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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80년대 이후 서울시의 제조업의 변화에 있 

어 중소기업의 성장， 특히 소기업의 성장은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에서 과거와는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곳곳에는 소기업들 

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집적 혹은 밀집된 지역은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겠지만， 특히 기계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원료나 소재가 되는 철재와 철 

판을 판매하는 철재상가 근처에 입지해 있는 것 

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기업들은 보통 주 

태가 근처나 대공장 주변의 좁은 지역에 국지적 

으로 밀집되어 있다. 경관상으로도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규모 자체가 매우 

영세하고 작업환경도 매우 지저분한 모습을 보 

이고 있어 이들이 서울이라는 대도시내에 입지 

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각종 정책적 규제， 높은 지가， 그리고 과 

밀화에 따른 교통 혼잡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 

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는 많은 수의 소규모 기 

계금속 사업장들이 매우 조밀하게 집적되어 있 

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속에서， 국내에서 소기업 

집적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은 첫째， 무둥록공장 

논의라든가 도시형 • 비도시형 산업과 같이 법제 

적인 틀내에서 이것의 분포 및 이전이나 재배치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많았다1) 둘째， 대도시 공 

업지역을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그 현황과 입지 

및 분포패턴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있어 왔다 2) 

하지만， 이러한 소기업 집적지역 내부에는 업 

종의 특정이나 국지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작동 메차니즘과 재생산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적지역내 소기업들도 그 성격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기업群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소기업 집적지역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대표적인 소기업 집적지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집적지역이 영등포라는 부심의 한계지역에 속해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 중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삼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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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높은 지가 및 임대료 

부담， 토지이용제한， 공장건축규제 등의 이전 압 

력， 지원정책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부적 속성이 있기에 계속 유지 발전되는지 그 

집적의 이익과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집적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효과와 이익은 무 

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파악하고 

자 한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래동 집적지역의 형성과정을 검토하면 

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집적지역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agent) 

인 기업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파악하 

고， 이들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집적지역 

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지를 검토한다. 

세째， 집적지역의 특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그 발전 방향이나 앞으로의 移轉 정 

책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r서울시 영등포구 문 

래동」이라는 소규모 지역이다. 구체적인 연구 대 

상은 기계금속업종과 관련된 소기업이다. 1992년 

개 정 된 표준산업 분류(SIC standard industry 

c1assification)에 따르자면 28업종(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과 29업종(달리분류 

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그와 관련된 

철재상가를 포함하는 5142업종(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이 해당된다. 철재상가의 경우， 

제조업체와 지리적으로 근접되어 있고， 28, 29업 

표 1 . 집적지역내 소규모 기계 금속 관련업종의 분류 

\r쳐 
기계부품가공， 제조 조립금속제품 

가공처리업체 철판，철재가공판매 
철판， 철재 판매 

(임가공 포함) 설치， 제작 (순수판매) 

기계부품가공과 조립 

금속제품 제작을 지 

선반， 밀링， 연마， 연삭 조립금속 계통의 원하는 업체. 소재구 

기，정밀공작기계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입을 직접하지 않음 @파이프 

기계블 가지고， 산업기 설치하여 도시화 (임가공업체) 철판， 철재의 절삭， 절 @신철 

종류와 특징 
계， 자동화기계， 전자 수요를 충족시킴 @열처리 단가공을 거쳐 판매하 @특수강 

제품， 반도체， 기어제 (예): 탱크， 철구 @조각 하거나 주문을 받아 @스텐레스 

작， 공작기계부품 등을 조물， 칼날， 제관， @빠우 1fl• 1효5". @철판 

만듬 (예) 금형， 연마， 판금， 삿시， 스텐 @도금，착색 @각종 공구 

선반， 빌링 등 제품 등 @방전 

@수리 

@와이어컷팅 

.집적경향 .문래철강단지 

.철판판매상가 인접 .시홍철재상가 

서울시의 한 곳(성수동， 용산， 신 .도시내 산발 적 .기계부품가공 인접 .고척동철강단지 .철판， 철재가 

지리적 분포 도림동， 독산동， 시홍 언 입지 한곳 .성수동，마장동 공판매와 동일 

동， 구로동) .청계천， 을지로3，4가 

.구로공구상가 

문래동내 블럭내부에 블럭내부와 기계부품가공 대로변에 분포 대로변에 

위치 Jlf- 딘 ftÆ 대로변 인접한 곳 특정블럭에 집중 분포 

설문수 
133개 15개 14개 8개 

(1707>>) 
주요고객 역내/역외 서울시내 문래동 소재 업체 수도권 수도권 

자료· 답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직접 작성 

- 88 -



종의 원료나 소재를 공급하는， 생산과정상에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문래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영등포라는 전통적인 

공업지역에 속해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 중에 

서도 기계금속업종의 종사자수 4인 이하 제조업 

체가 서울시 동별 행정구역에서 가장 많이 밀집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한 행정구역내 

에 그 원료와 가공 조립업체가 한곳에 몰려있으 

며， 지역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표 1> 

은 연구대상업종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 

사를 실시했다. 1995년 5월 한주， 6월 한주， 8월 

세차례， 9월 두차례 방문하여 각 업체의 간판명 

과 생산품목이나 사업내용을 조사하여 그 전체 

숫자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문래동의 특성과 

기계금속업종의 생산과정이나 노동력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몇몇 사업주 및 관련단체의 관계 

자와 심층 면접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주 

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외 관련 자료로서 영등포구청， 동사무소 (문 

래 1동， 2동)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였고， 총사업체 

보고서 1986년， 1991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리고， 집적지역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설문에 

서 미비한 부분을 사업주와 노동자들과의 심층 

면담조사로 보충하였다. 또한 소기업의 역외에 

입지하고 있는 몇몇 원청업체와의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들을 

조사해내고， 그 관계자와 면담조사를 행하였다. 

ll. 이론적 배경 

기업 입지의 공간적 표출 형태인 ‘집적과 분 

산’은 경제지리학에서 전통적인 연구 주제이며， 

특히 집 적 (agglomeration)은 Alfred Weber의 집 

적경제론에서부터 근래의 산업지구론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관심 

의 산물인 산업 집적이론은 다음의 세가지 경험 

적인 현상과 관련하여 발전해 왔다. 첫째， 전세 

계 제조품의 대부분이 제한된 수의 매우 집중된， 

산업의 핵심 지역에서 생산된다. 둘째， 특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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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기업들 혹은 그것과 연관된 기업들이 함께 

업지하고 공간적 집락(c1usters)을 형성하는 경향 

이 있다. 셋째， 산업의 지역 집중과 특정 산업의 

공간적 집락 과정이 시간에 따라 지속되고 누적 

적인 경향이 있다는， 즉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e)을 가진 다는 점 이 다(Malmberg & 

Sölvell & Zander, 1995: 3). 이 러 한 집 적 은 두가 

지 유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능적으로 연계되 

지 않은 생산단위들의 집합이고， 다른 하나는 단 

일한 투입산출체계내의 생산단위들간에 매우 조 

밀하게 기능적으로 관련된 연계망의 집합이다 

(Storper & Harrison, 1991: 400). 이 러 한 공 업 

집적 논의는 최근에 소기업 집적지역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재등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최근의 논의들이 어디에 관심의 춧점을 두고 있 

는지 신산업공간 논의 (Scott)와 산업지구 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Scott의 신산업공간 

스코트의 논의는 거시적인 경제구조와 특정한 

지역의 특징적인 지리적 변화를 매개하는 중범 

위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생산과정의 

수직적 분리가 일반적인 여성의류산업과 인쇄회 

로산업을 중심으로 부문 내의 사회적 분업으로 

인한 연계구조，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도시 

내부 입지패턴을 고찰하였다(Scott， 1988). 

그는 Coase의 거래비용이론을 받아들여， 기업 

은 내적， 외적 거래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기능적 통합과 분리를 선태하게 된다고 설명한 

다. 즉 내부거래비용이 외부거래비용을 능가할 

때， 수직적 분리인 하청관계가 성립하며， 내부거 

래비용이 외부거래 비용보다 낮을 때 수직적 통 

합인 합병， 인수 등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수직적 분리는 집적을 내포한다.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분리가 증가하면， 산업간 연계가 

많아지고， 따라서 이러한 연계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들 사이에는 호혜 

적이고 밀접한 연계망이 형성되어 상호기능적으 

로 연계하며， 이것은 외부거래비용의 통제를 위 

해 공간적으로 밀집하는 지리적 현상으로 귀결 

된다(강현수， 199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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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코트는 기업규모에 따른 입지의 차별 

성을 제시하였다. 즉 시장수요가 불안정한 소규 

모 기업들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리된 생산공 

정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사회적 분업관계를 형 

성한다. 이때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간적으 

로 집적하게 된다. 즉 대면접촉， 정보의 교환， 

장·단기의 하청 등의 거래는 거리종속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의 부담이 

큰 소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 장소로 

집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집적은 생 

산자가 규모의 외부경제를 실현하는 지리적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시장수요가 표준화 

되어 있고 안정적인 대규모 기업들은 생산공정 

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내부화하게 되 

고， 그에 따라 다른 기업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인해 공간적으로 분산된다는 입장이다 

(Scott, A. ]., 1982: 167-168; 1988: 52-54). 

하지만 스코트가 이야기하는 신산업공간으로 

간주되는 집적지역들이 모두 동일한 형태를 띠 

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곳은 장인생산의 부활， 또 

어떤 곳은 첨단기술산업의 성장 등 각자 차별성 

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코트는 각각의 

신산업지구가 나름대로 독특한 사회적， 정치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독특한 발전 

경 로(developmental trajectory)를 걷 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또한 각각의 집적 지역 

에 공통적인 구조적 역동성 체계가 존재함을 밝 

히고 있다. 그 공통적인 역동성은 바로 사회적 

분업의 심화， 외부경제의 형성， 노동시장의 경직 

성 붕괴， 생산의 채집적 등과 관련된 것이다 

(Scott, 1988: 181). 

특히 스코트는 이러한 집적지역은 네트워크 

생산체제 (network production system)로 특정지 

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연적 생산체제의 네트 

워크는 대량생산체제의 네트워크와 기술， 노동관 

계， 경쟁형태， 제도적 토대 등 여러 측면에서 칠 

적인 차이가 있는데， 유연적 생산체제 네트워크 

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1)대량생산 체제의 상 

대적으로 루틴화된 거래행위와 대조되는 비표준 

화된 거래 행위 2)노조의 역할， 집합적 협상， 내 

부노동시장 등이 소멸되면서 매우 유동적인 지 

역노동시장 3)끊임 없는 제품 차별화로 인한 이 

들 네트워크 구조 및 고용의 불안정성 4)대량생 

산체제가 항상 선도 기업 Oead plants)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유연적 생산체제는 그런 경우가 아 

주 예외적이며， 대부분 다수의 전문화된 중소기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q.(Scott & 

Storper, 1992: 14). 

2. 산업지구 

원래 산업지구Ondustrial district)라는 용어는 

1890년 영국의 경제학자 마살이 최초로 사용한 

것인데， 이 마살의 산업지구를 구성하는 핵심 개 

념은 @ 전문화된 @ 작은 규모의 단일 기업들 

의 @ 다수가 @ 하나의 지 리 적 지 역 에 모여 있 

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마살리안 

산업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국지화(localization)를 통한 외부경제의 확보， 둘 

째 지구내에서 전문화된 기업들간의 분업 심화， 

셋째， 지구 내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넷째， 기 

업활동을 고취시키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이다 

(박삼옥， 1994, 118-119). 

이 논의는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소 

기업으로 집적된 지역의 성공 사례(예를 들어 

제3이태리)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재등장하였 

다. 산업지구는 지역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긴 하 

지만， 수직적으로 분산되고 지식에 기반한， 입지 

적으로 고정된 생산체계가 성립했으며， 거래비용 

과 운송비용의 감소 전문지식과 노하우의 국지 

적 풀 구축， 긴밀한 대면접촉과 공동체 유대에서 

발생하는 노동유연성과 사회협조를 도모하는 사 

회문화， 그리고 전문화된 서비스， 분배 네트워크， 

공급구조， 국지 적 하부구조의 성 장 등과 같은 개 

별기업에게는 외부적 자원들이지만 지역에는 내 

부적인 자원들의 집합의 효과 즉 규모 및 범위 

의 외부경제가 존재한다(Amin & Thrift, 1992) 

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지리적 근 

접성이 경험의 흡수를 촉진하고， 이는 재계약을 

고무하는 신뢰와 협업을 이끌어내며， 마침내 내 

생적인 지역성장을 일으킨다”라는 논리를 따라 

전 개 된 다(Harrison， 1992: 477-478).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국지적으로 안정적 

이며， 두터운 산업관계로 특징지워지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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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집적으로서 이러한 산업지구내의 소기업 

들은 경쟁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신직종의 창출자이며 기술혁신의 

근거 지 이 다(Acs & Audretsch, 1990: 26-27). 특 

히 전문화된 소기업들의 네트워크체제에 기반하 

여 이태리를 비롯한 몇몇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산업지구의 경우， 이들 체제가 가지는 가장 강력 

한 경쟁력의 원천은 혁신성으로서， 이것이 지역 

의 지속적인 성장배경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지구의 성공은 낮은 생산비용에서 

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 근거한 

효율적인 조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산업지 

구의 조직적 특성은 첫째， 소규모기업들의 강력 

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둘째 정보나 기술에 대 

한 협력의지가 경쟁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셋 

째 기업가의 역동성， 넷째 제품의 질과 디자인에 

서 경쟁과 협력의 독특한 혼합 등을 들 수 있다 

(Sengenberger & pyke, 1992). 

이처럼 산업지구 논의에서는 마살이 이야기한 

사회 적 ‘분위 기 ’ (atmosphere)나 산업 환경 3) 등을 
강조한다. 즉 지구내 학습행위주체의 국지적 학 

습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 제도， 상호관계의 사 

회적 행태적 토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의 

좋은 예가 최근에 스토퍼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地理學論蕭 第27號0996. 2) 

스토퍼 (1993: 435)는 꽁방시 옹 경 제 학(économie 

de conventions)을 도입하여 집적지역내 제도와 

관행의 검토를 통해， 서구 세나라(이태리， 미국， 

프랑스)의 기술지구를 비교 설명하면서 기술지 

구가 제도와 관행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한편 집적지역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로 

는， 다음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도 

시의 공업지역을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특정지역 

의 공업일반현황과 입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다. 둘째로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특정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적지역의 

형성과 변화과정， 지역간 연계와 노동시장 등을 

심도 깊게 고찰한 연구흐름들이 있어왔다 4)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들에서 최근 소기 

업 집적지역의 발전 및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기업간 긴밀한 연계에 기반한 사회적 분엽 

의 심화， 둘째 국지적 노동시장의 형성， 셋째 신 

뢰와 협업 등의 제도적 요소와 지역 분위기 등 

이다. 즉 이러한 집적지역의 성장은 노동시장의 

발전과 전문화된 숙련 풀(pool) , 국지적인 공급자 

와 고객간의 향상된 상호작용 하부구조의 공유，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회문화 등에 근거를 두고 

있 다(Malmberg & Sölvell & Zander, 1995: 

표 2. 집적지역의 형성과 재편 

입지 특성 시 기 대표적 원인 추정 규모 비고 

전통적인 대장간， 
일제시대 이전 

일제의 정책과 전통적 
20여 업체 수공업 

기계공작소 입지 수공업지대 

철재상가의 입지 1960년대 초 전통적인 공업지역 
1989년 당시 경인로를 따라 발달， 

800여 업체 1979년 상가건물 설립 
형성 

소규모 제조엽체의 청계천으로부터 
과정 

입지 
1980년대 시작 국가의 이전 정책 20여 업체 

이주해옵 

소규모 제조엽체의 
1985년 이후 

자생적 발전 및 주택 
2000여 업체 주변으로까지 확장 

계속적인 성장 소유주의 임대 수익 

1인사업자의 성장 1993년 이후 토지이용의 집약화 임가공업체 

1980년대 후반 
300인 이상 

이전적지에 대규모 
대공장의 이주 

이후 
이전정책 규모 10여 

아파트건립 
업체가 이전 

재편과 
200여 업체 

전망 철재상가의 이주 1990년대 이후 임대료 상승， 교통혼잡 
이주 

현재 계속 추진중 

대공장의 이주(계획) 1990년대 후반 
3개(방림방적， 

아파트 건설계획 
경방， 대선제분) 

자료: 현지 답사와 영등포구지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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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적 연계 

6-7).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요소들의 특성 

을 각각 살펴보면서， 문래동 집적지역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간 연계 

가 역내와 역외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기업간의 

협력관계와 제도의 특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노동력의 특성이 문래동 집적지역을 어떻게 재 

생산하는지를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m. 접적지역의 형성과정 

문래동 지역에 기계금속업종의 소기업들이 최 

초로 입지하여 하나의 집적지역을 형성하기 시 

작한 시기와 그 과정에 관한 공식적 자료는 거 

의 없다. 그래서 고령의 지역 유지， 사업주， 각종 

협회 관계자， 건물 소유주 등과의 심층 면담조사 

를 바탕으로 그리고 신문기사와 영등포구지를 

참고하여 그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먼저， 문래동과 영등포동 일대에 철재상들이 

1960년대 초 무렵 도로변(경인로)을 중심으로 형 

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 시기에 이 지역에는 

전통적인 수공업적 성격을 띠는 대장간이나 기 

계공작소가 많았으며 그외 지역은 대부분 논 · 

밭이나 주택지대였다. 이 시기는 영등포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선정되던 때로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직 •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이들 철재상 

들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 여 

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979년에 

상가건물이 건립되면서 외부의 이주업체의 증가 

와 더불어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현재 그 

숫자는 5777H 업체지만 (현지 조사)， 1990년에는 

800여개를 넘어섰다고 한다(영등포철재상가협회 

인터뷰). 그후 1990년을 전후로 경기도의 각종 

공단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전을 많이 하였고， 

현재도 r 영등포 철강판매업협동조합」을 중심으 

로 계속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철재상 

가 건물의 2, 3층 대부분은 업체의 이전에 의해 

많은 곳이 비워있는 실정이며 그중에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입주한 곳도 제법된다. 

둘째，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도심부적격기능이 

라는 이전정책에 따라 세운상가 서편의 공장 철 

거가 1980년대 중반 특히 1985년 본격적으로 시 

작되면서 이곳으로 그 몇몇 업체가 이주하였다. 

특히 문래동은 준공업지역이라는 특성과 인근에 

철재상가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입지상의 매력 

으로 작용하였다. 1985년 처음 이곳에 몇몇 업체 

가 들어 왔을 때，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높은 임 대 

료 수입과 공해 및 소음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자신의 주태을 임대공장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 

어나면서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현재 

는 과거에 이주한 업체들은 별로 없는 실정으로 

서， 대부분 90년대 이후의 업체들로 교체， 충원 

되었다. 지금도 기존 주태을 공장으로 개조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셋째， 이 지역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 

시 이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전통적인 공업지 

역(섬유， 음식료， 기계)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수도권 공장 이전정책에 의해 대형 

공장이 안산으로 빠져 나간 자리 에 아파트가 들 

어섰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남는 공간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침투해 들어갔다. 

넷째， 소기업들이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문래동에서 인근의 구로구 신도 

림동， 독산동， 시홍동， 그리고 경기도 부천 등지 

로 이주한 업체가 많다. 

N. 접적지역의 지속가능성 

1. 기업간 공간 연계 

1) 물자 연계 

집적지역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국지적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계가 국지적 

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집 

적지역의 특성이 결정되며 집적지역의 안정성 

또한 설명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계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집적지역을 하나 

의 단일한 실체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 

하면 그 내부에 다양한 세부 업종이 존재하고， 

같은 업종에서도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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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계금속업종으로 대별되 

는 문래동 집적지역을 세부업종별로 기계부품가 

공업체， 가공처리업체， 조립금속업체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기계부품가공업체릎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역내외 연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구매 연계 

각 사업장의 구매연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기 

업이 외부에서 구입 · 조달하는 것을 원료(소재) , 

외주처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원료 

및 소재 구입처의 위치를 살펴보면， 문래동 비율 

이 75% 정도이고， 구로구， 영등포구가 21%, 그 

외 지역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에서 

도 밝혔듯이， 문래동에는 각종 철재와 철판을 제 

공하는， 역사가 오래된 영등포 철재상가가 있기 

때문에 소기업들이 문래동에 많이 입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기계금속업종의 특성상 

地理學論護 第27號0996. 2) 

그 소재가 되는 각종 철재와 철판은 그 무게가 

무거워 장거리 운반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 

는 점과， 가공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가 매우 다 

양하고 많아 구매량이 많다는 점 때문에 주로 

문래동내에서 구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효 

율적일 수 있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부품가공과 조립 

금속제품의 경우는 문래동 비율이 높으나， 가공 

처리업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역외에서 구입하 

는 비율이 높다(33%). 이는 그 원료에 철재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약품이나 가스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래동의 소기업들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원 

료와 기계설비를 구입한 다음 생산활동을 시작 

한다. 그리고 물량이 많거나 자체 공장에서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을 타기업에게 외주를 주고 있 

다. 전체 1627~ 업체 중에서 69.7%인 1137~ 업 

체가 타기업에 외주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많은 수의 소기업들이 생산활동상에서 외 

표 3. 세부업종별 원료 및 소재 구입처 소재지 

숨첼캔간~ 문래동 
구로， 영등포구 

기타 서울 경기 합계 
(문래동 제외) 

91 24 3 119 
기계부품가공 

(76.5) (20.2) (0.8) (2.5) (100.0) 
8 4 0 0 12 

가공처리업체 
(66.7) (33.3) (0.0) (0.0) (100.0) 

11 3 0 15 
조립금속제품 

(73.3) (20.0) (6.7) (0.0) (100.0) 
110 31 2 3 146 

계 
(75.3) (21.2) (1.4) (2.1) (100.0) 

자료:설문조사 

표 4. 유형벌 외주업체 입지 

짧랜간~ 문래동 
구로，영등포구 

기타 서울 경기 합계 
(문래동 제외) 

217 28 3 16 264 
기계부품가공 

(82.2) (10.6) (1.1) (6.1) (100.0) 
18 2 0 21 

가공처리업체 
(85.7) (9.5) (0.0) (4.8) (100.0) 

28 7 0 36 
조립금속제품 

(77.8) (19.4) (0.0) (2.8) (100.0) 
263 37 3 18 321 

계 
(81.9) (11.5) (0.9) (5.6) (100.0) 

자료: 설문조사 (외주업체가 있는 1077~ 업체의 상위 3개 외주업체; 외주를 주고 있는 기 
엽 113개 업체와의 차이는 무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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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에서 외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설문 

조사 결과 30% 미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평균 비율은 21.4%정도이다. 

외주연계의 공간적 범역을 살펴보면， 문래동 

(81.9%), 구로구와 영 등포구 (11.5%), 경 기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래동내에서의 

기업간 분업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즉 문래 

동에는 전문화되고 다양한 공정을 수행하는 많 

은 소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체계의 일 

정 부분을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 

다. 소기업이 또다른 소기업들에게 외주하청을 

주는 복잡한 하청 체계는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 

키는 효과를 가지며 상품의 전환이 있을 때 하 

청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며， 수요파동에 따른 

하청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Amin, 1989: 116). 

그렇다면 소기업들이 외주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요인은 

“자체 공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30.5%) ， “현재 

설비로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29.1%)， “노동력 

부족"(18.4%)， “기 술부족"(16.6%) 순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임금비용을 줄이거나 원자재 구득이 

곤란하여 외주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러한 

결과(노동비용의 측면보다는 공청상의 이유가 

높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경 

우와 상이하며， 대규모 공업단지의 경우와도 차 

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하청관계는 모기업이 상대적으로 강 

한 지위를 점하면서 하청업자의 희생올 뱃가로 

이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매우 불균형 

적이며 종속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Holmes， 

1986: 88).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상 

호 대둥하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공정의 경우에는 업체끼리 물량을 

서로 나누어 처리한다는 협엽의 의미가 강하며， 

상이한 공정의 연계는 상호보완적인 의존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타업체에 외주를 주는 이유 

빈도 비율 

(개) (%) 
현재의 설비로는 납기를 맞추기 

66 29.6 
어려워 

자체공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65 29.1 
노동력 부족 41 18.4 
기술부족 37 16.6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11 4.9 
원자재 구득이 곤란 3 1.3 

합계 223 100.0 

자료 : 설문조사(복수 웅답) 

(2) 판매 연계 
문래동의 소기업들이 생산 · 가공한 제품을 납 

품 혹은 판매하는 고객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제 

조업체나 임가공업체외에도 소비자나 도소매업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율이 적고 

또한 모든 사업장들이 일정 정도 하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하청연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사업장 중 84.6%가 

표 6. 유형별 원청업체 소재지 

후휩캔仁 문래동 구로，영둥포구 
기타 서울 경기 기타지역 합계 

(문래동 제외) 

기계부품가공 
90 78 32 150 22 372 

(24.2) (21.0) (8.6) (40.3) (5.9) 000.0) 

가공처리업체 
19 8 5 7 0 39 

(48.7) (20.5) 02.8) (17.9) (0.0) 000.0) 

조립금속제품 
4 11 10 19 1 45 

(8.9) (24.4) (22.2) (42.2) (2.2) 000.0) 

계 
113 97 47 176 23 456 

(24.7) (21.3) 00.3) (38.6) (5.0) 000.0) 

자료: 설문조사 (152개 업체의 상위 3개 원청업체; 전체 사업장수와의 차이는 무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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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하청비율은 50%를 넘어서 

고 있으며， 평균 하청비율도 79.3% 정도이다. 

그리고 원청업체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경기 

(38.6%), 문래동(25.2%) ， 구로구와 영등포구 

(21.3%) 순으로 나타났다. 외주업체의 소재지와 

는 달리， 원청업체의 소재지는 문래동 외부의 비 

율(약 75%)이 높다. 즉 문래동 집적지역의 소기 

업들은 대부분 역외 기업의 하청업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부업종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가공처리업체의 경우에는， 절 

반 정도가 문래동에 소재하는 소기업이 주요 고 

객으로， 문래동 소재 원청업체 비율이 다른 세부 

업종에 비해 높다. 즉 이 업체들은 문래동의 각 

地理學論훌훌 第27號0996. 2) 

사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가공처리하는 생산과정 

을 가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제품 업체는 문래동 업체들과의 판매연계가 다 

른 업종에 비해 가장 낮은데， 이 업체의 경우에 

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기계부품가공업체와 상 

이한 생산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수요를 충 

족시키는 특정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원청업체 

와의 연계 거리는 외주업체와의 연계 거리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폭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기계부품가공업체의 하위유형별 연계 
앞서 언급한 구매연계와 판매연계를 통해 알 

〈유형 I ) 단일 공정의 임가공업체 

유형 I 

• • 
n개의 원청업체 (역내) 

주) 화살표는 제품이나 부품의 이동 

- 같은 공정의 2， 3개의 

외주업체 ‘-

〈유형 11) 고정고객을 가진 가공업체 

소재 판매상 
n개의 

외주처리업체 

• • 

유형 n 

n개의 원정업체 (역내/외) 

주) 화살표는 제품이나 부품의 이동 

-• 같은 공정으I 2, 
3개의 외주업체 ‘-

소재 판매상 

〈유형 |11) 전문 item을 가진 제작업체 

n개의 

외주처리업체 

• • 

유형 m 

n개의 원청업체 (역외 대기업) 

주) 화살표는 제품이나 부품의 이동 

- 같은 공정의 2, 
3개의 외주업체 

(역내/외) -

m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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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문래동 집적지역내 소기업들은 역내 

외 기업들과 다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기업간의 연계는 업종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이 

지만，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 

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세부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문래동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부품가공업체를 중심으 

로 각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 연계가 어떻게 달 

라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러가지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설계 유무와 소 

재 구입 유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임가공 

업체， 가공업체， 제조업체로 구분된다. 일반적으 

로 기계산업의 경우 설계와 소재구입이라는 지 

표는 생산과정의 차이， 기숨수준의 차이， 그리고 

생산량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5) 

그 첫번째 유형으로 임가공업체를 살펴보자. 

이 유형은 역내에 소재하는 원청업체로부터 주 

문을 받고 부품을 받아 여러가지 가공을 행하는 

업체로서 대부분 단일공정만을 가지고 있다. 그 

생산과정을 보면， 설계부터 소재구입은 원청업체 

가 담당하고， 본 업체는 실제 가공공정만을 담당 

한다. 그리고 규모가 비슷한 소기업에 외주하청 

을 주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한 업체들로 

서， 친분관계가 있는 업체의 사엽장에 작은 공간 

을 얻어 문래동내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외주 

를 받아 가공 처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따 

라서 1인 사업자가 이 경우에 많이 속한다. 앞서 

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1 인 사업자의 계속적인 

창업과 성장은 문래동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유형의 원청업체들은 대부 

분 문래동에 속해 있는 가공업체나 제작업체이 

다. 그리고 기술수준이 낮고 거래되는 양이 적으 

며 거래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상의 불 

안정성이 상존한다. 

두번째 유형은， 고정거래업체를 가지고 있는 

가공업체의 경우이다. 이들 업체는 소재를 자체 

적으로 구입하여 원청업체의 설계도면에 의거하 

여 부품을 가공한다. 한 사례로 D업체의 경우를 

살펴보자. 1991년에 성수동에서 설립되어 이듬해 

문래동으로 이주한 업체로서， 생산제품은 포장 

자동화 부품， 공작기계(방전기) 부품 등이다. 생 

산과정을 살펴보면， 원청업체에서 발주를 받은 

다음， 설계 도면을 수령하고 견적을 넣으면서 작 

업을 진행한다. 도면에 의거하여 소재를 발주하 

는데， 주로 문래동내나 구로지역에서 소재를 구 

입한다. 

이 업체의 외주업체와 원청업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주업체의 비율은 문래동이 

70 그외 지역이 30%정도이다. 그 유형은 대략 

세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자신의 공장에 없는 공 

정을 외주처리하는 경우， 둘째， 일감이 많아서 

자신의 현재 설비로는 납기를 맞추기 힘들 때 

외주를 주는 경우， 셋째，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게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에서 수주를 받아 모든 

공정을 외주를 주는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이 

문래동에 많다. 소기업의 경우 거래처를 확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안면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한다. 

다음으로 원청업체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 

업체의 역외에 존재하는 주요 고정거래처는 구 

로의 생산기술연구원， 경기도 기홍의 한동기계공 

업， 인천의 진영정기 등이다. 그리고 문래동에 

있는 동종의 소기업들과는 서로 하청을 주고 받 

고 있다. 이중에서 최대고객인 r원광정기」라는 

회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회사는 삼푸， 

간장， 농약， 생수 등의 플라스틱 용기를 box에 

넣는 자동화기기의 일종인 식품포장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생산라인의 90% 이상을 외주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조립만을 담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체내 가공반이 있어 라인의 대부분을 자체로 

생산하다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임금인상과 

3D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수급이 어려워져 1980 

년대 후반부터 소규모 제조업체에게 하청을 주 

고 있다. 소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이유는 자체내 

공정에서 생산할 때보다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 

고 값싸기 때문인데， 즉 동일한 시간에도 더 많 

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제 

고된다는 점이다. 소기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이 있는데다 노사화합이 잘되어 생산활 

동에 전력을 투자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됨)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빠른 일처리 

가 가능하다. 외주업체는 문래동에 두군데，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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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계부품업체의 세 유형 

륙렇편펀~ 임가공업체 가공업체 제작업체 

설계 유무 × × O 

소재 구입 유무 × 
부품의 양과 재질에 

O 
따라 상이 

외주 하청엽체의 
문래동 

문래동 높음， 문래동 낮음， 

소재지 역외 낮음 역외 높음 

원청엽체의 소재지 문래동 
문래동 낮음， 

역외 
역외 높음 

기계부품업체에서의 
30% 60% 10% 

구성비 

역내 통합도 강 중 약 

기술 수준 下 中 1l"l:J 

자료:면담조사 

동에 7군데， 청량리에 1군데가 있는데， 이중 문 

래동의 경우는 가공기술이 고난도의 것을 외주 

처리하는 반면， 성수동이나 청량리의 경우는 그 

전에 성수동에 회사가 있었던 이유로 일의 성격 

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주를 주고 있다 

고 한다. 

세번째 유형인 전문 item을 가진 제작업체의 

경우는， 앞의 두 유형에 비해 기술력 수준이 매 

우 높은 업체들로서， 자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작 

성한 후 전문적인 자신의 품목을 생산 혹은 가 

공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 때문에， 다수의 원청 

업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외에 존재하는 원 

청업체와의 관계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업체들은 역외에 있는 원 

청업체와 마찬가지로 문래동에 있는 임가공업체 

나 가공업체에게 외주뜰 주고 있긴 하지만， 역외 

에 외주를 주는 비율도 높다. 

이상의 논의에 의해 유형 구분된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외주 하청업체는 임가 

공업체의 경우는 문래동이 많으며， 가공업체의 

경우는 문래동 비율이 높고 역외 비율이 낮은데 

반해， 제작업체의 경우는 문래동 비율이 낮고 역 

외 비율이 높다. 원청업체의 소재지는 임가공업 

체의 경우는 문래동이며 가공업체의 경우는 문 

래동 비율이 낮고 역외 비율이 높은데 반해， 제 

작업체의 경우는 역외 비율이 대부분이다. 따라 

서 역내 통합도는 제작업체， 가공업체， 임가공업 

체의 순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협력 관계 
문래동 집적지역을 구성하는 소기업들간에 그 

리고 역외의 기업들간의 협력관계를 조사하여 

집적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러한 기업간 건설적인 협력관계는 마살의 산업 

지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마살은， 산업조합 

을 통한 공동판매와 공동구매 행위， 고객의 요구 

에 대한 힌트나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자와 고객들간의 협 

력 및 교역업자와 생산자간의 협력들이 바로 건 

설 적 인 협 력 관 계 라고 지 적 한다(Marshall， 1920: 
279; 박삼옥 1994: 119에서 재인용) . 

먼저， 문래동에 소재한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 지금까지 외주 업체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표 8> , 장비 

의 공동 이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 

음으로 인력의 공동 이용， 기술지원， 공동 제품 

개발， 공동 공정 개발 순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 

는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관계가 없는 비율도 25% 

를 차지하고 있어， 집적지역내 경쟁이 어느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래동 집적지 

역에 참여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수가 많고 각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납 

품하는 제품의 가격 질 생산 및 운반소요시간 

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역내 사업 

주들은 긴밀한 대면접촉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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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역내외의 기업간 협력 관계(단위: 개. %) 

잃잃략쪽~ 역내의 외주업체 역외의 원청업체 

인력 훈련 및 재훈련 3 (1.8) 2 (0.8) 
인력 공동 이용 23 (13.7) 14 (5.8) 
공동 제품 개발 13 (7.7) 44 (18.1) 

공동 공정 개발 10 (5.9) 24 (9.9) 

장버의 공동 이용 48 (28.6) 26 (10.7) 
금융 및 세제 협력 5 (3.0) 10 (4.1) 

공동 마케탱 3 (1.8) 10 (4.1) 
기술 지원 21 (12.5) 41 (16.9) 

협력 관계 없음 42 (25.0) 72 (29.6) 

합계 168 (100.0) 243 (100.0) 
자료: 설문조사 (복수 웅답) 

표 9. 다른 사업주와의 일상생활 공유 방식 

빈도 비 율 (%) 

인사를 나누는 정도 (특별한 모임 없음) 50 29.4 

취미생활 공유， 경조사 참여 

계모임 등 모임 참여 

상시적인 사업관련 모임 참여 

합 계 

자료:설문조사 

사회적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 협력관계가 어느정도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래동 외부에 입지하고 있는 원청업체 

와의 협력관계는 외주 업체와의 협력관계와는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제품 개발이나 

기술지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장비의 

공동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인다. 따 

라서 역외 기업과의 협력관계는 제품 개발이나 

기술지원 등의 공적인 것이 많은 반면， 역내 기 

업과의 협력관계는 장비의 공동이용과 같은 비 

공식적인 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역내 

의 기업간 협력관계는 사업주들간의 일상생활속 

에서 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 있다.<표 9>에서 

보듯이， 사업주들 사이에 일상생활의 공유방식은 

매우 다양하다.30% 정도가 특별한 모임이 없다 

고 웅답했고， 나머지 70% 이상이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 20% 정도는 상시적인 사 

업관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집적지역내에 소기 

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다른 사업주들과 다 

62 36.5 
23 13.5 
35 20.6 

~0 100.0 

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와 

모임들을 통해 끊임없는 대변접촉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확보하고， 사업에 관련한 정보나 기술을 

공유하며， 거래선을 유지 확보한다고 볼 수 있 

다. 

4) 소결 
지금까지 문래동 집적지역의 주요 행위자인 

기업의 특성을 기업간 연계를 중심으로 파악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래동 집적 

지역의 소기업들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다양 

한 역내외 연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 

적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 

가 바로 이러한 기업간의 중층적인 연계 구조이 

다. 그 세부업종별로 연계의 공간적 범위가 다르 

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원료의 구매는 문래동 

내 비율이 높으며 기계설비의 구매는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외주처리는 문 

래동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역외 

에 많은 수의 원청업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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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지역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분업관계가 나타 

난다. 

둘째， 집적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기계부품가공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성 

격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즉 임 

가공업체， 가공업체， 제작업체들은 각기 그 생산 

과정이 상이하며， 역내외의 연계패턴이 차별적이 

다. 특히 역외에 존재하는 원청업체와의 관계 맺 

음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째， 기업간의 협력관계와 모임을 살펴보면， 

역내 외주업체와의 협력관계와 역외 원청업체와 

의 협력관계가 차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역 

내의 소기업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근거하는 

협력이 보이지만， 역외의 기업들(대/중기업)과는 

공적인 협력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기업간 연계가 보다 공고히해주는 역할 

을 수행한다. 그리고 집적지역 내부에 제도나 모 

임 둥이 있어 집적지역의 재생산을 원활하게 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임들 

은 혁신지향적이지 못하고 공공 제도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의 제3이태리 사례에서처 

럼， 지역의 성장에 주요한 동인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 

2. 노동력의 특성 

문래동 집적지역을 구성하고 지속가능하게 하 

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노동력의 특정이다. 따 

라서 집적지역내에서의 노동시장 안정성과 재생 

산 가능성을 통해 집적지역의 재생산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노동 공급 

의 시간적 특성， 그리고 공간적 특성， 사회적 관 

계를 통한 유대의 강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 

다. 구체적으로 시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 

장 근속 연수와 직종 경력을 살펴 보고， 그 다음 

에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자의 직장 

이동 범위와 그 집적지역 내의 순환 정도를 살 

펴 보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노동자 간 협력적 틀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근속 연수와 이직의 정도 

먼저 종업원들의 직종 경력년수와 현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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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속년수를 비교해보면 <표 10>과 같다. 동 

일한 직종의 경력년수는 6년-10년과 11년 이상 

이 가장 높다. 반면 10년 이상된 경우는 상대적 

으로 적은데 이는 창업의 활발함을 보여준다〈창 

업과정 참조>. 한편 직장의 근속년수는， 2년미만 

과 2-3년 비율이 가장 높다. 

이처럼 경력년수는 장기적인데 반해， 근속년수 

가 짧다는 사실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종업원 

이직이 높아 노동 공급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 

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장기간의 경력을 가진 노 

동자를 쉽게 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한 

다. 이러한 양측면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 노동 

공급의 원활함을 보여주는 측면이면서 동시에 

공급된 노동력 지속성의 보장이 안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표 10. 직종 경력년수와 근속년수(단위: 명， %) 

동일 직종 년수 현직장 근속 년수 

2년 미만 22 01 .1) 72 (36.0) 
2년 - 3년 28 04.1) 57 (29.0) 
4년 - 5년 29 (14.7) 35 07.7) 
6년 - 10년 61 (30.8) 25 02.7) 
11년 이상 58 (29.3) 9 (4.6) 
합계 198000.0) 198000.0) 

자료:설문조사 

그러나， 이러한 개별 기업의 노동 공급 측면의 

낮은 안정성이 문래동 집적지역의 노동공급 안 

정성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이직이 빈번하다고 해도 그 지역 내에서 이동하 

면서 순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집적 지역의 노 

동 공급의 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기업에서 노동력 이직이 증가하는 것이 

그 지역 내에서 이직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의 보장과 함께 오히려 국지적 

지역 내에서의 기업 외부적 노동시장에서의 전 

체 생산체계의 유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직종 경력을 가진 

노동자를 어디에서 구하는가 즉 노동자가 어디 

로 이직， 이동하는가를 살펴 본 다음에야 집접지 

역 내의 노동 공급 안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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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직장을 구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회관계의 유형 

T 。「 측 경1 빈도 비 율(%) 

거래처 사람 71 42.0 
각종 모임의 아는 사람 25 14.8 

전직장의 동료 24 14.2 
친척 및 가족 18 10.7 
同짧ßA 12 7.1 

같은 학교나 직엽훈련기관 출신 8 4.7 
기타 11 6.5 
합계 169 100.0 

자료: 설문조사 (총 195명 중에서 나머지는 무응답) 

2) 직장 이동성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미시적 행태로서의 구직 

경로를 통해 집적지역 내 구직과정에서의 특징 

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직장 이동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현황 

을 살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래 

동 집적지역의 특성 중에 어떤 요인이 노동자 

이동의 방향과 정도릎 초래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구직과정 

실제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간지나 학교， 직 

업훈련기관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는 것보 

다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동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친구， 친지， 아는 사람을 통하는데 그 

비율이 거의 90%에 이른다. 즉 직장의 동료나 

사장과의 친분관계가 이후 직장을 구하는데 매 

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 구직과정 중에서 ‘친 

구， 친지， 아는 사람을 통해’라는 ‘사적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이를 세 

분하면， 거래처의 아는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각종 모임을 통해 아는 

사람， 전직장의 동료， 친척 및 가족 순으로 나타 

났다. 반면， 동향이나 같은 학교 출신으로 직장 

을 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를 통해 

문래동 집적지역내에는 업종관련의 사회적 네트 

워크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Hanson과 Pratt(989)G)가 언급한 ‘확대된 가 
정’으로서의 근린의 역할은 노동자로 하여금 현 

표 12. 구직 과정 

빈도 비율 (%) 

일간지 등을 통해 8 3.6 
학교，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6 2.7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2 0.9 
공식적 구직 과정 16 7.2 

친구， 친지， 아는사람을 통해 195 86.6 
벽보나 전봇대의 구인광고를 

6 2.7 
통해 

비공식적 구직 과정 201 89.7 
무웅답 7 3.1 
합계 224 100.0 

자료:설문조사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고용기회의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 

용기회의 원천으로서 근린의 역할이 밀도있게 

작용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직장은 주거지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래동 내에서의 구직 · 구인 과정은 

근린에서의 네트워크보다는 엽종 관련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의해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직장과 주거지 간 거리가 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다 

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거주지 

를 살펴 보면， 구로구， 경기도， 양천구， 인천시 

순이다. 이들 지역은 값싼 전세집이 많은 곳으로 

서， 일반적인 생산직 노동자들의 주거지역과 일 

치한다. 반면 문래동이나 영등포구는 적은 비율 

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거주지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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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종업원의 거주지 분포 

빈도 비 율 (%) 

문래동 내 7 3.2 
경기(부천， 안산) 46 21.2 

인천 20 9.2 
문래동을 제외한 영둥포구 18 8.3 

구로구 50 23.0 
마포구 10 4.6 
양천구 23 10.6 
관악구 8 3.7 
서울 기타 35 6.2 
합계 217 100.0 

자료:설문조사 

표 14. 노동자 직장 이동 경로(이직 경험과 이직 계획) 

과거 직장 • 현재 직장 

고깅받------- 빈도(비율) 

문래동 • 문래동 59 ( 42.4) 
역외 소기업 • 문래동 42 ( 30.2) 
역외 중기업 • 문래동 31 ( 22.3) 
역외 대기업 • 문래동 7 ( 5.1) 

합계 139 (100.0) 
자료: 설문 조사 

간의 통근거리는 상대적으로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문래동이 교 

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직장과 

거주지간의 관계에서 양자 사이의 상관 관계가 

별로 없음은 현실적으로 문래동의 교통이 편리 

함에 따라 노동자의 통근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조건과 함께 노동자의 임금수준이나 생활수준에 

맞는 거주지가 서울이나 인근에 제한적으로 존 

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래동지역의 노동자 

는 구직 경로에 있어서 근린을 통한 지역적 네 

트워크가 아니라 업종 관련 네트워크를 채태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직장 이동의 공간적 범위 
노동자 직장의 이동 경로는 다음의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직장으로 들어 오기 직 

전의 직장이 어디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 

는 지금까지의 문래동 집적지역 내 자체적인 노 

동 이동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미래 

의 이직 계획의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미래 이직 계획 

고깅강------ 빈도(비율) 

문래동 34 ( 35.4) 
서울 (문래동제외) 28 ( 29.2) 

경기 24 ( 25.0) 
지방 14 ( 14.6) 
합계 

)득 L 
96 (100.0) 

문래동 집적지역 내 노동이동의 정도에 대한 예 

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 14>에서 보면， 노동자의 과거 직장 이동 

경로와 미래의 이직 계획을 알 수 있다. 먼저， 

과거 직장 이동 경로를 살펴 보자. 이것을 파악 

함에 있어 본 연구는 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문래 

동 집적지역의 노동력 특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래통과 역외 지역으로 나 

누는 것보다 문래동과 역외지역의 기업 규모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과거 직장 이동 경로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래동에서 

문래동으로 이직을 한 경우로 이는 42.4%에 이 

른다. 이는 문래동 내에서 노동자 이동과 순환이 

빈번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두 번째 빈도를 

보이고 있는 이동 경로는 역외 소기업에서 문래 

동 집적지역로 유입한 노동자가 30.2%를 차지하 

고 있다. 즉， 역외 지역 중에서 문래동으로 이동 

을 해오는 노동자 중에서 대다수는 소기업에 종 

사한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 

지의 문래동 집적 지역의 노동 공급 측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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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문래동 내에서의 순환이 많음에 따라， 집적 

지역 내 안정성을 확보해 오고 있으며， 또한， 역 

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노동자는 소기업에 종 

사했던 노동자였다. 

그렇다면， 집적 지역 내에서의 지역 내 노동자 

이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와 지역 내 이동 

경로의 빈번함은 기업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노동자의 이동 경로의 다수가 문래동 지역 내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의 이직의 빈번함 

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 외부 노동시장에서 

의 유연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적 지 

역 내에서의 이동은 기업 측과 노동자 측 양자 

에 유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Scott(1988)에 따르면 노동시장규모가 커질수 

록 집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기업 측에 

서는 기업 내부에서의 높은 이직 빈도와 이직율 

이 높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노동시장이 

커질수록 쉽게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기 

업의 해고 전략에서도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즉 

시 고용할 노동자를 확실히 찾을 수 있기 때문 

에 고용자는 자신의 필요한 작업성취량과 노동 

력 고용과의 순조로운 조율을 이루기 위한 시도 

로서 자기 회사의 이직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7)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직장을 구하기 쉽 

고， 구직에의 정보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 

에， 보다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으며， 높은 이 

직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노동이직과 

지방노동시장 규모 사이 간에는 양의 상호관계 

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Scott의 설명은 문래동의 노동자의 높 

은 이직율과 지역 내 노동자 직장 이동에 대해 

어느정도 적절한 설명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래동 내로 노동자들이 

진입하고 순환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 

한 감이 있다. 즉， 노동자들이 이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만을 제공해줄 뿐이며， 노동자들이 왜 

문래동 내에서 순환하는가， 그리고 왜 동일 지역 

내에서 이직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해주 

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노동 

자들이 왜 문래동 내로 진입하고 순환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3) 노동자 직장 이동의 이유 
노동자들이 문래동 내로 진입하고 그 지역 내 

에서 순환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한 문래동 집적지역의 특성과 노동시장 내 경 

쟁력을 파악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또 

한 문래동이 재생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 

의 단초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노동자들의 이직은 빈번 

하다. 이러한 노동자의 이직의 방향은 <표 15> 

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의 82.7% (139명)가 직장을 

표 15. 직장을 옮긴 경우， 그 이유와 소재지 

싫Z\ 노동조건 작업 환경 
대인관계 불화 

주거지 자영업 
기술 습득 및 아는 사람 

(임금 포함) 미비 
있는 곳으로 

인접 준비 

문래동 22(37.3)1) 14(띠23.7) 3(5‘ 9) 11(18.6) 
0 

4(6.8) 
• 문래동 (59.5)2) (40.0) (42.9) (39.3) (23.5) 
역외 소기업 7(16.7) 12(28.6) 3(7.1) 706.7) 1(2.4) 4(9.5) 
• 문래동 (18.9) (34.3) (42.9) (25.0) (50.이 (23.5) 
역외 중기업 8(25.8) 8(25.8) 1(3.2) 7(22.6) 1(3.2) 609.4) 
• 문래동 (2l.6) (22.9) 04.3) (25.0) (50.0) (35.3) 
역외 대기업 

0 
1(14.3) 

0 
3(42.9) 

0 
3(42.9) 

→문래동 (2.9) 00.7) 07.6) 

합계 
37(26.6) 35(25.2) 7(5.1) 28(20.1) 2(1 .4) 1702.2) 

(1üO.O) 000.0) L __ ~l oo.ill 000.0) 000.0) (100.0) 
주 1) 가로축에 대한 비율 2) 세로축에 대한 비율 3) 기타는 부도 및 해고로 인한 것들임.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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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j) 계 

5(8.5) 59(lüO.0) 
(38.5) (42.4) 

809.0) 42(1üO.0) 
(6l.5) (30.2) 

0 
31(1üO.0) 

(22.3) 

0 
7(1üO.0) 

(5.1) 
13(9.6) 1390üO.0) 
000.0) 000.0) 



옮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이동 

전체를 살펴 보면(표에서 합계에 해당됨)， 직장 

을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 습득’， ‘노동조 

건’， ‘대인 관계 불화 및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 

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세분하면， 문래동에서 문래동으로 이직을 한 노 

동자는 ‘기술 습득’이 역외 소기업에서 문래동으 

로 이직을 한 노동자는 ‘노동조건’이， 역외 중기 

업에서 문래동으로 이직을 한 노동자는 ‘기술 습 

득’과 ‘노동조건’이 그리고 역외 대기업에서 문 

래동의 노동자에는 ‘대인 관계 불화 및 아는 사 

람이 있는 곳으로’와 ‘자영업 준비’가 가장 높은 

웅답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역외 소기업에서 

문래동으로 이직 한 노동자는 두번째로 많은 응 

답을 한 것은 ‘기술 습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실질적으로 문래동이 기술 습득에 용이한 장 

소로 노동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역외 지역에서의 문래동으로의 직장 

이동과 문래동 내에서의 이동을 수행하게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이직 계획을 살펴 보면， 현재 직장 

(문래동)에서 서울， 경기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는 ‘노동 조건 불만’ 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이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향후 이직 계획에 있어서 문래동에서 문래동으 

로 이직 계획을 세운 노동자는 그 이유를 ‘기술 

습득’으로 들고 있다. 이는 문래동이 다른 지역 

地理學論覆 第27號0996. 2) 

에 비해 열악한 노동 조건이 노동자 배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래동 지역 

내에서 기술 습득을 용이하게 해줌에 따라 노동 

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 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기술 습득 용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래동에 입지해 있는 기업의 노동시장에서의 

우위성을 제공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문래동 노동시장이 재생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습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문래동 

의 기술수준이 대기업이나 중기업보다 낫다는 

의미보다는 첫째， 주위에 다양한 세부업종의 많 

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및 작업장의 

이동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둘 

째， 동료나 사장과의 인간적 친밀감으로 인해 기 

술을 배우는데 원활하다는 의미이며， 세째， 여기 

서 말하는 기술은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경영기 

술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이 더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 즉 창업을 위해 기술 습득에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 입장의 기술습득방식으로 

서 직장 이동은 기업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 

제점으로 다가온다. 즉 잦은 근무자의 교체 및 

그로 인한 생산인력의 공백은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바쁜 수 

주물량을 받아 놓고 갑작스런 인력의 공백이 생 

표 16. 동일 업종으로 이직 계획時 이유와 이전예정지 

싫삼r~ 노동조건 작업 환경 
기술 습득 

불만 미비 

문래동 
16(47.1)1) 12(35.3) 4(11.8) 

(72.7)2) (37.5) (28.6) 
서울 4(14.3) 10(35.7) 6(21.4) 

(문래동제외) (18.2) (31.3) (42.9) 

경기 
2(8.3) 8(33.3) 2(8.3) 
(9.1) (25.0) (14.3) 

지방 0 
2(14.3) 2(14.3) 

(6.3) (14.3) 

합계 
22(23.0) 32(33.3) 14(14.6) 

(100.0) (100.0) (100.0) 
주 1) 가로축에 대한 비율. 2) 세로축에 대한 비율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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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및 
통근상의 

아는사람 많은 
제약 극복 

계 

곳으로 

2(5.9) 
0 

34(100.0) 
(12.5) (35.4) 
2(7.1) 2(7.1) 28(100.이 

(12.5) (16.7) (29.2) 
2(8.3) 10이(여41.7) 24(100.0) 
(12.5) (83.3) (25.0) 

10(71.4) 
0 

14(100.0) 
(62.5) (14.6) 

16(16.7) 12(12.5) 96(100.이 
(100.0) (100.0) (100.0) 



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적 연계 

기면 낭패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메꾸다 

보니 과도한 작업지시를 내릴 수 밖에 없고， 이 

로인한 새로운 인력을 급히 채용하려다 보면 사 

업장내의 정상적인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회사내에 노동자들간에 불화 

의 요소로 남게될 수도 있다. 

아무리 하찮은 단순작업이라 해도 전공정을 

이해하고 그 직장에서 숙련된 작업자의 능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언급한 잦은 인력 

의 교체는 생산성을 정체시키거나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장기간의 숙련을 

요하거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계금속업종의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결국 사업 

주로서는 개별 기업의 장기적 안정화를 꾀하지 

못함으로써 기술의 축적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이직의 빈번함은 기존 수 

준의 노동 공급량과 질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자체적인 숙련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업 내 노동자들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습득을 갖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집적 지역 내에 

서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며， 이에 

따라 문래동은 외부의 높은 기술 수준과 생산성 

에 대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집적지 

역의 성격을 또한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에 있어서는 문래동이 노동자 개개인의 

기술 습득에 있어서 높은 우위성을 점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기술 습득이 왜 

노동자들의 중요한 이동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기 술학습과정 (technical learning process)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숙련 형성방식 10)에는 공 

식적 숙련형성방식과 비공식적 숙련형성방식(외 

부/내부숙련형성방식)이 있다. 문래동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습득한 방식을 살펴보면， 60%가 현 직장이나 전 

직장의 사장이나 동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스스로의 노력도 16%를 차지하 

며， “근처사업장의 아는 사람을 통해”가 8%정도 

표 17. 현재 가진 기술의 습득 방식 

빈도 비 율 (%) 

현 직장의 사장이나 동료를 통해 122 37.7 
전 직장의 사장이나 동료를 통해 73 22.5 

스스로의 노력으로 53 16.4 
근처 사업장의 아는 분을 통해 28 8.6 
고등학교 이상의 제도교육을 통해 27 8.3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해 17 5.3 
기타 4 1.2 
합계 324 100.0 

자료: 설문조사(복수 응답) 

표 18. 문래동내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일상생활 공유방식 

빈도 구성비(%) 
가끔 일상적 대화 122 32.4 

작엽 현장의 문제 논의 102 27 ‘ 1 
기술/ 정보의 교류 74 19.6 
취미， 문화 생활 공유 43 11.4 
다른 사업장의 일 도와줌 29 7.7 

기타 7 1.9 
합계 153 100.0 

자료: 설문조사(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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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세소기업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기술학습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숙련을 형성한다는 점이 

며， 비공식숙련형성방식 중에서도 외부숙련형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업원이 계속적인 기 

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이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보통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현 직장에서 기술을 배우 

는데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직종의 기술을 두루 섭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적지역내 직장의 이동을 통해 숙련을 

형성한다. 즉 노동자들의 기술 학습 과정은 외부 

숙련형성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영세소기 

업의 노동자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숙련을 형성 

하는데， 이러한 외부화된 숙련 형성 방식의 추구 

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래동이라는 하나의 집 

적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수월하게 충족 

될 수 있다. 

이러한 문래동에서의 기술 습득 과정은 노동 

자들로 하여금 창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전제조 

건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3) 협력관계 
집적지역내에서， 사업주들간의 사회적 네트워 

크도 보편적이지만 노동자들사이의 사회적 네트 

워크도 매우 긴밀하다. 노동자들은 직장을 구하 

는데서부터，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하는데까지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데 원청업체와의 거래 관 

계자와 긴밀한 대면접촉을 하고， 문래동내의 여 

러 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친분의 고리를 계속 

확보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고향이나 학력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큰 영향 

을 미친다. 문래동 집적지역의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협력관계와 공식적 

벼공식적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며， 어떻게 집적지역을 유지 

하는데 공헌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들과의 일상생활 

공유패턴을 살펴보면， 작업현장의 문제를 논의하 

거나， 가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 기술이나 정보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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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는 적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문래동 내 

노동자들은 문래동내의 소기업 노동자들과 다양 

한 수준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4) 소결 
지금까지 집적지역의 또다른 행위자인 노동자 

들의 근속년수와 이직 그리고 직장 이동 경로와 

그 이유(구직과정， 기술학습과정과 창업과정)， 협 

력관계와 모임 등을 살펴보았다. 노동자들은 이 

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래동에 진입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이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창업을 하는데 있어 문래동 내부에서 시작하 

는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창업과 

정이 문래통 집적지역을 계속 재생산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 

한 과정들에 있어 ‘업종 관련의 사회적인 네트워 

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아울러 노동자들 사이의 각종 모임들이 존 

재하는데， 이 모임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네트 

워크의 한 형태로서 기술습득과정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숫자나 규모가 적어， 

집적지역의 재생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지는 못했다. 

문래동 집적지역의 노동자들은 숙련공으로서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직을 궁 

극적인 목표인 창업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기술습득과 인간관계망 형성의 계기로 삼는다. 

따라서 문래동의 노동력은 매우 작은 국지지역 

이지만 집적지역내에서 매우 긴밀한 외부노동시 

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창 

업과 이직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서울시의 제조업 변 

화 중에서 소기업의 숫적 증가와 그에 따른 집 

적지역의 형성에 주목하여 소기업 접적지역의 

계속적인 재생산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집적지역의 내부적 구성과 그 속성을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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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적 연계 

관계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으로 기계금속업종의 소기업이 서울시 

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을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문래동 집적지 

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공업지역으로서 

공업구조의 변천이 매우 유동적으로 변해왔으며， 

소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지하게 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리고 사업장의 평수 

나 임차 방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조밀한 

토지이용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태가와 인 

접하여 형성된 이 집적지역은 높은 지가 및 임 

대료 부담과 토지이용제한， 교통혼잡， 공장건축 

규제， 정부의 이전정책 등의 압력을 받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집적지역의 구체적 속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노동자를 대상 

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설문에서 부족 

한 부분을 각종 관계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보 

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래동 집적지역의 기업간 관계를 살펴 

보면， 역내의 소기업들과 하청을 주고 받는 비중 

이 매우 높았고， 역외 기업에게서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기업들은 단순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관련기업들이 매우 역동적이고 중층적인 기 

업간 연계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특징은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건설된 공 

업단지와는 상이하다. 즉 문래동의 입지적 매력 

은 임금， 토지， 자본 등과 같은 생산 비용 측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업체의 집적과 업 

체들 사이의 효과적인 연계에 의해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래동 집적지역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세부업종의 특성과 사업장의 기 

술수준에 따라 몇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로 역내외 연계가 차별적이 

며， 역외의 원청업체와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사업활동에 관련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거래선을 유지 확보하 

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집적지역내 각 

종 제도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주로 상호정보 

교환이나 사업장의 이전 추진을 위한 모임들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활동의 지원에는 미비한 수 

준이었다. 

둘째， 노동력의 특성을 검토해 본 결과， 문래 

동 집적지역이 하나의 외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직장 이동이 문 

래동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직장 이동은 노동자들의 기술 습득과정으로 작 

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 문래동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 

은 노동자들의 창업과정이 문래동 집적지역을 

계속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 비공식 

적이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구직 

과정에 있어서 거래처 사람 각종 모임의 아는 

사람， 전직장의 동료 등 ‘업종관련의 사회적 네 

트워크’가 중요하다. 아울러 노동자들 사이의 각 

종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모임은 노동 

자들에게 공통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기술습득과 

정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집적지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였다. 

문래동 집적지역은 향후 도시 정책에 의해 이 

전 추진 가능성이 있다. 이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래동 집적지역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 

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 긴밀한 

연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풍부한 노동시 

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추진 

하고 있는 철재상가의 이전 계획은 생산체계의 

어느 한 고리만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매우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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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와 소재구입 모두를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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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anson과 Pratt(1989)는 노동의 조건과 유형이 가 

정에 영향을 미치듯이(직엽에 따른 인구 하위집단 

의 상이성과 가구내 소득자 수에 따른 차이， 그리 

고 그에 따른 주거지 입지와 근린의 사회적 재생 

산에의 영향)， 가정도 역시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면서 노동시장 내 가정의 역할을 세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가정은 고용기회의 원천으로 작 

용하며， 특히 주거 이동이 빈번하지 않을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여성과 저임금 소수인종 

의 경우에는 더욱 더 고용기회의 원천으로 작용하 

고 있는데， 이는 근린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구직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은 여성의 

양육과 노인 부양， 소매 서비스 둥의 도시 사회 서 

비스(support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므로， 

여성의 통근시간과 노동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째， 사회화의 장소로서의 가정은 현 세대 

에서 다음 세대로의 작업 태도， 숙련， 목표 등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7) Scott( 1988)는 거래비용이론을 도입해서 노동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장 규모가 커지고 노동자들 

의 집중이 있게 될 경우，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 

장에 대한 정보 및 탐색 비용의 절감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쉽게 노동력을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규모가 작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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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이직율 전략올 사용한다. 

8) 유장수(1993:78)는 노동자의 숙련형성 에 관한 대표 

적인 연구자인 小池和男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노 

동자의 숙련형성방식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먼저 공식적 숙련형성방식은 학교교육， 직업훈련원 

도제제에서의 직업훈련을 말하고， 비공식적 숙련형 

성방식을 여러 기업을 이동하면서 숙련올 형성하 

는 방식을 의미하고는 외부숙련형성방식과 동일기 

업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숙련을 형성 

하는 방식인 내부숙련형성방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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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Process and Regional Linkage 

of Small Firms' Agglomeration 

Jeong-Wook Lee* 

Summar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ay attention to the increase of small firms and to 

observe their formations particularly, among the changes caused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Seoul. Among other things, 1 concentrated my efforts on inquiring the formation process of 

small firms' agglomeration and their constant reproduction. Mullae-dong is selected as the 

domain of empirical study in this pap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rted as metal processing and machinery manufacture, about 1,800 small firms have 

unbelievably congested Mullae-dong. To speak exactly, this region consists of small firms below 

20 employees which do the business like SIC. 28, SIC. 29, SIC. 5142, and so on. Mullae-dong 

has been known well as an industry region with long history. lt has changed its structure of 

industr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social, economic situation. As situated by the sides of 

residential districts, small firms have got located into region early in the 1980's. We can find 

very intensive land-use pattems in the region. Although they have suffered from high prices of 

lands, high rents, restrictions about land-use, the traffic jams, regulations on building factory, 
and government' s pressure for relocation, there stil1 remains many smal1 firms in Mullae-dong. 

Second, 1 inquired spatial linkages between firms and laborers ’ characteristic by the base of 

this durability. Small firms of this area have very different forms , but are subcontractors of 

middle and large contractors out of border. Moreover, in contrary to ’industrial complex’ 
sponsored by govemment, this area is not simple spatial c1ustering, but agglomeration with 

dynamic and hierarchic linkage patterns. That is to say, spatial linkages between small firms 

within the area are done very actively. And there are a few organization supporting business 
activity of smal1 firms' employers. 

Third, laborers are characterized with 'social network related with a type of industry'. Labor 

mobility, skill formation, and spin-off process is performed within this area. They have 
important influences on reproduction of agglomeration. There are formal and informal 

organizations among laborers supporting labor’ s common advantages. But the number of them is 
few, so they haven ’t an influence on the whole agglomeration area. 

Shown above, Mullae-dong has recently changed much. This area is small area, but has high 
inte 

Keywords agglomeration, formation process of agglomeration, 
regional linkage, contractor, subcontractor,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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