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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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4개의 설문과 18개 업체에

대한 인터뷰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기존

이론에서 추출한 요인으로 구성하여 기존 산업입지 관점에서 홍합

밸리를 보고자 했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른 어떤 요인을 고

려하는지를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방향성이 기존 요인에 대한 영

향 여부를 파악하는 계량분석보다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론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는 질적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

하기에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빈도 및 비율 분석만을 실시하고, 인

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기존 요인 중 ‘전문·고급 인력 확보’와 ‘대학 및 연

구기관과의 접근성’, ‘판매시장 접근용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

징적인 것은 첫째, 여러 지원사업의 증가로 인해 임대료나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생산 비용의

최소화라는 대전제를 가지는 기존 이론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

다.

둘째, 사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것이 스타트업의 생존 여부

를 결정함과 동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기

업이익의 차원보다는 향후 고용하게 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쾌

적한 업무환경, 대학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

다. 이는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 대기업이 기업의 입지과

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는 것과 차

이점이 있다.

셋째, 창업지원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정책의 기조에

비해 창업지원기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으며, 근접성과

접근성 측면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넷째, 문화 기획,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주력 업종으

로 하는 만큼 그 수요층이 되는 젊은 인구의 유동량이 높은 홍대

의 특성이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실제로 설문조사나 사용성 평가,

기업 소개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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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입지결정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다섯째, 다른 업무중심 지역의 오피스가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환경보다는 유연한 환경을 강조하고, 경의선숲길이나 한강공

원 같은 어메니티 시설이 근접해 있다는 점이 입지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산업 사이클이 지리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이론과 달리 동등한 계급의 스타트업 간 사업

공유, 개인 프리랜서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 등이 입지

결정에 보다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이론에서는 비용 절감과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다

는 기업 관점에서의 입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 관점과 노동자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며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적합한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입지를 고려한다.

둘째, 부품공급, 생산, 서비스제공 등의 산업 사이클이 아닌 사업

의 성격에 따라 조직 및 해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

니티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

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성격상 오피스가 즐비한 환경이 아

닌 어메니티 시설이 근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입지에 영향을 끼친다. 넷째, 창업에 대한 교

육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지원기관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

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인재 확보망이나 인근 대학과의 교류

를 형성해주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도심 속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현

기조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 이론과 대기업의 입지 원리가 아닌

스타트업만의 입지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스타트업을 유인할 수 있는 산업 공간 조성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현 시행되고 있는 창업지원기관의 프

로그램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한

편, 산업군을 지식기반서비스와 문화콘텐츠라는 큰 틀로 분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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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업종별 입지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향후 조성될 스타트업 조성 지역이나 이를 포함하는 도심형

신산업단지 정책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업종별

입지를 도출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스타트업, 입지결정요인,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홍합밸리, 설문조사 및 인터뷰

학 번 : 2017-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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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창업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혁신

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

해왔다. 특히 IT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던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근 5년 동안은 제 2의 스타트업 붐이라 볼 만큼 지식기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양적으로 증가해왔다.1)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일

본, 유럽권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스타트업의 활약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확충

하고 있다. 즉,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스타트업은 적은 인력으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한 대안으로

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스타트업 폭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9년 4월 기준, 국내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11.5%를 기록하였다.2) 취업난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창

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스타트업 

수는 총 9,814개로 2013년 대비 약 37.5%가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국

가 전체의 약 55.4%에 해당하는 총 5,441개의 스타트업이 입지하고 있

으며,3) 과거 높은 인터넷 접근성을 기반으로 IT 스타트업이 밀집한 강

남·서초권과 2016년 스타트업 캠퍼스가 개소한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에

서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홍합밸리(홍대·합정)까지 밀집 양상이 

확장되고 있다. 강남·서초권과 판교,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표 업무지역이자 산업단지라는 점이 스타트업의 흡입

1) 김은진, 2013, 스타트업의 창업 공간에 관한 연구_서울의 스타트업을 중심으

로, p.1-2.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10월 작성 기준.
3)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k-startup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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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반면, 홍합밸리의 경우 스타

트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 제도, 정책 등이 없음에도 종사자 수 기준 서

울시 스타트업 밀집지역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주요 업종 측면에서 보

았을 때, 우리나라 전체 스타트업의 상위 5개 업종이 지식기반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인 반면, 홍합밸리는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산

업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 

또한, 홍합밸리 인근에 문화콘텐츠 업종의 대표 지역이라 인식되는 상암 

DMC가 있으며, 홍대생들의 개인 작업실을 스타트업화한 업체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밝

히는데 적합한 대상지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합밸리에 입지한 지식기반·문화콘텐츠 스

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고, 기존의 산업입지이론과의 차이점과 

해외 주요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입지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가설 및 방법

홍합밸리 내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이 기존 산업이론과 차이

점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증가로 인해 전국 스타트업 평균치보다 초기 자본과 사무실 임대료의 중

요도가 비교적 낮으며, 젊은 인력을 빠르게 수급해 수월한 조직의 구성 

및 해체가 가능한 홍대·합정의 지역적 특성이 입지 요인에 중요한 영향

을 끼쳤을 것이다. 

둘째, 부품공급, 생산, 서비스제공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 산업 사이클

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교류하는 것이 입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클러스터 이론과 달리 동등한 계급의 스타트업 간 사업공유, 주변 어

메니티 요소, 직주근접 등이 입지에 보다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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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국내·외 주요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입지특성을 분석하고, 입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업체 수 데이터를 활용해 지식기반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 현황을 정리하고, 기업 규모와 업

종, 업력별로 맵핑하여 업체 수 기준 면적 대비 밀집도, 창업지원기관과

의 지리적 근접성 등을 바탕으로 홍합밸리 내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다. 

셋째,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입지결정요인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A, 

B, C 그룹을 구성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홍합밸리에 

입지하고 있는 112개의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 

10월~12월까지 2개월 간 방문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추출한 입지요인을 기반으로 

우선순위와 중요도 파악을 하고자 했으며, 결과에 대해 빈도 및 비율 분

석을 한다. 또한,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일

반적인 설문조사에서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는 세부적인 입지요인에 대한 

조사와 기존 이론과 연구에서 다루는 요인 외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인근에 분포해 있는 스

타트업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서 아직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히 된 바가 없어 선행연구와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설립된 지 7년 

미만의 기업으로, 그 업종에 있어 카페, 음식점 등의 일반 창업을 제외

하고 혁신적인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특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홍합밸리 내 스타트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10월 기준 지식기반서비스업 66개(58.9%), 문화콘텐츠업 25개

(22.3%), 전자상거래 9개(8.0%), 그리고 기타 12개(10.8%)로 총 112개

의 스타트업이 분포하고 있었다.

홍합밸리 내 스타트업의 업종을 크게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

츠, 기타 업종으로 분류함에 있어 통계청 산업분류표 중분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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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NICE 기업정보 포털에서 업체별 업종을 확인해 분류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은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서비스, 블

록체인, 웹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콘텐츠 업종은 게임, 영상 제

작, 여행서비스, 문화 기획, 문화 컨설팅, 디자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 광고대행, 금융 서비스, 매니저업, 인테리어 컨설팅업

을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홍대입구역과 합정역을 연결하는 ‘양화로’ 인근 

블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의선숲길과 신촌역, 그리고 망원역은 

그 장소만의 특성이 뚜렷하다 판단하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조직의 설립과 해체가 성숙

기에 접어든 기업에 비해 쉽고 빠르다는 점에서 정확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리스트업 과정에서 홈페이

지 방문, 전화, 메일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업체별로 현재 운영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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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스타트업의 정의 및 현황

    2.1.1.  스타트업의 정의

스타트업(Start-up)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

위험·고수익·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4)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술 

혹은 아이디어의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조직이라는 점

에서 국내에서 널리 쓰였던 ‘벤처기업’의 의미와 유사한 점이 있다.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여러 연구에서 조직의 특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EU Startup Monitor 2018 Report에서는 스타트업을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창업 후 10년 미만이며 제품 생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혁신적이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Rise(2011)는 스타트업을 “극도

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람들의 조직”으로 소개하였다.5)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창

업 투자기업 중 하나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y)의 공동 창업자 

폴 그레이엄(Paul Graham)은 스타트업의 본질이 빠른 성장에 있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6)

이와 같은 스타트업의 정의에 대한 논의의 공통점은 불확실성과 

혁신, 빠른 성장, 그리고 첨단 기술 관련 업종을 내포한다는 데에 있다. 

스타트업을 정의함에 있어 공식화된 바는 없지만,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

4) 한경 경제용어 사전
5) Rise, E.(2011), Lean Startup, New York : Crown Business, p27
6) Graham, P.(2012), Startup = Growth, Retrieved from

http://www.paulgraham.com/grow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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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산업 활동에서 연구개발의 비중이 높고 고성

장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의 기업”

OECD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

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표 1> 스타트업의 다양한 정의

출처: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한편, 스타트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

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벤처기업’이라는 명칭으

로 사용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대규모로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 비용

을 많이 필요로 한 형태였으며, 그 업종 면에서도 오락업, 임대업 등 일

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다르다. 

또한, 스타트업은 1인 창조기업과도 다르다. 1인 창조기업은 프

리랜서의 개념으로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

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즉, 법인이 설립 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협업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스타트업의 조직 형성 특성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스타트업이 많이 모여 있는 해외 도시의 경우 이

러한 프리랜서들이 코워킹스페이스나 다양한 모임 행사를 통해 팀을 결

성하고 스타트업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정의 또한 공식화된 바가 없다. 가

장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

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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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고자 법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을 규정하는 “창업 7년 미

만의 업력”과 기존 연구 및 해외 흐름을 고려해 스타트업의 정의를 창

업 후 7년 미만의 기업으로, 그 업종에 있어 카페, 음식점 등의 일반 창

업을 제외하고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특정하였다.

스타트업의 정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창업 초기 기업’: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본 연구

○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카페, 음식점 등의 일반 창업을 제외하고 기술 혹은 아이디

어를 기반으로 한 기업

<표 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스타트업 정의

    2.1.2.  스타트업 현황

2019년 기준 국내 스타트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총 

9,814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울시는 총 5,441개의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어 전

국 대비 약 55.4%가 분포하고 있으며 업체 수 기준으로 강남·서초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홍합밸리(홍대·합정), 판교테크노밸리 순으로 많

이 밀집하고 있다.7) 또한, 업종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1위 하드웨어, 

2위 IT 서비스, 3위 기계/계측, 4위 소프트웨어, 5위 전자상거래로 기록

되고 있어 스타트업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타트업 밀집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스타트업 주

요 밀집지역별 현황과 주요 업종을 살펴보았다. 먼저, 강남·서초권(테헤

란밸리)의 경우, 대형 금융기관과 투자 회사가 밀집해 있어 산업적 기반

이 매우 탄탄하며 투자자본이 풍부하고, 교통의 요지이자 수도권 대표 

업무지역으로서의 브랜드효과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맞

7)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k-startup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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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스타트업의 주요 업종 또한 핀테크(금융기술)과 IT 서비스업이 강세

를 보이고 있었고, 총 1,831개(서울시 전체의 약 33.7% 해당)의 스타트

업이 분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총 1,388개 

업체(서울시 전체의 약 25.5% 해당)가 입지해 있으며, 기존 지식기반제

조업 기업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었다. 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분포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수는 

서울시 전체의 하드웨어 스타트업 중 약 4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

표 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홍합밸리의 

경우 총 452개 업체(서울시 전체의 약 8.3% 해당) 업체가 분포하고 있

고, 젊음과 예술의 상징인 홍대의 특성에 맞게 청년 창업 중심이며, 주

요 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다. 

홍합밸리의 입지적 장점으로는 상암 DMC와 인접해 있어 문화콘텐츠 관

련 정보 교류가 용이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이 있었

다. 마지막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총 428개 업체가 분포8)하고 있으

며, 주요 업종은 게임 관련 산업이다. 국내 10대 게임기업 중 7개 기업

이 입지해 있어 산업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지 특성을 기반으로 경기도 

전체 게임 스타트업 중 약 78%가 입지하고 있다.9)

8)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k-startup 포털
9) 박건철, 이승하, 2017, 서울시 벤처생태계 현황 및 성과분석, 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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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 수 및 주요 업종 특징

강남·서초
○ 1,831개 업체

○ 핀테크(금융기술), IT서비스

○ 금융기관, 투자회사 밀집

○ 수도권 대표 업무지역

○ 강남이라는 브랜딩 효과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 1,388개 업체

○ 하드웨어

○ 서울시 대표 지식기반제조업

밀집지역

○ 임대료가 저렴한 편

○ 서울시 전체 하드웨어 스타트

업 중 약 48% 입지

홍합밸리
○ 452개 업체

○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 청년 창업 중심

○ 상암 DMC와 인접

○ 교통이 편리하고 젊은 유동인

구가 많음

판교

테크노밸리

○ 428개 업체

○ 게임

○ 경기도 전체 게임 스타트업

중 약 78% 입지

○ 국내 10대 게임기업 중 7개

기업이 입지

<표 3> 수도권 스타트업 밀집지역 현황 및 주요 업종

    2.1.3.  스타트업 생태계 및 지원 사업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크게 예비 창업기, 창업기, 도약

기, 성장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예비 창업기는 스타트업을 설립하기 

전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인큐베이팅 기관

에서 전문가를 매칭해주거나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받

는 경우가 많다. 다음 단계인 창업기의 경우 실제로 사업체를 설립한 단

계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엑셀러레이팅 기관

이나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벤처 캐피털을 주로 이용하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투자자들로 결성된 단체에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확인하고 일정 금액을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간 영역의 사업이기에 선정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사실상 이 단계에

서 스타트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창업기에서 적절한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도약기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유니콘 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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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게 된다. 도약기에서도 일부 벤처캐피털을 이용하긴 하지만, 

대부분 독자적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하나의 독립적

인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10)

이러한 생태계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기와 창업 

초기 단계를 지원해주기 위해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민간사업에 대해 공공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R&D 지원과 공간 구

축비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부여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등록되어 있는 민·관 지원 사업이 전국 기준으로 

12,286개였으며,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비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에 초기 자본이나 사무실을 확보하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며,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화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림 1>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Map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0) 임승준, 2016,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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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타트업 관련 논의

    2.2.1.  스타트업 관련 선행연구

스타트업의 정의 및 특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타트업의 

특성을 토대로 요구하는 실내공간에 대한 연구유형과 스타트업의 생애주

기에 따른 제도 및 정책적 요구를 연구한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스타

트업의 입지 요인으로서 산업 전후방연쇄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봤

을 때, 국내 연구에서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있을 뿐 스타

트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었다. 스타트업의 성공요인과 입지에 대

해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 강남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미

국 실리콘밸리, 뉴욕 그리고 파리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의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먼저 스타트업의 창업 공간에 대한 연구로 김은진(2013)은 스타

트업의 정의와 창업공간 특성을 정리하고, 향후 창업공간으로서 요구되

는 요인을 정리하였다. 스타트업을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7

년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창업 공간의 특성으로 접근성, 

유연한 공간 점유, 효율적인 대면접촉, 복합용도로 분류하였다. 스타트업

과 유사한 개념으로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방안에 대해 연구한 

강호제 외(2019)는 입지지원 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입지지원 방식은 산업군 단위의 지원이 대다수였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개별 기업의 성

장과 혁신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개별 혁신성장기업 중심의 지원이 필

요함을 주장하였다. 

산업 간 전후방연쇄효과에 관한 연구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였으며, 특히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통

해 특정 산업이 어떤 산업군과 상호연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한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 석왕헌 외(2013)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산업연관효

과 변화에 대해 다루었으며, 지역산업연관지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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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김기홍(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분석함

에 있어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IT 기반 산업의 전후방연쇄효

과가 타 산업군에 비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스타트업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요인과 성공요

인을 밝힌 연구로 김보경 외(2018)은 스타트업의 원산지라 불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밀집한 원인과 성공 요

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 요인으로 탄탄한 산업적 기반, 풍부한 투자 

자본, 높은 기술 수준, 우수한 인력, 개방적인 문화 등이 있으며, 기존 

대기업 및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

어 스타트업이 입지하기에 좋은 여건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유럽(런던, 

암스테르담, 파리)과 아시아(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관한 국내 연구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인 특정 대상지에 스타트업이 밀집하고,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 요인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고, 스타트업의 특성과 요구하는 실

내 공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해외 연

구의 경우 국내 연구의 흐름과 더불어 스타트업 주요 밀집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원 정책, 산업 활동의 시스템, 입지흡입요인에 대해 다루

고 있는 연구가 다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스

타트업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하고, 해외 연구 및 사례를 통해 미국, 유

럽 등지의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특징과 입지흡입요인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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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재 주요 내용

스타트업

정의 및

창업공간

특성

○ 김은진(2013) : 스타트업을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 공간의 특징

으로 접근성, 유연한 공간 점유, 효율적인 대면접촉, 복합용도

로 정리함. 다양한 사람들을 수월하게 조직하기 위해 유동인구

가 많은 입지를 선호하며, 고정적인 사무실보다는 코워킹스페

이스와 같은 유연한 공간의 점유를 선호함.

스타트업

생태계

○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 보고서(2018) : 서울시의 창업생태

계 분석을 통해 취약부분과 필요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도

출하고자 한 연구로, 경기도 성남 소재 창업지원기관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생애주기별 지원현황을 파악함.

스타트업

입지특성

ㅇ 박건철 외(2017) : 서울시의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과 벤처

기업 밀집지역을 정리함. 특히 강남지역에 벤처기업이 밀집한

요인으로 수월한 인력수급과 투자 인프라 활용이 영향을 끼쳤

음을 시사함.

ㅇ 강호제 외(2019) : 스타트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혁신성장기

업의 입지 특성을 거시적으로 정리함. 혁신성장기업의 입지패

턴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린군집분석을 시행했으며, 클러스터링

을 통해 개략적인 밀집 패턴을 도출함.

ㅇ 김보경(2018) : 실리콘밸리 사례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파악함. 탄탄한 산업 기반, 풍부한 투자 자본,

높은 기술 수준, 우수한 인력 등이 크게 작용함을 도출했으며,

대기업과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IT 산업

전후방

연쇄효과

ㅇ 석왕헌 외(2013) :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변

화를 분석해 해당 산업의 전후방산업을 도출함. IT 기반 산업

의 경우, 업무적으로 관련된 산업군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다

양하고, 물리적인 근접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함.

ㅇ 송정훈 외(2008) : IT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정보컨텐츠산업

을 포함하여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했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하

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 거시적으로 진행한 연구. 연구

당시 기준 IT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했지만,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계점이

존재함.

<표 4> 스타트업 관련 선행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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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산업입지 관련 선행연구

산업입지결정요인에 관한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시적인 관점에

서 특정 산업의 입지를 다룬 연구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정훈(2007)은 

벤처기업의 입지와 고급노동력 분포 간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다. 기존 

창업 관련 이론에서 입지요인을 추출하고, 그 중 ‘고급 노동력’을 주요 

요인으로 삼아 ‘시·도 단위’로 분석하였다. 또한, 김영찬(2009)은 외식사

업 창업에 있어 작용한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마찬가지

로 전국을 대상으로 삼았고, 표본이 12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와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한 

나혜영(2012)에서는 특정 산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했다는 의의

가 있다. 하지만 입지결정요인의 범위를 지역 전반의 경제 상황, 산업구

조, 지역 정책 등 광범위한 개념으로만 활용해 실제 입지하고 있는 기업

들의 세부적인 입지결정요인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산업단지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먼저, 송정희(2013)에서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지에 영향을 끼

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설문 항목을 구성함에 있어 선행 연구

에서 변수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입지요인의 영향 여부만을 파악

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으로, 신미경(2012)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들에게서 추출한 입지결정요인을 찾기보다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는 요인

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외

에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대상지로 한 김용철(2013), 강남·서초권을 다

루는 이효선(2018) 등 관련 연구에서도 기업에게서 입지요인을 추출하

는 것이 아닌 기존 입지요인의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스타트

업 관련 정책,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집중하고 있어 산업과 경

제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입지결정요인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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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주요 내용

거시적인

관점의

입지 연구

○ 기정훈(2007) : 기존 창업 관련 이론 검토를 통해 입지요인

을 도출하고, 그 중 ‘고급노동력’과 벤처기업 분포 패턴의 관계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연구 범위를 전국 ‘시·도 단위’로 설정

했으며,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김영찬(2009) : 외식사업 창업에 영향을 끼친 입지요인을 도

출하는 연구로서, 전국 ‘시·도’를 그 범위로 설정하였음. 하지만,

표본이 12개뿐이라는 점과 세부적인 입지특성이 아닌 지역 전

반적인 경제상황이나 인구 구조만을 고려하여 외식사업이 창업

하기에 좋은 입지여건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나혜영(2012) : 서울시의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취약부분

과 필요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로, 경기

도 성남 소재 창업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통해 스타트

업의 생애주기별 지원현황을 파악함.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 연구

ㅇ 송정희(2013) : 대구 출판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입지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음. 인터

뷰 없이 설문조사만을 시행했음에도 기술통계가 아닌 빈도분석

을 통해 개략적인 입지결정요인을 다뤘다는 한계점이 있음. 또

한, 주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이루어져 스타트

업이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요인을 고려하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음.

ㅇ 신미경(2012) : 인천 서부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을 포함한 전체 입주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하지

만,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입지결정요인을 그대로 활용해 영향

여부만을 파악했다는 한계점이 있음.

ㅇ 김용철(2013) :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지역

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입주희망기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도출

하고자 하였음. 입주 희망 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으며, 마찬가지로 변수 설정에 기존 연구에서 추출한

요인만을 활용하여 영향 여부만을 파악했다는 한계점이 있음.

<표 5> 산업입지 관련 선행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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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논의의 종합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한 스타트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은 최신 정보와 트렌드에 민감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와 가까이에 위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다양한 사람들을 수월하

게 조직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를 선호하며 조직의 구성과 해체

의 속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빠르다는 점에서 고정된 사무실보다는 코워

킹스페이스, 인큐베이터 오피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를 선호한다. 셋

째, 단순히 임대료나 금전적인 지원만을 기대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희소

한 지식과 고급 인력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업운영에 있어 더 큰 

도움이 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의 입지에 대해 도시설계 관점에서 다룬 연구

는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스타트업으로 국한하지 않

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지결정요인 연구의 경우도 서울디지털산업

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입지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해외 연구에서는 비교적 스타트업의 입지를 다룬 

연구가 어느 정도 있었다. 실리콘밸리에 입지한 스타트업을 연구 대상으

로 한 연구에 따르면, IT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 밀집하게 된 입지요

인으로 탄탄한 산업기반, 풍부한 투자 자본, 높은 기술 수준, 우수한 인

력, 개방적인 문화 등을 도출했다. 즉 스타트업의 입지에 있어 인근에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고급 연구기관, 실질적인 

자본을 투자해줄 수 있는 기존 대기업이 위치해 서로 협력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산업입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도 단위’의 거시적

인 관점에서 산업입지를 다룬 연구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

존 산업기반이 탄탄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류된다. 먼저, 

전자의 경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지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기에 스타트

업의 실질적인 입지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반의 경제상황, 

산업구조 등의 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실제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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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영향을 기준으로 연구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두 유형의 연구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한계점은 기존 이론 

및 연구에서 추출한 입지결정요인을 그대로 활용해 영향을 끼쳤는지 아

닌지에 대한 여부만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를 파

악하고자 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설문지 내에 있는 요인 외에 입지를 

결정하는데 미친 요인을 추출하지 못하였고, 경제 및 산업의 변화에 따

라 변화하고 있는 입지결정요인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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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

이러한 선행 연구의 흐름 속에서 가지는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스타트업 주요 밀집지역인 강남·서초권, 서

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등 스타트업이 밀집할 요인

이 예측 가능한 수도권 대표 업무지역 및 산업단지가 아닌 홍합밸리(홍

대·합정)에 스타트업이 밀집한 요인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

진다. 둘째, 스타트업의 생태계, 창업공간의 내부적 특성 등에 집중한 선

행연구와 달리 공간, 산업, 사회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설

계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입지에 영향을 준 요인을 도출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는 창업지원기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스타

트업의 입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한 반면, 본 연구는 실제 스타트업 밀집

지역에 입지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는 점

에서 실질적인 요인을 파악하였다. 넷째, 기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입지요인의 영향 여부만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외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 방안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

타트업 육성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 스타트

업이 요구하는 입지 요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도심공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도출한 입지요인

이라는 점에서 향후 도심지에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

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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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3.1. 분석 개요

    3.1.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홍대입구역과 합정역을 잇는 ‘양화로’인

근 블록들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 경계를 확정한다. 스타트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보를 제공하는 ‘로켓펀치’

포털 사이트를 통해 1차적으로 대상지 주변의 모든 기업들을 리스트업

하였다. 2차적으로 앞서 언급한 스타트업의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 홈페

이지를 방문해 업종, 업력, 규모 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총 112개

의 스타트업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력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

청 산업데이터 중분류를 기준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 그

리고 기타 업종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업종과 규모를 토대로 맵핑

을 통해 홍합밸리 내 스타트업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확인했다.

또한, 홍합밸리 내 지식기반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의 입

지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112개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방문 및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입지결정요인의 차이

점을 비교하고, 타 밀집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A, B, C 그룹으로 분류하

였다. A 그룹의 경우 창업한지 4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한 적이 없고 현재 홍합밸리에 입지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였

다. B 그룹의 경우에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홍합밸리에 입지하고 있는 7

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으로 설정해 입지 초기와 현재의 입지특성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C 그룹은 타 지역에서 홍합밸리로 이

주했거나 과거 홍합밸리에 입지하고 있다가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타 지역과의 입지특성 차이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활

용해 홍합밸리에 입지한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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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되고 있는 스타트업 입지요인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앞선 

분석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림 2> 연구 대상지 설정

총 스타트업 업체 수: 112개

업종별 현황 기업군 설정

○ 지식기반서비스: 66개 업체

○ 문화콘텐츠: 25개 업체

○ 기타: 21개 업체

○ A그룹: 업력 3년 이하 / 61개

○ B그룹: 업력 7년 이상 / 19개

○ C그룹: 타 지역에서 이주하거나 홍합

밸리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 / 12개

<표 6> 홍합밸리 스타트업 현황 및 기업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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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데이터 수집 및 구성

서울시 스타트업 현황 및 업종과 전후방산업 분석에 사용한 데

이터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분 출처 활용

스타트업

현황 및

주요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지도

○ 로켓펀치 스타트업 정보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자료

국내 스타트업 주요 업종

및 현황과 홍합밸리 내 현

운영 중인 스타트업 파악

산업입지

이론 및

스타트업

입지요인

○ 관련 선행연구

○ 네이버 지식백과

베버의 공업입지이론, 클러

스터 이론, 제품주기 이론,

이윤주기 이론 등의 산업

입지이론 분석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타트업 입지요인 파악

입지결정

요인 도출
○ 설문조사 및 인터뷰

홍합밸리 내 스타트업 대

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표 7> 데이터 출처

구분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현황

설문조사 인터뷰

A

그룹

○ 지식기반서비스: 8개 업체

○ 문화콘텐츠: 5개 업체

○ 지식기반서비스: 4개 업체

○ 문화콘텐츠: 3개 업체

B

그룹

○ 지식기반서비스: 10개 업체

○ 문화콘텐츠: 5개 업체

○ 지식기반서비스: 5개 업체

○ 문화콘텐츠: 2개 업체

C

그룹

○ 지식기반서비스: 4개 업체

○ 문화콘텐츠: 2개 업체

○ 지식기반서비스: 3개 업체

○ 문화콘텐츠: 1개 업체

<표 8> 그룹별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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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타트업 입지

    3.2.1.  일반 산업입지이론

일반적으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산업입지 이론을 

검토해 산업이 입지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먼저,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입지이론11)을 살펴보면, 산업이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수송비, 임금, 집적이익이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선 세 가지 요인 중 원자재를 제공하는 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

해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거래기업과의 근접성이 높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유사 업종이 집적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 등 생산비용적 측

면에서의 최소화가 가장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 및 통념적으로 스타트업의 입지를 설명함에 

있어 자주 활용하는 클러스터 이론을 살펴보았다. 클러스터 이론의 핵심

은 상호 연관된 기업 및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점이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단

순히 유사 업종의 집적이 아닌 생산, 부품공급, 서비스제공, 연구소 및 

대학 등의 산업 전체 사이클이 지리적으로 집중되고 지식/기술 교류가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클러스터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타트업의 입지를 이야기할 때 타 

기업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교류, 산학연계 등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입

지결정요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주기이론 및 이윤주기이론에서는 기업의 초기 

단계와 성숙 단계에서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도시 집적 효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인력, 정보, 자본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 정현진, 2017, 공공과 민간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집단화 효과에 대한 비

교 연구,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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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대도시에 입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성숙 단계에 접어

들게 되면 증가한 직원 수와 기업의 규모 등의 이유로 저렴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고 지대가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한다. 12)

위 언급한 산업입지이론을 종합해 추출한 일반적인 산업입지결

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전문기술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하게 되며, 둘째, 관련 산업의 집적과 원자재 공급 업

체, 서비스 제공 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 산업 사이클이 지리적으로 집

중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한다. 셋째, 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에 입지하고, 기업은 항상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추구하며 최고

의 합리성이 도모되는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 

한편, 대다수의 산업입지이론이 비교적 오래된 이론이라는 점과 

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아닌 전 산업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실제로 

스타트업이 밀집해 성공사례로 꼽히는 몇몇 해외 스타트업 밀집지역을 

분석해 입지특성 및 요인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12) 기정훈, 2007, 벤처기업 입지와 고급노동력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한

국정책과학학회보, p. 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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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지 요인 시사점

베버의

공업입지

이론

○ 지리적 근접성 / 수송비 절감

○ 유사업종의 집적 이익

○ 저렴한 인건비 및 지대

생산 비용의 최소화가 입지에

있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함.

클러스터

이론

○ 상호 연관된 기업 및 기관들의

지리적 집중

○ 산업 사이클이 지리적으로 집

중되어 지식 및 기술 교류가 활발

한 지역

단순히 유사 업종이 집적하

는 형태가 아닌 생산, 부품

공급, 서비스제공 등 산업

사이클이 모여 있으며, 지식

및 기술 교류가 활발해야함

을 시사함.

제품주기

이윤주기

이론

○ 초기 단계는 대도시 집적효과

○ 성숙 단계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저렴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곽 지역으로 이동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별 고

려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으

며, 궁극적으로 비용적 합리

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

을 가지고 있음.

<표 9> 산업입지 관련 이론

    3.2.2.  해외 스타트업 밀집지역 사례 분석

스타트업의 생태계와 입지 흡입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샌프

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뉴욕 Applied Sciences NYC 등 해외 대표 스타

트업 밀집지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스타트업의 태생 지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를 살펴보면, 실리콘밸리는 공유경제, 자율주행자동차 등 혁

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되고 우버,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인 스타트

업들이 배출된 곳으로 독보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이자 비즈니스 트

렌드의 중심지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IT 관련 스타

트업이 실리콘밸리에 밀집하게 된 입지요인으로 1)탄탄한 산업기반, 2)

풍부한 투자 자본, 3)높은 기술 수준, 4)우수한 인력, 5)개방적인 문화 

등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13) 즉, 스타트업의 입지에 있어 인근

13) 김보경, 2018, 실리콘밸리를 통해 본 스타트업 트렌드,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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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고급 연구/대학기관(실

리콘밸리 주변으로 스탠포드, UC버클리 분포)과 실질적인 자본을 투자

해줄 수 있는 기존 대기업이 위치해 서로 협력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

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뉴욕 루즈벨트 섬에 조성되고 있는 Applied 

Sciences NYC 도심형 신산업단지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욕 맨해튼과 연접한 루즈벨트 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코넬대학교, 테크니온-이스라엘공과대학의 연구시설을 유치하면서 산학

협력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구축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해당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이 연구성과를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Runway Startups’프로그램을 운영

해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해주고 있다. 이러한 입지특성으로 인해 매년 

많은 수의 창업 희망자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14년부터 현재

까지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93%이상이 뉴욕 시내에 스타트업으로 정

착하게 되었다. 14)

중국의 경우 최근 정부에서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베이징 중관춘 사례를 살펴보았다. 

앞선 미국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 입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업

종은 IT 산업으로 중국 전체 유니콘 186개사 중 83개사가 밀집해 있는 

‘혁신창업의 요람지’인 지역이다. 인근에 중국과학원과 베이징대, 칭

화대, 인민대 등 유명대학이 밀집해 있어 고급인력 수급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외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금융서비

스, 세금 혜택, 1년간 창업공간 무료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첨단기술 특별지역이다. 또한, 체계적인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기관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2018년 기준 

14)

https://www.thirteen.org/metrofocus/2012/08/applied-sciences-nyc-compare-th

e-tech-camp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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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여 개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기업 간 교류, 창업 교육 및 공

간 지원,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앞선 미국 사례와 같이 대도시 내에 교통, 산업적으로 편리

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15)

해외 스타트업 밀집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추출한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의 특성상 인원이 적다는 점에서 사업 단계에

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및 대학기관과 인접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

이 강하다. 둘째, 스타트업은 일반 창업과 달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

어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희소한 

정보와 해당 산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존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스타트업은 기존의 산업입지이론과 달리 

도심지의 중심부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빠른 조직의 구성과 해체가 가능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스타트업이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은 풍부한 투자자금의 유치라는 점에서 입지한 지역 혹은 도시의 경제력

과 기존 대기업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5) 최정은, 2015, 베이징 중관춘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p.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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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지 특성

미국

실리콘밸리

○ 스타트업의 원산지로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인 스타

트업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음.

○ IT 관련 스타트업이 대표 업종이며 탄탄한 산업기반, 풍부

한 투자자본, 높은 기술수준, 우수한 인력 등의 요인이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크게 작용함.

○ 입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독자적인 선순환 시

스템 구축 –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연구기관과 자

본을 투자해 주는 대기업이 인접해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구조

미국

Applied

Sciences

NYC

○ 뉴욕 맨해튼과 연접한 루즈벨트 섬에 민관 합작으로 도심형

산업단지를 조성함.

○ 코넬대학교, 테크니온-이스라엘 공과대학의 연구시설을 집

중적으로 유치하면서 산학협력 창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함.

○ 해당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들이 연구 성과를 스타

트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Runway Startups’ 프로그램 운영

○ 뉴욕 시내에 입지한 대기업들로부터 투자 자금의 유치가 매

우 활발하며 특허율 약 93%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

중국

베이징

중관춘

○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별칭과 함께 첨단기술 특별지역으

로, IT 스타트업 밀집

○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 등 유명대학이 인근에 밀집해 있

으며, 교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해 고급인력 확보에 용이함.

○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하며,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한 1년간 창업공간 무료 지원, 금

융 서비스, 각종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이 흡입요인으로 작용함.

○ 인큐베이터 기관을 대량으로 공급해 스타트업 준비단계와

설립 후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술, 정보, 인력 등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0> 해외 스타트업 밀집지역 입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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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도권 주요 스타트업 밀집지역 입지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홍합밸리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문화콘

텐츠업이 주요 업종(전체 대비 약 81.2%)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다

른 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내 주요 스타트

업 밀집지역의 입지 특성을 분석해 입지요인을 추출하고, 홍합밸리 지역

과의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대상으로는 수도권 내 스타트업 밀집지역 

상위 3개 지역(강남·서초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을 

설정하였으며, 각각 핀테크, 하드웨어, 게임 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3.3.1.  강남·서초권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당시 벤처 1

세대로 주목 받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16) 당시 집중적인 오피스 공급과 높은 인터넷 접근성으로 

인해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테헤란밸리는 서울 대

표 ICT 산업 기반 집적지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후 벤처열풍의 

감소와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새로운 집적지로 이전하며 위기를 맞

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금 스타트업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

었고, 현재 핀테크, IT 관련 스타트업이 밀집하고 있는 서울 내 1위 스

타트업 밀집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강남·서초권에 스타트업이 입지를 결정하게 된 요인은 매우 다

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이전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시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둘째, 수도권 내 타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이 높아 인력 

수급에 용이하다. 셋째, 최근 공유오피스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스타트업

16) 이효선, 2019, 대도시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구성요소와 경쟁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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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높은 카

페 밀도로 인해 사업 관련자들과 여러 목적의 모임을 주선하기에 용이하

다. 다섯째, 고학력 인적 자본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거주

하고 있어 직원 채용이나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유동적으로 수급하기에 

유리하다. 끝으로, 금융 관련 대형 기업 및 기관이 밀집해 있어 정보/기

술 교류 측면에서 유리하며, 강남에 입지하고 있다는 브랜드 효과가 스

타트업 입지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강남·서초권은 사실상 수도권을 대표하는 업무지역

이라는 점과 문화공간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입지해 있다는 점 등이 스타트업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주

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3.3.2.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금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현황을 살펴보

면, 2019년 기준 1,388개의 스타트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은 

하드웨어 제작이다. 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입지하고 있는 하드웨

어 스타트업이 서울 전체 대비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하드웨어 집적지라 일컬어지고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하드웨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

이 밀집하게 된 배경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수도권

을 대표하는 지식기반제조업 밀집지역이라는 것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

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에 맞게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이 많아 

소규모 스타트업이 입지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일반 제조업에 종

사하는 기업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어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스타트업의 흡입요인으

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의 이점으로 받는 각종 세금 혜택 또한 스타

트업이 밀집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파

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을 분양 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금 관련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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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게 제공되고 있다. 이는 최대한 초기비용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입지결정요인이라 볼 수 있다.17)

또한, 산업단지인 만큼 카페, 음식점 등 기업지원시설들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 업무 외 요소들을 충족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도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끝으로, 교통이 편리하

고 3단지 같은 경우 광명시와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해 비교적 주거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우위 요소로서 평가되고 있다.

    3.3.3.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지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428개의 스타트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은 IT 및 

게임 산업이다. 특히, 국내 10대 게임 기업 중 7개의 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게임 스타트업 중 78%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지하

고 있어 명실상부 게임 산업 집적지라 말할 수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장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요소는 크게 

서울 및 주요 대도시와의 접근성, 쾌적한 환경, 그리고 선도기업의 집적

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강남역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

며, 인근 인구밀집지역인 분당·수원·용인 등의 거주지와의 접근성 역

시 높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이 밀집하게 된 요인으로는 쾌적한 

도시 환경뿐 아니라 경기글로벌게임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

보육 공간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이 근무지 인근으로 이주 

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2019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흡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카페, 음식점 등 기업지원시설

들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

17) 장필수, 2018, 글로벌 스타기업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연

구_서울디지털산업단지 IT기업을 중심으로,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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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지 특성

강남·

서초권

○ 2000년대 초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인터넷 접근성을 기반

으로 IT 관련 스타트업이 밀집하기 시작하였음.

○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인해 공

실률이 증가하며 스타트업 밀집도가 낮아지다가 2000년대 후반

부터 다시 거점으로서 역할

○ 창업지원시설, 교통 편의성, 공유오피스 증가, 높은 카페 밀

도 등이 스타트업 흡입요인으로 작용함.

○ IT 및 핀테크가 대표 업종이며, 금융 관련 대형 기업 및 기

관이 밀집해 있어 정보 및 기술 교류 측면에서 유리함.

○ 서울 주요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와의 편리한 접근성과 ‘강

남’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입지 결정에 영향을 끼침.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구로·금천)

○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식기반제조업 밀집 지역이며, 중소기

업을 기반으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소규모 스타트업

의 입지에 유리하게 작용함.

○ 일반 제조업도 다수 포진해 있으며, 오래된 시설을 재활용

하여 제품 제작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가산업단지로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점이 있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해주는 세금 혜택 등이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음.

판교테크노

밸리

○ 국내 10대 게임 기업 중 7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게임 산

업의 대표 지역이라는 브랜드 효과.

○ 서울, 분당, 수원 등의 도시로의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직

주근접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음.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보육 공

간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지원 사업 통한 혜택이 스타트

업의 입지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11> 수도권 스타트업 밀집지역 입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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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 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의 

입지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베버의 공업입지이론, 클러스터 이론 그리고 

제품주기 및 이윤주기 이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전체 

산업이 아닌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인 만큼 수도권 내 

주요 스타트업 밀집지역과 해외 스타트업 밀집지역 성공사례 분석을 통

해 공통적인 입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수도권 내 주요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 상위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강남·서초권,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로·금천)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해외 사례로

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Applied Sciences NYC와 중국의 실리콘밸리

라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

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스타트업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해 설문 지

표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설문 지표의 합리성과 정확도를 제고하

고자 하였다. 

먼저, 산업 입지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

고 있는 베버의 공업입지이론과 클러스터 이론, 제품주기 및 이윤주기 

이론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입지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최

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와 지

대가 확보되는 지역을 선호한다. 둘째, 생산, 부품공급, 서비스제공업체, 

연구소 등 산업 사이클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수송비를 절감하고, 기술 

및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 셋째, 전문기술인

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고급 인력이 다수 포진

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을 선호한다. 즉, 기업의 본질인 최대 이익을 위

해 비용적 합리성을 가장 주요 요인으로 삼아 입지를 결정한다는 시사점

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 스타트업 밀집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추출한 

입지결정요인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교통



- 33 -

이 편리하고 고급 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선호한다는 점은 공통적

으로 나타나지만,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창업지원시설, 다양한 관

련자들과 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카페의 밀도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와 같이 소규모 형태의 

스타트업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 공급되고 있다는 점

이 초기 단계뿐 아니라 성숙 단계의 스타트업까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는데 영향을 끼쳤다.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지요인으로

는 인근에 대형 기업 및 기관이 분포해 있어 기술 및 정보 교류에 용이

하며 때로는 하청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는 

점이었다. 

끝으로,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이른 시기부터 스타

트업에 대한 지원 제도 및 정책, 그리고 환경 조성 등이 활발히 이루어

졌던 미국에서 보다 체계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

리나라와 다르게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시하

고 실제로 잘 구축되어 있으며, 연구·투자·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업

하는 시스템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소수정예의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의 수요에 맞춰 인근 명문대학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기관의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지

고 있어 인력수급 측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었다. 또한, 스타트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투자자금 유치 측면에서 기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 발표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다. 즉, 탄탄한 

산업적 기반, 우수 인력 확보, 풍부한 투자자본, 높은 기술 환경 등의 요

인이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

으로 설문 지표를 설정하고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해 적용되는 것과 적용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와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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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홍합밸리 내 스타트업 분포 특성

4.1.  스타트업 현황 및 주요 업종

    4.1.1.  지식기반·문화콘텐츠 중심의 홍합밸리

1장 연구 대상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기준으로 홍합밸리 내 스타

트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12개 업체가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인근

에 밀집해있었다. 업력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3년 이하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61개로 약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력이 3년인 기업이 

약 2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업종 측면에서는 지식

기반서비스업이 66개 업체로 약 58.9%, 문화콘텐츠산업이 25개 업체로 

약 21.7%, 전자상거래 9개, 기타 업종이 12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업의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직원 수 기준 1~10명 단위가 76개 업

체(약 67.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분 112개 업체 분류

업력

1년

이하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

16개 20개 25개 13개 10개 13개 15개 112개

14.3% 17.9% 22.3% 11.6% 8.9% 11.6% 13.4% 100.0%

업종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전자상거래 기타

66개 25개 9개 12개

58.9% 22.3% 8.0% 10.8%

규모

1∼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76개 22개 6개 8개

67.9% 19.6% 5.4% 7.1%

<표 12> 홍합밸리 내 스타트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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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홍합밸리 스타트업 분포 특성

밀집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한 스타트업 현황을 업종과 규

모를 기준으로 맵핑해본 결과(그림 2), 홍대입구역과 합정역을 잇는 ‘양

화로’를 중심으로 밀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31명 이상의 대형 스

타트업은 8개 중 7개가 홍대입구역 인근에 분포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공유오피스인 패스트파이브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홍합밸리’ 법인 내부 및 인근으로 많은 수의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고 

그 업종 면에서도 유사한 업종이 군집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강남·서초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비교적 명확한 산업공간으로서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기업

의 분포가 정갈한 반면, 홍합밸리의 경우 자연적으로 밀집하다보니 기본

적인 산업 분포의 특성에 따라 대로변을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었다. 또

한, 교통의 핵심 기능인 지하철역과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큰 스타트업이 

밀집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료, 건축물의 규모, 기능 등 여러 요인의 차

이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대상지 내에 밀집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밀집도를 파

악하기 위해 면적 대비 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밀도를 서울시 평균 및 

홍합밸리가 속한 마포구와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지 면적은 약 

2.9㎢이며 해당 지역 내 112개의 스타트업이 밀집하고 있다. 즉 약 

38.6개 업체/㎢의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마포구 전체

에 총 452개 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마포구 면적이 23.84㎢이기 때문

에 약 18.9개 업체/㎢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해 

보았을 때, 강남·서초권이 21개 업체/㎢, 서울시 전체 평균 16.2개 업

체/㎢로 나타났다. 즉, 동일 면적 대비 홍합밸리 지역의 스타트업 밀집도

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포 특성의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경의선숲길이 위치

한 연남동 지역에 입지한 스타트업 수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경

의선숲길 인근에 대부분 음식점, 카페 등이 조성되어 있어 산업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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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반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과 홍대, 합정 지역과 인접해 있음에도 

굉장히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

다.18)

종합해보면, 홍합밸리 내 입지한 스타트업은 특정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위주로 분포하기보다는 업력 1년 미만부터 7년까지 비교적 고

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업종 측면에서 지식기반산업과 문

화콘텐츠산업이 전체 대비 81.2%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서울시 전체 

스타트업 업종 순위와 비교했을 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식기반

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이 태동하는 대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홍

대, 합정 지역과 매우 근접해 있는 연남동 지역에는 스타트업이 거의 입

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의선숲길 인근 지역이 상

업공간으로서의 기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매우 높은 임대료

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면적 대비 

업체 수 측면에서 봤을 때, 마포구, 강남·서초권, 그리고 서울시 전체 

평균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명실상부 비 산업단지 지

역 중 대표적인 스타트업 밀집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18) 김학규, 2019,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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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홍합밸리 내 스타트업 분포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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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기업군 설정

홍합밸리에 입지한 지식기반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업종, 업력, 규모 등을 

고려해 A, B, C 그룹을 구성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A그룹은 창업한 지 4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

초 입지지역이 홍합밸리이고, 이전한 적이 없는 스타트업으로 구성하였

다. 즉, A 그룹을 통해 창업 초기단계에서 홍합밸리가 가지는 공간, 산

업, 사회적 입지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B 그룹은 창업한 지 

7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입지지역이 홍합밸리이고, 여전

히 홍합밸리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초 입지할 당시와 지금의 입지여건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마지막 C그룹의 경우 타 지역에서 홍합밸리로 이주했거나 과거 

홍합밸리에 입지하고 있다가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을 대상

으로 하여, 타 지역과의 입지특성 차이를 조사하였다. 

기업군을 위와 같이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별 

명확한 차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4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은 제외하였

다. 홍합밸리 내 현황에 따르면, 1년 ~ 3년 업력의 스타트업이 전체 대

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로 분류할 때에 3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였다. 둘

째, B그룹의 경우 연구 초기에 설정한 스타트업의 기준인 7년 미만을 

넘긴 성숙 단계의 스타트업으로 설정한 만큼 최초 입지 당시와 현재의 

입지환경의 차이점을 도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유니콘’기업이라 불리는 스타트업의 업력이 7~10년 사이로 포

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셋째, C그룹의 경우 수도권 주요 스타

트업 밀집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홍합밸리로 이주한 이유를 도출해 기

존 이론이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요인을 다루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최대한 많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A, B, C 그

룹을 구분하지 않고 방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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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 결

2019년 10월 기준 홍합밸리 내 분포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현황

에 대해 조사한 결과,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97개 업체가 분포하고 있

었으며, 7년차인 기업은 15개로 총 112개의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종적인 측면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66개로 약 

58.9%, 문화콘텐츠 업종이 22.3%,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기타 

업종이 약 18.8%로 구성되어 있었다. 업력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단계의 

스타트업이 밀집한 양상이 아닌 전 단계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규모적인 측면에서 1~10명의 소규모 스타트업이 76개 업체로 약 

67.9%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간적인 분포 현황을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홍

대입구역과 합정역을 잇는 ‘양화로’를 중심으로 밀집하는 패턴이 나타

났으며, 31명 이상의 대형 스타트업의 대다수가 홍대입구역 인근에 분

포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공유오피스와 인큐베이팅 기관 내부 혹

은 인근으로 많은 수의 스타트업이 군집하는 양상으로 보아 인적 교류, 

기술 및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강남·서초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경우 비교적 명확한 산업 공간의 범위가 설정되

는 반면, 홍합밸리는 자연적으로 밀집하다보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

며, 기본적 원리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에 가까울수록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보다 유의

미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업군을 A, B, C 그룹으로 설정하였고, 세 그룹

이 각각 뚜렷한 차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A 그룹은 총 61

개 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의 3년 이하의 업력을 가진 업체

를 대상으로 했으며 비교적 최근에 홍합밸리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홍합

밸리로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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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B 그룹은 총 19개 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7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부터 현재까지 홍합밸리 내에 입지하고 있는 성숙단

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의선숲길이 조성된 지 5년 정도 되

었다는 점을 포함해 여러 주변 여건이 변화한 시점에서 과거 입지를 결

정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룹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성숙단계의 기업으로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의 교류 여부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C 그룹은 총 12개 업체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홍합밸리로 이주했거나 홍합밸리에서 타 지역

으로 이주한 7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설정하였다. C 그룹을 통해 타 

지역과의 입지특성에 대한 차이점을 도출하고, 홍합밸리라는 지역 기반

의 요인이 작용했는지의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 5장에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

해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 경향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의 설문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기술통계가 

아닌 빈도 및 비율분석의 기초통계를 활용했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존 요인뿐 아니라 기존에 다루지 못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로

서의 가치를 갖는데 더 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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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업 설문조사 및 인터뷰

5.1.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인 홍합밸리에 입지한 지식기반 및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112개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심층 인터뷰의 경우 

다른 스타트업 밀집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홍합밸리에 입지한 스타트업 

대표와 홍합밸리에서 성장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스타트업 대표로 나

누었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 간 입지결정요인의 차

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업종별로 구분하고, 업력별로 4년 미만과 4

년 이상으로 분류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입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A, B, C 그룹으로 분류해 A 그룹은 업력 4년 미만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설정하였고, B 그룹은 7년 이상의 성숙 단계 스타트업

을 설정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C 그룹의 경우에는 기존 다른 지역에

서 홍합밸리로 이주했거나 홍합밸리에서 시작해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룹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A 그룹은 총 61개 업체가 있으며,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33개, 문화콘텐츠 업종 19개 그리고 기타 업종

이 9개 업체로 분포하고 있었다. B 그룹은 총 19개 업체가 있으며, 지

식기반서비스 업종이 10개, 문화콘텐츠 업종 4개 그리고 기타 업종이 5

개 업체로 분포하고 있었다. 마지막 C 그룹은 총 12개 업체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6개, 문화콘텐츠 업종 4개 그리고 기타 업종이 2개 업체로 

분포하고 있었다. 보유한 데이터 기준으로 C 그룹이 비교적 표본이 적

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인 소개 방식으로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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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문 지표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인 초기 자본 및 사무실 임대료의 중요도 변화, 

기존 클러스터 이론에서 주장하는 클러스터 효과가 입지에 끼친 영향, 

젊은 고급 인력을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홍대의 특성이 미친 영향을 파

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설문 지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사무실 임대료의 

중요도 변화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판매시

장 접근 용이, 교통의 편리성, 동종업종의 집적 등 10개 요인에 대해 중

요도를 5단계로 설정했으며, 각 요인 간 우선순위를 3위까지 선정하도록 

구성하였다. 

클러스터 효과에 대한 항목으로는,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타 

기업 혹은 기관과의 교류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협력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업종별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

지막으로, 향후 이전 계획에 대한 항목을 설정해 홍합밸리의 어떠한 단

점으로 인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왜 그 곳인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의 개선점을 묻는 항목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2.1.  기업 일반 현황

설문조사와 인터뷰 대상 기업의 업력, 업종, 지원 사업 여부 등

을 포함한 일반적인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 기업의 위치와 업종, 그리고 

거래 기간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래 기업 항목의 경우 주거래 

기업의 지리적 근접성이 입지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

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했으며, 클러스터 이론과의 관계성을 밝히

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른 설문 항목은 아래 <표 10>

과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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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도 직원 수 주력 업종
지원 사업

여부

2018년

매출액

기업 분류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① 벤처기업 ② 일반기업

<표 13> 기업 일반현황 설문 항목 1

주요 업종 구매 비율(%) 거래 기간 위치

예) 소프트웨어 만 년/개월

만 년/개월

만 년/개월

주요 업종 판매 비율(%) 거래 기간 위치

만 년/개월

만 년/개월

만 년/개월

<표 14> 기업 일반현황 설문 항목 2

추가적으로 해당 스타트업의 입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유오

피스, 개별 입지, 여러 기업이 입지한 임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선택지

를 묻는 항목과 성장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

을 설정해 단계별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데 보충이 되고자 하였

다. 

    5.2.2.  기업 입지 결정요인

본격적인 설문 항목으로서, 홍합밸리에 입지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 홍합밸리를 선택하게 된 요인을 묻는 항목이다. 판매시장 접근용이, 



 �

- 44 -

낮은 임대료, 전문·고급인력 확보용이, 교통의 편리성 등을 포함한 총 

10개 요인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와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와 국토연구원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간된 보

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설문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앞선 국내·외 사례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입지요인을 추가적으로 넣어 구성하였다. 

우선순위의 경우 최초 설문 당시에는 각 요인에 대해 모두 고르

도록 하였으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모두 고르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는 

피드백을 받아 상위 3개만 선택하도록 수정하였다. 먼저, 아래 <표 12>

를 통해 홍합밸리에 입지한 이유와 입지 고려 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

인을 확인하였다.

입지 요인
우선

순위

중요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판매시장

접근용이

전문·고급인력

확보용이

낮은 임대료

교통의 편리성

동종업종 집적

주거 및 교육 등

생활기반시설 편리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벤처캐피탈 및 금융

서비스 기관과의 접근성

지자체의 기업지원

서비스 양호

홍대 지역의 높은

젊은 인구 유동량

기타 의견 (귀사가 현재 지역에 입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

<표 15> 기업 입지 결정요인 설문 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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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지역에서 홍합밸리로 이전한 스타트업인 이전 지역과 

홍합밸리로 이주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자 <표 12>에 나타난 요인을 

바탕으로 2개 요인을 선택하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해당되는 요인이 없

는 경우 다른 요인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설문지 하단에 주석을 기입해두

었다. 

기존 지역
홍합밸리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 요인

1순위 2순위

<표 16> 기업 입지 결정요인 설문 항목 2

끝으로, 입지를 결정할 단계에서 홍합밸리의 흡입요인이라 판단

해서 입주했지만, 해당 요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애로사항에 대한 항목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

주계획에 대한 문항을 설정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설문 요인 

설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여러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요인을 설정했으며, 우선순위 3개와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 14> 및 <표 15>와 같다.

이전계획

여부

있음 없음

예정 지역

이전·확장

결정 요인

입지 형태

<표 17> 기업 입지 결정요인 설문 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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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 사항
우선

순위

애로사항 정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기술개발 지원기관 및

기업의 부족

숙련된 인력 확보의

어려움

판로 확보의 어려움

기업지원서비스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노후화된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

높은 임대료의 부담

기존 기업과의 교류

부족

협력업체 확보의 어려움

생산 및 연구개발 등

공간의 협소

기타 의견 (귀사의 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표 18> 기업 입지 결정요인 설문 항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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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향후 지원 사항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이론과 국내·외 다른 스타트업 밀집지역

과의 차이점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앞선 설문 항목에서 입지결정요인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향후 정책·제도적으로 개선되거나 지원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항목

을 설정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시사점은 정

책이나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향후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공간 조성 시 

도시설계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항목을 설정함에 있어 기존 선행 연구 임승준(2016), 안승구

(2017) 등을 통해 확인한 경제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 그리고 산업 공간 

주변 환경 등에 대한 항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대표적으로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 있으며, 기술 및 연

구개발 지원, 산학 연계 시스템, 공간 구축비, 편의시설 및 주변 환경의 

쾌적성 등을 포함해 총 1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고, 가장 필요한 2개 요

인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3개의 요인 외에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크고 작은 개선사항과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해 원하는 해결책 등을 추출하고자 하였

으며, 설문조사에 비해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많았다. 

아래 <표 16>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인터뷰에서 얻은 정

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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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우선순위

세금 및 부담금 감면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유통 판매망 지원

직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원

ICT 등 신기술 기반시설 지원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자본, 기술, 교육, 전문가 등)

기술개발 지원 및 정보교류

(예: 산학 연계 활성화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경영 및 기술개발

자금조달 지원

공간 구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원활한 인력 수급망 지원

편의시설 및 주변 환경의 쾌적성

부지 및 건물 매입/임대 지원

기타 의견

<표 19> 향후 지원 사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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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 과

    5.3.1.  설문조사

2019년 10월 ~ 11월 말까지 이메일, 전화, 방문 조사 등을 통

해 총 34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에 종사하는 스타트업은 22개 업체, 문화콘텐츠 업종은 12개 업체에 설

문조사를 했으며, 본 연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타 업종의 스타트업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룹별 설문 현황을 살펴보면, A 그룹의 경우 총 13개 업체 중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8개 업체, 문화콘텐츠 업종 5개 업체에 대한 설

문을 확보하였다. 7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된 B 그룹의 

경우 총 15개 업체 중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10개 업체, 문화콘텐츠 

업종 5개 업체에 대한 설문을 확보하였다. C 그룹의 경우 총 6개 업체 

중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4개 업체, 문화콘텐츠 업종 2개 업체에 대한 

설문을 확보하였다. 

설문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이메일을 활

용해 홍합밸리 내 입지하고 있는 모든 스타트업에게 설문 조사지를 배포

하였다. 둘째, 회신이 오지 않는 업체들을 따로 분류하여 전화로 설문 

가능 여부 및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방문이 가능한 업체

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고, 기업 사정

상 불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을 진행하거나 파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추가적으로, 초기에 표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인터뷰한 업체 

대표님의 지인 소개를 받거나 스타트업 대표끼리 공유하고 있는 단체 카

톡방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빈도 분석

과 비율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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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합밸리 입지결정요인

홍합밸리에 입지를 결정하게 된 요인을 묻는 항목에 대해 총 10

개 요인을 구성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3개를 선택하

도록 하였다. 우선순위에 대한 빈도 분석은 결과적으로 홍합밸리가 타 

지역에 비해 가지는 입지적 우위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요도에 대한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

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요인에 대한 비율분석을 함에 있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먼저, 우선순위에서 1위로 가장 많이 나온 요인은 ‘전문·고급 

인력 확보용이’가 약 32.4%였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이 약 17.7%,‘판매시장 접근용이’과 ‘홍대 지역의 높은 젊은 인구 

유동량’이 약 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통계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전국 스타트업의 입지 결정

시 고려하는 요인을 조사한 데이터에서 1~2순위 내에 임대료 항목이 있

는 것과 달리 ‘낮은 임대료’항목이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낮게 나타나

는 것이 있었다. 또한, 다수 선행연구 및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벤

처캐피탈 및 금융서비스기관과의 접근성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로 꼽은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특이점이 있었다. ‘교통의 편리성’과 ‘대

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두 항목 간의 연결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출퇴근뿐 아니라 수

시로 젊은 고급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서울 내 주요 대학이 다수 포진되

어 있는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간다는 점과 공항철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기차역과 공항으로 원활히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요도의 경우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개의 스케일로 설정했으며, 각 요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

우 높음’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요인은 ‘전문·고급 인력 확보용이’

로 약 55.9%를 기록했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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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판매시장 접근용이’가 약 2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편, ‘매우 낮음’에 대한 빈도는 모든 요인에 대해 굉장히 적었으며, 

‘벤처캐피탈 및 금융서비스기관과의 접근성’항목에 대한 ‘낮음’이 

약 9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기업지원서비스 

양호’ 항목이 약 26.5%로 비교적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나 판교테크노밸리와 달리 여러 형태의 혜택이나 지

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홍합밸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

징적인 것은 문화콘텐츠 업체의 경우 대부분 ‘동종업종의 집적’을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을 선택한 반면, 지식기반서비스 업체는 대

부분 ‘보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과 문화의 집적지라

는 이미지가 강한 홍대 지역의 특성이 문화콘텐츠 업종의 스타트업이 입

지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 봤을 때, 주력으로 삼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

업화하는 데 최적화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스타트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주요 대학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면서도 젊은 인구 

유동량이 높아 아이템에 대한 설문이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입지를 원

했고, 이를 잘 반영하는 홍합밸리로의 입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3장에서 살펴봤던 산업입지이론에서 강조하는 비용적 합리성 측면에

서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34개 업체 모두 청년창업지

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고 있어 금

전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클

러스터 이론과 달리 종사하는 산업군의 사이클이 집적하는 것에 대한 고

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의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는 점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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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요인
우선

순위

중요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판매시장

접근용이

1위: 14.7%

2위: 20.6%

3위: 23.5%

2.9 2.9 32.4 35.3 26.5

전문·고급인력

확보용이

1위: 32.4%

2위: 32.4%

3위: 20.6%

17.6 26.5 55.9

낮은 임대료

1위: 0%

2위: 2.9%

3위: 5.9%

2.9 75.3 21.8

교통의 편리성

1위: 11.8%

2위: 2.9%

3위: 8.8%

70.6 11.8 17.6

동종업종 집적

1위: 8.8%

2위: 8.8%

3위: 9.8%

2.9 70.6 11.8 14.7

주거 및 교육 등

생활기반시설 편리

1위: 0%

2위: 0%

3위: 2.9%

2.9 85.3 11.8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1위: 17.7%

2위: 5.9%

3위: 16.7%

5.9 38.2 26.5 29.4

벤처캐피탈 및 금융

서비스 기관과의 접근성
없음 2.9 94.1 2.9

지자체의 기업지원

서비스 양호

1위: 0%

2위: 0%

3위: 2.9%

2.9 26.5 64.7 5.9

홍대 지역의 높은

젊은 인구 유동량

1위: 14.7%

2위: 8.8%

3위: 5.9%

2.9 58.9 23.5 14.7

기타 의견 (귀사가 현재 지역에 입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

<표 20> 기업 입지 결정요인 설문 결과



- 53 -

      2) 애로사항

홍합밸리에 입지를 결정하게 된 요인을 기준으로 홍합밸리에 입

주 후 기업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항목

에 대해 총 10개 요인을 구성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

위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입지결정요인 부분에서 설정한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주 활용한 

요인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우선순위에 대한 빈도 분석은 결과

적으로 홍합밸리가 스타트업의 시작점으로서 가지는 단점이나 개선·보

완해야할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중요도에 대한 결과를 통

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과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설문 결과 우선순위에서 1위로 가장 많이 나타난 요인은 ‘숙련

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약 44.1%였으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26.5%, ‘높은 임대료의 부담’ 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

가 비교적 높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스타트업에 비해 낮아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의 비용 절감 측면을 

더 고려하는 반면, 스타트업은 입지결정요인과 애로사항 모두에서 압도

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입지를 결정할 때에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 절감보다는 향후 고용하게 될 직원들이 접근하기 원활한 지역을 선

택해 유인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

향은 입지결정요인에서 임대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애로사항

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임대료 부담을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입지를 결정할 때에 여러 창업지원기

관이나 공공 차원에서의 기업지원서비스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

라 실제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애로 사항으로 고려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지결정요인은 주로 경제적 

요인이 아닌 경향이 나타났지만, 기업 대표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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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인재 매칭 프로그램과 경제적 지

원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애로 사항
우선

순위

애로사항 정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기술개발 지원기관 및

기업의 부족

1위: 8.8%

2위: 2.9%

3위: 5.9%

8.8 76.5 5.9 8.8

숙련된 인력 확보의

어려움

1위: 44.1%

2위: 26.5%

3위: 5.9%

2.9 23.5 29.5 44.1

판로 확보의 어려움

1위: 0%

2위: 11.8%

3위: 8.8%

11.8 64.7 23.5

기업지원서비스 부족

1위: 0%

2위: 5.9%

3위: 0%

8.8 91.2

자금조달의 어려움

1위: 26.5%

2위: 14.7%

3위: 23.5%

23.5 41.2 35.3

노후화된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
없음 2.9 17.7 79.4

높은 임대료의 부담

1위: 14.7%

2위: 20.6%

3위: 23.5%

41.2 23.5 35.3

기존 기업과의 교류

부족

1위: 2.9%

2위: 0%

3위: 2.9%

91.2 5.9 2.9

협력업체 확보의 어려움

1위: 5.9%

2위: 14.7%

3위: 23.5%

2.9 50.0 38.2 8.8

생산 및 연구개발 등

공간의 협소
3위: 2.9% 41.2 52.9 5.9

기타 의견 (귀사의 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표 21> 애로사항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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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 지원 사항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창업지원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등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향후 지원 및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13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13개의 요인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요인 2개를 고르도록 하였으며, 각 요인은 선행 연구에서 

추출한 요인과 다수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또

한, 본 연구의 소재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문화콘텐츠 업종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제조업, 음식점, 카페 등에서 고려할 만

한 사항 등은 최대한 배제하고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

으로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세금 및 부담금 감면’으로서 약 

55.9%를 차지하였고, ‘ICT 등 신기술 기반시설 지원’이 32.4%, 

‘원활한 인력 수급망 지원’2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의 경우 서울시 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어느 정도 진

행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3

장에서 살펴본 중국 베이징 중관춘 사례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까지 적

용해 엄청난 흡입요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위로 기록

된 2개 요인이 경제적 요인이며 인력을 체계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시

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창업지원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이 수정되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앞선 설문 결과와 달리 산학연계 활성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

는데, 이는 방문 설문조사와 인터뷰 당시 공공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그 원인이 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스타트

업과 학교 사이에서 합의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자치구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들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줄 수 있는 시

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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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우선순위(%)

세금 및 부담금 감면 55.9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8.8

유통 판매망 지원 2.9

직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원 2.9

ICT 등 신기술 기반시설 지원 32.4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자본, 기술, 교육, 전문가 등)
29.4

기술개발 지원 및 정보교류

(예: 산학 연계 활성화 등)
2.9

해외시장 개척 지원 8.8

경영 및 기술개발

자금조달 지원
2.9

공간 구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5.9

원활한 인력 수급망 지원 29.4

편의시설 및 주변 환경의 쾌적성 2.9

부지 및 건물 매입/임대 지원 14.7

기타 의견

<표 22> 향후 지원 사항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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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입지결정요인 및 애로사항 설문 결과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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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인터뷰

2019년 9월 ~ 11월 말까지 스타트업 방문을 통해 총 18개 업

체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완료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은 12개 업체, 

문화콘텐츠 업종은 6개 업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문화콘텐츠 

업종의 경우 입지결정요인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과 전체 업체 수가 약 

2.5배이며 업체별로 다른 요인을 고려한 경우가 많은 지식기반서비스 

스타트업의 표본을 좀 더 많이 확보하였다. 

그룹별 인터뷰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으로 구성

된 A 그룹은 총 7개 업체를 인터뷰했으며,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4개, 

문화콘텐츠 업종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7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 B 그룹의 경우 총 7개 업체를 인터뷰했으며, 지식

기반서비스 업종이 5개, 문화콘텐츠 업종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 C 그룹은 총 4개 업체를 진행하였으며,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3개, 문화콘텐츠 업종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C 그룹은 현재 기

준 3개 업체가 성수, 강남 지역에서 홍합밸리로 이주한 기업이었으며, 

한 개의 업체가 문화콘텐츠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을 위

해 강남으로 이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룹별 주요 질문 사항과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인터뷰 완료 현황

A 그룹 B 그룹 C 그룹

지식기반

서비스
4개 업체 5개 업체 3개 업체

문화콘텐츠 3개 업체 2개 업체 1개 업체

<표 23> 인터뷰 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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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그룹                       

약 2개월간에 걸쳐 A 그룹에 속하는 7개 스타트업의 대표와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개의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3개의 문화콘텐

츠 업종에 대한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설문 조사에서 다루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초기 단계

의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그룹이라는 점에서 창업 전 활동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항, 입지 이론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홍합밸리가 

가지는 지역기반의 특성을 고려하는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인

터뷰 진행 당시 구성했던 구체적인 질문 사항은 아래 <표 21>과 같다. 

인터뷰 주요 질문

일반 사항

1. 주로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2. 창업하기 전 어디에서 창업을 준비하였는가?

3. 창업 전 타 기업에서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가?

입지이론

관련

1. 사업지를 선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

2. 인근에 위치한 대학, 기관, 기업들과의 교류가 있는가?

3. 최초 입지를 결정할 당시 고려했던 요인들이 입주 후에 어떻

게 작용하고 있는가?

4. 창업지원기관을 활용하고 있는가?

지역기반

관련

1.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 아님에도 굳이 홍대, 합정 지역을 선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홍합밸리가 스타트업을 운영함에 있

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3. 문화, 예술, 상업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홍대지역의 특성이

나 주변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이 무엇인가?

<표 24> A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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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기반서비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문화콘텐츠 업

종과 달리 주변 동종 스타트업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필요로 하지

도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 과정에서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

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

문에 도움을 받을 영역이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원인이 되었다.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했던 요인은 서울 내 주요 대학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2호선과 6호선의 접근성이 있었으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젊은 인구의 유동량이 높아 설문, 사용성 평가 등 개발하고 있

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역

을 고려하였다. 특히, 젊은 인력을 선호하여 인근에 대학이 많이 밀집해 

있는 홍대, 합정 지역을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청년창업지원금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을 통해 확보한 자본으로 사무실 임대료는 충

분히 커버할 수 있어 임대료가 높더라도 쾌적한 업무환경이 보장되고, 

다른 산업단지나 업무지역에 비해 혼잡하지 않은 환경을 고려하였다고 

했다. 

한편, 최초 입지를 결정할 당시 인근에 대학이 많아 인재 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학점 연

계 인턴십을 운영하고 기업을 소개 하는 자리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창업지원기

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대부분 스타트업의 방향을 ‘사회 기여’에 초

점을 두고 있어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교육보다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학생들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홍합밸리만의 압도적

인 입지적 우위점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스타트업 대표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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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체 카톡방을 활용해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커뮤니티가 굉장

히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입지결정에 압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이 우위점은 스타트업을 시작함에 있어 대부분 가지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며, 실제로 인터뷰한 업체들 모두 일감이 없어서 힘들었

던 적은 없었다고 응답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 및 예술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홍익대학교와 

인접해 있어 수시로 인력을 수급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시나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는 업무를 진행할 때에 마포구와 협조해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 

거리를 통제해 전면보행화하여 원활한 이벤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강남·서초권이나 서울디지털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등 다른 밀집지역에 비해 거리의 분위기가 문화·예술의 컨셉과 어울린

다는 점과 인근에 경의선 숲길이 위치하고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양

호하다는 점 등이 입지결정요인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두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

트업 대표로서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비용적 절감을 가장 우선시하고 

싶지만, 젊은 고급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업무 

환경이 쾌적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사업 타겟층을 젊은 인구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인

근에 대학이 많고 높은 젊은 인구 유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홍대, 합정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공원이나 한강 등과 

같은 어메니티 요소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넷

째, 창업관련기관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며, 인력 수급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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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요 답변

지식기반

서비스

(4개 업체)

○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본으로 사무실 임대료는

충분히 감당하고 있으며, 업무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 인근에 홍익대, 서강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이 많아 인재 채

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판단해 입지를 결정했지만, 교류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자체나 창업지원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자체적으로 대학에 연락해 기업 소개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

고, 학점 연계 인턴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남이나 다른 산업단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교통

체증이 심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근에 경의선 숲길이나 한강

공원으로의 접근이 수월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판단함. 또한,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임대료가 비싸더라

도 양호한 환경의 사무실을 구하는데 집중하였음.

○ 창업지원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 교

육보다는 오히려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음.

문화콘텐츠

(3개 업체)

○ 문화콘텐츠 업종에 한해 홍합밸리만의 독자적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음. 하나의 사업

을 맡게 된 기업이 분야별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협업하는 형

태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음.

○ 문화, 예술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홍익대와 인접해 있다

는 장점도 영향을 끼쳤으며, 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 프리랜서

형태로 단기간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 특히 전시나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는 업무가 많은

데, 마포구와 협력해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 거리를 통제해 전

면 보행화하여 원활하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음.

○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개인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

하고 있다는 점과 ‘홍대’라는 브랜드 효과가 문화콘텐츠 업무를

진행하는데 장점이 되고 있음.

<표 25> A 그룹 인터뷰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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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 그룹

      A 그룹과 같은 방식으로 7개 스타트업의 대표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개의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2개의 문화콘텐츠 업종에 대

한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설문 조사에서 다루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

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7년 이상의 업력을 가

진 기업으로서 홍합밸리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

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거 입지 당시 고려했던 입지 요인과 현재 시점

에서 바라보는 입지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질문

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당시 구성했던 구체적인 질문 사

항은 아래 <표 26>과 같다. 

인터뷰 주요 질문

일반 사항

1. 주로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2. 창업하기 전 어디에서 창업을 준비하였는가?

3. 창업 전 타 기업에서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가?

입지이론

관련

1. 최초 입지를 결정할 당시 고려했던 요인은 무엇인가?

2. 현 시점에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결정요인은 무엇인가?

3. 최초 입지를 결정할 당시 고려했던 요인들이 입주 후에 어떻

게 작용하고 있는가?

4. 창업지원기관을 활용하고 있는가?

지역기반

관련

1. 홍합밸리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

엇인가?

2.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시 홍합밸리에 입지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현재는 어떤 입지적 요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

고 있는가?

4. 홍합밸리 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 교류는 있는가?

<표 26> B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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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B 그룹의 경우 문화콘텐츠만의 커뮤니티 부분을 제외하고

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문화콘텐츠 업종 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먼저, 최초 입지를 결정할 당시에는 경의선숲길이 완공되

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 임대료가 많이 낮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응답했다. 또한, 홍익대학교를 졸업하여 홍합밸리 지역에 

기반을 둔 생활패턴과 주거지와의 근접성이 입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임대주들이 대체로 똑똑하고 세입자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 임대료는 높

아졌어도,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홍합밸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의선 숲길 건설과 합정 지역에 

예정되어 있는 시민 공원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더 개선되고 있어 입지

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지원 사업들이 많아져 스타트업을 초기 자

본금이 없어 스타트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처음부터 높은 질의 사무실을 구해 필요한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입지할 당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은 

일반적으로 강남이나 판교가 대표적인 지역이었지만, 상암 DMC가 조성

되면서 홍합밸리 지역에도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기업이 증가하면서 문

화콘텐츠뿐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 스타트업에게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

되어 있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다시 입지한다고 한다면 더욱 더 홍합밸

리를 선택한다고 7개 업체 모두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퇴근 혼잡도가 비교적 낮으며, 공원과 한강이 있어 주변 여건이 

쾌적한 데 있었다. 또한, 대형 오피스가 아닌 특색 있는 디자인의 건축

물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홍합밸리의 장점 또한 그 원인이 되었다. 

끝으로, 홍합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인근

에 대학이 많고 젊은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

고자 했던 것에 있었다. 지속적인 접촉 끝에 학기에 한번 씩 세미나를 

열어 기업 소개 및 인력 수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창기에는 길거리에

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 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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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요 답변

지식기반

서비스

(5개 업체)

○ 자체 모듈을 개발해 고객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최초에는 임대료가 낮다는 점과 기존 생활반경이 홍대 인근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홍합밸리로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음.

당시에는 홍합밸리라는 이름이 없었고, 그냥 홍대 지역을 선호

해 입지하였음.

○ 과거에 비해 현재의 홍합밸리 지역이 가지는 입지 특성이

스타트업을 유인하기에 유리함. 주변 어메니티 요소 구축, 상암

DMC 조성, 특색 있는 디자인의 건축물 등의 요인이 영향을

끼침.

○ 임대주들이 똑똑하고 배려심이 많아 임대료 협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소개를 받아 홍합밸리로 입지하는 스타트업

도 다수 있음.

○ 인근에 대학이 많고 젊은 인구 유동량이 높은 특성을 최대

한 활용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대학과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음.

문화콘텐츠

(2개 업체)

○ 문화콘텐츠 업종에 한해 홍합밸리만의 독자적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음. 하나의 사업

을 맡게 된 기업이 분야별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협업하는 형

태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음.

○ 문화, 예술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홍익대와 인접해 있다

는 장점도 영향을 끼쳤으며, 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 프리랜서

형태로 단기간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 과거에는 홍대생들의 개인 작업실을 스타트업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입지에 영향을 끼쳤음.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서 마포구와 협력하는 문

화 사업이 많아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이 시작하기에 더 좋은 여

건이라 생각함.

<표 27> B 그룹 인터뷰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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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 그룹

      타 지역에서 홍합밸리로 이주했거나 과거 홍합밸리에 있다가 현

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으로 구성한 C 그룹은 4개 스타트업의 

대표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개의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1개의 

문화콘텐츠 업종에 대한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홍합밸리로 이주한 1개의 

기업과 강남으로 이주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7년 미만의 업력

을 가진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C 그룹을 통해 타 지역과의 차

이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진행 당시 

실시했던 구체적인 질문 사항은 아래 <표 28>과 같다. 

인터뷰 주요 질문

일반 사항

1. 주로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2. 창업하기 전 어디에서 창업을 준비하였는가?

3. 창업 전 타 기업에서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가?

입지이론

관련

1. 최초 입지를 결정할 당시 고려했던 요인은 무엇인가?

2. 기존 지역의 클러스터와 현재 지역의 클러스터 간 차이점이

무엇이고, 이주에 영향을 끼쳤는가?

3. 입지결정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 이주를 결정하였는가?

지역기반

관련

1. 홍합밸리로 이주 혹은 타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각 지역의 입지적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향후, 타 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는가?

<표 28> C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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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그룹의 경우 과거 성수동에서 문화콘텐츠 업종에 종사하

다가 3년 전 동일 업종으로 홍합밸리에 이주한 업체 1개와 홍합밸리에

서 문화콘텐츠 업종에 종사하다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으로 업종변경을 위

해 강남으로 이주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성수동에서 홍합밸리로 이주한 영상 제작을 주력 업종으로 

하는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합밸리가 가지는 입지 우위점을 찾고자 

하였다. 해당 업체가 홍합밸리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는 문화·

예술인이 밀집해 있어 협업이 수월하고, 젊은 인구 유동량이 높아 영상 

제작 대행 작업 과정에서 주를 이루는 영상 촬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업종인 만큼 사

무실에서 작업하는 것과 더불어 경의선 숲길을 산책하고, 사람들을 관찰

하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점 또한 흡입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사업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인력이 조금씩 달라져 개인 프리랜서를 유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풀이 형성되어 있어 성수동에 비해 사업 운영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고 판단해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고, 홍합밸리로 이주 후 

훨씬 운영이 잘 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성수동에 비해 교통이 편리하

고 공항이나 기차역과의 접근성이 원활하다는 점 또한 입지결정에 영향

을 끼쳤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강남 지역으로 이주한 스타트업의 경우 업종 변경과 

사업의 확장 가능성, 임대료 등을 고려하였다. 현재 논현 지역에서 기업

을 운영하는 대표에 따르면, 홍합밸리에 있을 때와 현재 지역 간 임대료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이 좀 더 유리

하고 다양한 업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강남 지역으로 이주를 

결심했으며, 비용적 측면에서도 큰 손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C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홍합밸리는 타 지역에 비

해 굉장히 확고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해당 산업군에 종사할 때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만큼 다른 업계 종사자들과의 접촉가능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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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근에 훌

륭한 어메니티 요소와 상암 DMC가 있어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

는 데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클러스

터의 측면에서 봤을 때 홍합밸리의 클러스터는 소위 인간적인 분위기이

며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협업하는 형태인 반면, 강남권은 비즈니스적

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매우 다양한 업체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

련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주요 답변

홍합밸리로

이주

(1개 업체)

○ 문화·예술인이 밀집하고, 젊은 인구 유동량이 높은 홍합밸

리가 사업 성공에 유리하다 판단해 이주함.

○ 영상 제작이 주력 업종으로, 인접한 경의선 숲길과 한강공

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종종 산책하면서 영감을 얻어 가기도 함.

○ 스타트업과의 협력뿐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개

인 프리랜서를 유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풀이 형성되어 있는

것 또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타지역으로

이주

(3개 업체)

○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강남이 비즈니스 기

회가 더 많다고 판단해 이주하였음.

○ 홍합밸리에서 활동 당시 확고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원활

한 운영이 가능했지만, 그들간의 교류가 너무 확고해 사업 확

장성 측면에서 부족하였음.

○ 홍합밸리의 클러스터에 비해 강남권은 비즈니스적인 관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업계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홍합밸리 지역과 강남권의 사무실 임대료 측면에서의 차이

가 그리 크지 않아 같은 비용으로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강남권으로 이주를 결정함.

<표 29> C 그룹 인터뷰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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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소결 및 시사점

      여러 연구 및 보고서, 산업입지 관련 이론 등에서 추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

이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은 전문·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대학으로부터의 교통 편의성, 주변 대학 밀집도, 유

동 인구의 낮은 연령대였다. 둘째, 창업관련기관과의 교류나 지리적 근

접성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

원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의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

인한다. 셋째,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해 자본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어 임대료가 낮은 지역보다는 종사하는 업종을 최대한 활성

화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한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입지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스타트업의 주요 업종이 젊은 인구를 판매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시로 피드백 과정을 경험하고 수요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대기업이나 인지도

가 어느 정도 확보된 중견 기업의 경우 위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인력

이 확보되는 반면, 스타트업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고 존폐가 걸려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보다는 젊은 고급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쾌적하고 

접근성이 훌륭한 입지 및 사무실 환경을 선택한다. 셋째, 사업을 공유하

고 협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커뮤니티와 훌륭한 주변 어메니티 요소, 개

인 프리랜서를 활용한 조직의 수시적인 결성·해체가 수월하다는 것이 

입지결정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초기 비용의 절감도 물론 중요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꼭 필요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형 기업이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주로 종사자들보

다는 기업 차원에서의 비용 절감 및 이익, 대규모 토지의 활용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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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업 사이클이 집적해 집적이익을 도모하는 클러스터 이론

과 달리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동등한 계급의 스타트업끼리 사업

을 공유하고, 개인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형태의 클러스터가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한다. 

셋째, 스타트업은 유연한 업무 환경과 특색 있는 아이디어 창출

을 위해 주변에 훌륭한 어메니티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입지

결정요인에 큰 영향을 끼친다.

넷째, 창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이 낮아 참여율이 매우 낮으며, 교육 측면보다는 인력 수급망 확보 위주

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산학 협

력 시스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마련에 있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기존 산업입지 이론은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로 스타트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과 종사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지

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관리자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종사자들

이 쾌적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경제적, 공간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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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6.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육성 정

책을 내고 있는 배경 속에서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산업

입지이론과 대기업 입지와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수도권 내 주요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강남·서초권, 서울디

지털산업단지, 홍합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중 산업단지가 아니며 수도권 

대표 업무지역이 아닌 홍합밸리를 그 대상지로 하여 입지결정요인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다룬 지원사업의 증가와 통계청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증가로 인해 전국 스타트업 평균치보다 초기 자본과 사무실 임대

료의 중요도가 비교적 낮으며, 젊은 인력을 빠르게 수급해 수월한 조직

의 구성 및 해체가 가능한 홍대·합정의 지역적 특성이 입지 요인에 중

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둘째, 부품공급, 생산, 서비스제공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 산업 

사이클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교류하는 것이 입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클러스터 이론과 달리 동등한 계급의 스타트업 간 사업공유, 

주변 어메니티 요소, 직주근접 등이 입지에 보다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

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2019년 10월 기준 홍합밸리 내 입지하고 

있는 스타트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12개의 업체가 분포하고 있었

다. 지식기반서비스와 문화콘텐츠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특징별로 A, 

B, C 그룹을 설정하였고, 34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18개 업체에 대

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이론과의 비교를 위해 베버의 공업

입지론, 클러스터 이론, 제품주기·이윤주기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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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국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입지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스타트업의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홍합밸리 내 

입지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기존 요인

에 대한 중요도 및 고려하고 있는 다른 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존 요인에 

대해 변화한 점은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으며, 사업에 적

합한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근에 대학이 밀집해 

있고 젊은 인구 유동량이 많은 것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스타트업 밀집지역과 달리 창업

지원기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접근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창업지원기관의 교육 혹은 프로그램의 

양이 아닌 질적 향상이 도모되어야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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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스타트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입지결정요인을 

다루기보다는 스타트업의 특성, 성공요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진행된 반면, 실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결정요인을 파악하였

다. 

둘째, 설문조사의 특성상 기재된 요인 외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

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존 요인에 대한 중요

도와 새로운 요인을 함께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존 산업입지이론 및 대기업의 입지원리와의 비교를 통해 

스타트업의 특성상 가지는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하는 데 집중하였고, 일

반적인 비용적 합리성의 원리 외에 주변 어메니티, 사업 커뮤니티 등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넷째, 단순히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해당 요인의 영

향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고 

살아 있는 정보를 얻은 질적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 일

정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기술통계가 아닌 기초통계와 인

터뷰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표본을 선정했을 경우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을 다루거나 기술

통계를 통해 신뢰도 확보를 하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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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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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of the Start-ups’

Location in a Cluster of IT and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Focused on Honghap-valley

(Hongdae·Hapj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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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s are growing globally with government support, creating

economic wealth and contributing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cross

industries. In Korea, IT based start-ups grew explosively in the early

2000s. In the last 5 years, start-ups based on the high technology

have grown quantitatively, which is called second start-up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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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Ministy of SMEs and Startups(MSS) report, about 5,441

startups(approximately 55.4% of the country) are distributed in Seoul

as of April 2019. It is widely distributed in the order of fintech-based

Gangnam, hardware-based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IT and

cultural contents-based Honghap valley, and game-based Pangyo

Techno valle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Honghap-valley unlike other

industrial complexes and other representative areas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analyzed what factors the start-ups consider.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by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industrial location theory and the

location of large companies.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s in Hongdae

and Hapjeong were summarized and survey and interviews with CEO

were conducted.

Specifically in the terms of methodology, distinguished into 3

groups which are A, B, C and made survey and interview. Group A

composed of initial stage start-ups of 3 years of less, Group B

composed of mature start-ups with more than 7 years, and Group C

composed of the start-ups have moved to Honghap valley from other

regions or have moved to other regions.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location decision factors according to the growth stages

of startups and differences from other regions.

The main research subjects were 112 startups located near

Hongdae and Hapjeong station. A total of 34 surveys and 18

interview samples were obtain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actors extracted from previous studies and existing theories to see

the Honghap valle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isting industrial

location.

The directivity of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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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ctors not covered in theory through in-depth interviews, rather

than quantitative analysis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the existing

factors.

As a research result, the existing factors which are 'professional

and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accessibility with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 easy access to sales market' were highest

in order. This study found 5 singularities.

First,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upport projects, the burden

on rent and initial capital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t wa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existing theories that had the charge of

minimizing the production cost.

Second, finding the right employee for the business is the biggest

difficulty as well as determining the survival of the start-ups.

Therefore, the startup consider working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with university highly to attract talented people who will be hired in

the future, rather than the level of corporate profit. This is different

from considering a region where major company that do not have

difficulty in hiring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can reduce the costs

incurred by the company's location.

Third, the necessity of start-up support institute was not felt

much compared to the current tren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start-up support institutes and they do not consider both proximity

and accessibility aspects.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Hongdae, where the flow rate of the

young population, was significantly considered due to cultural

planning and mobile solution development is the main project. The

ability to provide feedback on products and technologies from time to

time through survey or usability evaluatio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the lo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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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location emphasized the

flexible environment such as Gyongui-sun Park and Han River Park

rather than environment with only offices located. Lastly, unlike the

cluster theory, which emphasizes the geographical gathering of

industry cycles, it was confirmed that location was more influenced

by business sharing between startups of the same class and

personnel who could use personal freelancers from time to tim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theory focuses on the firm’s location in

terms of cost savings and maximum profits, but for small start-up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 firm’s perspective and the

worker’s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Second, it is very important to create a community that facilitates

organization and dismantling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rather than the industrial cycle of parts: supply,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Third, due to the nature of start-ups based on unique idea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 location is not an office-rich

environment, but the proximity of amenity facilities and the

distribution of buildings with creative designs influence the location.

Fourth, it was judged that the support programs of

entrepreneurship support institutions centered on education for

start-ups were low in effectiveness. On the contrary start-ups needed

a program to build a network of talented people and exchange with

nearby universities.

Considering the current trend of creating industrial complexes and

fostering start-ups in the city center, it is time for a policy that

reflects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location of start-ups, rather

than existing theories and the principle of location of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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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the basic

data on the creation of industrial spaces that can attract start-ups. In

addition,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rograms of the incubators in 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imit in identifying the detailed location of each industry in that the

industrial group is classified into a large framework of IT service and

cultural contents. Therefore, research can be conducted in order to

derive detailed industrial location to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start-up creation area or the urban new industrial complex policy

including the same.

keywords : Start-up, Determining factors of the location, IT and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Honghap-valley, Survey and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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