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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창업이 업종별로 어떠한 양상과 변화를 보이며， 하위 지역단위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 이로부터 서울시 창업의 공간구조를 규명하는 것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법인둥 

록올 창업으로 간주하고 서울시 신설법인 둥록자료를 구득하여 창업의 업종별 패턴과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첫 

째， 서울시 창업은 IMF구제금융지원을 받은 직후인 1998년 한해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였다. 둘째， 서울시 창 

업의 업종별 패턴과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보다 서비스업 중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분야 창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셋째， 서울시 창업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공간적 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남지역으로 

의 창업 집중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는 경향으로 인접한 송파구의 성장까지 고려하면 남동부지역이 서울시 

창업의 중심지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공간분포에 대한 요인분석올 통하여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분산 · 특화된 다핵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에는 기존의 

창업 중심지역으로의 집중이 보다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어 : 창업， 창업의 공간적 격차， 지식기반산업， 혁신성， 지역적 분화， 인큐베이터 

Abstract : This 앞udyex없삐es the sectoral ∞mpc빼on and 뼈벼1 cl따nge of new finn formation in SeouL The 

r않겼rch was ∞nducted to expJore 뼈벼1 v하iations betwæn subr，않ions( Gu)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떠rt

ups, and ul마nately attempted to :find out spati허 structure of start-ups in S∞ul. The 뚱doral distribution and the 

spa띠1 variation of new finn births in seo띠 were analyzed with the data on newly-registered corpor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nurnber of new finns was gradually inαeased from 

1995 to 1997. But it decr，않sed in 1998 just 따따 the IMF' s 뼈-out pr，앵r하n. Then, there was a sharp inα않sein 

the rate of new finn ÍIαmation in 1999. (2) the 강we of 엎vice industry in tota1 s떠rt-ups was steadily inα않밟19， 

e5p(외ally in the rate of new finn formation in information 없d technology 웠띠ces. (3) finn b따h rates were high 

both in Kangnam -Gu 때d Seocho-Gu. The ∞n∞nσation of new finn formation in those regions has been continuous 

뾰æ the late 1980s. (4) factor analysis was ∞nducted to find out the ￥>atial structure of new finn formation in 

S∞luL The rl않ult shows that it had ‘multi-∞<res’ which were 얄:JOCialiZed in different indusσies. Under the 뼈-out 

program of IMF, the conæntration on ~me ∞<res of start-u탱 was r，잉nforced. From this result, it can be inferred that 

aspa벼1 v없iation between r，맹ions in new finn formation in 앉%내 would be greater than that of the early 1앉~. 

Key words : New Firm Formation, Spatial Variation, Innovativeness, Knowledge Based Industry, Regional 

Specialization, Incub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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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변화와 공간구조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세계적으로 시장환경과 기술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 투자의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유연한 적웅이 가능한 소규모 기업의 중요성이 높 

아지 고， 이 때 문에 창업 (new fum fonnation) 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McNally and Mason, 1997). 

창업은 지역의 산업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데， 창업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 

를 보인 다(Lloyd and Mason, 1984; Hart and 

Gudgin, 1994; Guesnier, 1994; Keeble and W빼er， 

1994; Audretsch and Fritsch, 1994; Fotopoulos and 

Spenæ. 1999).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창업이 증가 

하더라도 창업 활성화로 인한 과실(果實)이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경우， 이것이 오히려 지역간 격차 

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창업의 지역간 차이가 경제공간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창업을 공간적 차원 

에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 

에서，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창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서는 창엽의 지역간 차이를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 

루어 왔다(Gud밍n 없d Fothergill, 1984 ; 0 ’ Farrell 

and Crouchley, 1984; Whi며ngton. 1984;).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창업의 중요성에 대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활성 

화하려는 정책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창업을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하 

여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한국 경제 

의 가장 중요한 혁신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창엽이 업종별로 어 

떤 패턴과 변화를 나타내며， 이것이 서울시 내부 

공간상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연구 

의 시점은 1997년 말 삐lF 금융지원이 시작된 전 

후를 포함하는 1995년부터 1999년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한 구조 

조정 과정을 겪은 시기이며， 따라서 이 때의 창업 

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살피는 것은 향후의 산 

업공간구조 변화를 예측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IMF 구제금융으로 비롯된 격심 

한 경제구조 조정기를 포함하는 지난 5년， 즉 1995 

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시의 창업이 업종별 · 지역 

별로 어떠한 양상과 변화를 나타내는지 살피고 이 

로부터 서울시 창업의 공간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을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창업의 역할을 

살펴 서울시 지역경제에서 창업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서울시의 창업이 업종별 · 지역별로 어떠 

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 한 패턴과 차이를 나타내며， 이들이 금융위기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의 인한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는 

창업에 대한 공간적 차원에서의 정보와 연구는 제 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한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창업의 업종별 • 지역 셋째， 서울시 창업의 공간적 분포패턴으로부터 

별 추이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 아 서울시 창업의 공간구조를 도출한다. 

니라 실제로 창업을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 

도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창업이 지역의 기존 산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업구조와 양적 · 질적으로 어떻게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지고， 공간적으로 어떠한 양상과 차이를 보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이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헌연구， 통계자료조사， 창업자료분석과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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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량분석 동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서울시 창업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한국경 

제신문」이 공개하는 ‘신설법인’ 자료를 활용하였 

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창 

업에 관해 업종별 • 지역별로 집계 • 정리하여 발행 

하는 자료가 없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 

둥록을 ‘창업’으로 간주하고 신설법인 등록자료를 

창업자료로 이용하였다 1) 

r한국경제신문」에서는 매주 l회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신설법인 자료를 공개하는데 이는 

엄체명， 대표자， 업종， 주소를 포함한다. 이에 1995 

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의 서울시 신설법인 둥록 

자료를 구득하여 개별 업체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2di휠t) 수준의 코 

드를 부여하고2) 25개 구(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 

였다. 

서울시 창업자료로부터 서울시 창업의 공간구조 

를 도출하기 위한 계량기법으로 요인분석 (factor 

없1ôlysis)을 하였다. 1995년과 1999년 서울시 25개 

구(區)별 제조업 · 서비스업 각각의 창업자료 

(KSIC 2digit) 를 요인분석하여， 먼저 요인부하량행 

렬 (factor 1여ing ma띠x)을 통해 주요요인을 선정 

하고， 요인접수(factor score) 를 이용하여 이들의 

지역간 특화정도를 분석하였다. 

n. 문헌연구 

1. 창업과지역발전 

地理學論蕭 第36號 (2000. 8) , 63-96. 

( establishment) 를 조직 하여 재 화와 서 비 스를 생 

산 · 판매하는 행위를 일걷는다. 그러나 창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업이 창업기업인가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Mason(1983) 은 창업 과정 의 다음 4가지 측면 이 

창업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하 

였다. 

첫째， 창업의 시작(staπ-up date)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창업 초기의 기업은 업종변화(changes in 

acti띠ty) 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것을 창 

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창업기업의 독립성 (independenæ) 의 문제 

도 창업의 정의를 어렵게 한다. 흔히 창업기업은 

독자적으로 형성된 기업만을 의미하지만 한 기업 

가가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창업하여 겸업을 

할 경우 이 두 기업의 독립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넷째， 창업의 정의상 창업기업은 새로운 

(newness) 사업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 

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규모를 축소하는 포팔 

적인 구조조정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경영자 인 

수(Management Buyout: MBO)의 경우에서와 같 

이 종업원들이 기존 기업을 인수하여 새롭게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이 기업이 창업인가의 문 

제가제기될 수 있다. 

비록 창업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기존업체 중 

분명한 모기업이 없이 새로이 형성된 기업 (one 

1) 창업 의 정 의 which has no obvious parent in any existing 

창업 (new firm formation) 이란 새로운 사업체 business enterprises)" 이라는 꾀len의 정의가 널리 

1) 창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숭인 업체와 창업투자회사의 지원을 받은 
업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거나(중소기업진흥공단， 1997) , r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둥 각종 통계자료에서 연도별 사업체수 
의 순증가분을 창업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김종기， 1987: 김용웅 · 차미숙， 1994). 그러나 창업투자회사로부 
터 창업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 지방업체로서 해당 규모가 극히 한정되는 둥의 단점이 있다. 그리고 통계조사보고 

서의 순증가분에는 이전업체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중 폐업률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실제적인 창업의 경향 
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동록을 ‘창업’으로 간주하고 신설법인둥록 자료를 창업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자료상에 나타난 범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였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SIC 60) , 수상운송업 (SIC 61) , 항공운 
송업 (SIC 62) 은 ‘운송업’으로 통칭하여 불가피하게 하나의 코드(SIC 60) 를 부여하였다. 

65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변화와 공간구조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용웅 · 차미숙， 1994, pp. 6에 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서 인용). 이 정의에서는 신규로 발생된 기업이라 또한 창업기업의 혁신성 (innova디veness) 과 관련이 

고 하더라도 기존 업체의 자회사(sub의d따y)와 새 깊다. 

로운 독립기업 (new independent firm) 을 명확히 셋째， 창업기업은 대부분 소기업이고， 따라서 국 

구분하여 자회사 또는 분공장(branch factory)은 지적인 연계(I，때 뼈kage)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기업에서 제외시킨다. 이러한 점이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다. 일반적으 

2) 창업과 지역경제발전 

로 창업기업은 투입되는 재화(gαxis) 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구매함으로써 지역 내 승수과정(1때 

창업은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의 발로이 multiplier process)을 강화하고 국지적인 판매연계 

며 동시에 그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력있느냐를 나 (loca1 marketing 뻐kag않)를 보유함으로써 지역경 

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창업이 지 

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소기 

업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이는 대부 

분의 창업기업이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기 때문 

이다. 

창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Reynolds et a1, 

1994; Hayter, 1997). 

첫째， 창업은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한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둘째， 창업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경쟁조건을 창 

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지역경 

제 의 혁 신과정 (innovation pr，α;ess) 에 중요한 역 할 

제의 자급(self-sufficiency) 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볼 때， 무엇보다도 창업은 지역이 자생적 발전 

(endogenous development) 을 이 루는데 필수적 이 라 

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한 지역에서 창업이 활 

발한 것은 그 지역경제의 통제력(∞ntrol)이 지역 

내부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파악하고 지역경제의 미래 

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2. 창업과지역격차 

1) 창업의 지역격차와 결정요인 

을 한다. 소규모 첨단 창업기업은 새로운 기술변 창업이 공간상에서 균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화에 대하여 대규모 업체에 비해 더욱 유연하게 창업은 더 이상 지리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 

대처하고 적웅력이 높은데 이 같은 사실은 정보기 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과 관련한 서구의 실증적 

술， 생명공학 동의 첨단산업 발달과정에서 잘 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나 사회전체의 창업은 

러난다. 크게 증가하더라도 지역별로는 그 편차가 매우 심 

Britton ( 1989 )은 대다수의 창업기업이 ‘중요한 한 것을 알 수 있다(Guesnier， 1994; Audretsch and 

혁신 (significant innovation) ’ 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 Fritsch, 1994; Hart and Gudgin, 1994; Garofoli, 

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향상( improvement)으로 생 1994). 

기는 점진적인 혁신 (incremental innovation) 에서 선행연구에서 거론되는 창업의 결정요인은 크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 수요(dem때d)측면의 요인， 창업원 공급(supply of 

다. 창업기업의 높은 폐업률(비gh death rate) 에도 founders)측면의 요인， 정책적 요인 둥으로 나누어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실패가 단순히 자원의 낭비 볼 수 있다(Johnson and Parker, 1996). 

로 여겨지지 않는 것도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혁신 첫째， 새로운 사업은 지역시장(1때 market)을 

에 대한 창업기업의 기여와 관련이 있다. 최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조 

‘벤처기업’으로 불리는 ‘모험적 중소기업’의 창업 건은 잠재적인 창업가가 창업을 결정하는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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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높은 지역수요는 

창업을 촉진한다(Moyes and Westhead, 1990). 

Keeble과 W봐ær(1994)도 인구가 집중할수록 지역 

시 장기 회 (1때 market oppαtunities) 가 커 지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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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관련 실태조사(중소기업진흥공단， 1997; 박삼 

옥， 1998b) 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창업공급원임 

을 알 수 있다. 

셋째， 창업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여부도 

인구밀도가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창업과 관련된다. Keeble과 W왜(er(1994)는 영국의 

밝힌 바 있다. 경우， 정부의 세금과 이자율 정책은 창업의 공간 

둘째， 창업원의 공급과 관련된 요인은 다시 몇 적 차이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창업 증가에 기여한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측면이 강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경기쇠퇴기의 높은 실업( unemployment)위 

협은 창업을 강요하는 효과(push-effect)를 가져옴 2) 우리 나라 창업의 지역격차 연구 

으로써 창업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창 우리 나라에서 창업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접근 

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의 수요여건에 대한 고 한 연구는 김종기 (1987) 와 김용웅 · 차미숙(1994; 

려가 중요하다는 창업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경기 1995) 의 연구가 있다. 

침체기의 불투명한 시장전망은 창업에 불리한 여 김종기는 제조업의 창업과 폐업이 부문별(업종 

건으로 작용한다. 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 

지역의 직업구조(occupationa1 stru때e)도 창업 히고 산업구조보다는 입지여건이 지역의 창업과 

자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준다. Bar났펴m(1992)과 폐업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Storey(1994)의 연구는 관리 및 기술직 둥 전문가 김용웅과 차미숙은 우리 나라 제조업 창업의 지 

가 많은 지역이 육체노동직 (man떠1 worker) 이나 역간 격차의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단순생산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상대 그들(1994)은 창업연구에서 지역적인 고려가 미흡 

적으로 창업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경우 창업의 지원이 오히려 산업발전의 지역격 

지역 산업의 규모구조(size structure)도 창업자 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여 창업에 대 

의 공급측면과 관련이 있는데 중소기업 비중이 높 

은 지역이 대기업이 지배적인 지역에 비해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Whittington， 1984; Lloyd 

and M때n， 1984).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2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J ohnson and 

Parker, 1996). 하나는 소규모기업의 종업원들은 

기업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대 

규모 공장의 종업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에 독립된 기업가로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이고 다른 하나는 소기업의 종업원들은 취업조건 

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양 

호한 대기업 종업원에 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창 

업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Gudgin과 

Fother밍11 (1984) 의 연구는 소규모 공장이나 기업으 

로부터의 스핀오프(spin-offs) 비율이 높다는 결과 

를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중소기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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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전국적 · 지역적 수준의 창업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거시분석 (maσ0-없1ô.lysis)과 지역 

별 창업기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미시분석 (miσ0-

analysis) 을 동시에 행하였다. 또 계속된 연구 

(1995) 에서는 서구의 창업연구로부터 도출된 창업 

결정요인들이 우리 나라의 지역별 제조업 순증가 

(1985년-1990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창업을 결 

정하는 요인이 상이하므로 창업지원을 위한 획일 

적인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지역격차를 증대시킬 

소지가 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창업연구에서 지역적 

인 고려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창업의 지역간 

격차 문제에 천착하여 격차를 야기하는 거시적 또 

는 미시적 원언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했다는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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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제조업에 국 

한되어 창업의 지역간 격차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 

조업 창업의 지역간 격차의 문제로 범위가 제한되 

는 한계가 있다. 창업의 지역간 차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창업 업체수의 많고 적음 

이 아니라 창업하는 업종의 지역간 차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의 연구에서는 창업자료의 부족으로 

r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연도별 순증가분을 제 

조업 창업업체로 간주하여 창업의 지역간 격차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외부로부터 이전해 온 

기폰 업체가 포함될 수 있고， 일정기간의 폐업률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하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의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위험 

이 높다. 즉， 일정기간에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졌 

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기존 업체의 외부이전이 

많거나 폐업률이 높았다면 창업이 그리 많지 않았 

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실제적인 창업의 

경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 본 창업연구에서는 주로 

시 · 도 규모의 공간적 단위에서 창업의 차이를 다 

루었다. 전국적인 창업의 증가가 실제적으로는 지 

역간 · 도시간 창업의 차이로 나타났던 것과 마찬 

가지로， 창업이 활발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내부 지 

nr.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와 창업 

1.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 

1980년 이후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 

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서비 

스업의 성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특히 금융 · 보험 · 부동산 · 

사업서비스업은 1980년 이후 성장이 가장 확연하 

게 드러나는 업종이다. 금융 · 보험 • 부동산 · 사업 

서비스업은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6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서 

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배 이상 늘어났 

다. 이외에 운수창고 · 통신업의 성장이 눈에 띈다. 

서울시의 제조업은， 사업체수로 볼 때 1990년에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 

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서울시 제조업의 비 

중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주변의 

인천 • 경기지역의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은 증가한 

역단위 간에는 또 다시 창업의 차이가 있을 것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 

을 유추할 수 있고 이 역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거하여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온 

된다. 도시 내부 지역간 창업의 차이를 살피는 것 서울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정책으로 인해 공 

은 내부 지역단위간 창업의 격차로 인한 지역불균 장용지 확보에 어려웅을 겪게 된 서울의 대규모 

형의 문제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도시 

전체 창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기존 연구의 내용으로부터， 

실제적인 창업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뿐만이 아닌 

전 업종에 대해 도시 내부지역의 창업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바 

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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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용지구득이 용이한 주변 

의 인천 · 경기도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박삼옥， 1994, 1998a; 신창호 外， 1994).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이동과정에서는 특히 기 

계， 조립금속，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 운송장비 제 

조업 동을 포함하는 조립형 제조업이 주변지역으 

로 가장 활발하게 분산되었다고 지적된다(박삼옥， 

1993; 1994; 19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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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서울시 산업대분류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1980년 -1995년) 

(단위: 개， 명，%) 

업 종 
사 업 체 종 사 자 

1980 1985 1990 1995 1980 1985 1990 1995 

1 차 산 업 59 47 39 150 3，없8 1,922 1,996 3,753 
0.2 0.1 0.1 0.2 0.4 0.1 0.1 0.2 

광업 
54 69 52 47 1.847 1,745 2.795 1.345 
0.2 0.2 0.1 0.1 0.2 0.1 0.2 0.1 

제조업 
14，잃5 17,254 22,847 19,584 540,669 602,117 685,306 541,612 

42.4 38.3 45.3 30.8 50.7 47.0 41.6 28.1 

2 차 산 업 14,389 17앓3 22,899 19.6.'31 542.516 603,862 688.101 542,957 
42.6 38.54 5.4 30.9 50.9 47.1 41.8 28.2 

전기가스·수도 
27 27 39 39 -효행L 7[190 8,816 7.750 
0.1 0.1 0.1 0.1 0.5 0.6 0.5 0.4 

건설업 
548 2,CJ70 2.311 5.968 93,283 122따8 121.130 203.469 
1.6 4.6 4.6 9.4 8.8 9.5 7.4 10.6 

도·소매 13죄40 16,215 14.066 17뼈3 165.366 182.025 238.450 346웠3 

·음식·숙박 40.0 36.0 27.9 27.5 15.5 14.2 14.5 18.0 

운수창고·통신 
899 1,æ3 1.789 2,905 89,490 114,268 160,398 186[112 
2.7 2.7 3.6 4.6 8.4 8.9 9.7 9.7 

금융보험·부동산사 2，1αη 4，없9 6,046 13,CJ79 89짧5 125,211 281,835 451，'컴7 
업서비스 5.9 10.3 12.0 20.6 8.4 9.8 17.1 23.4 

사회·개인서비스 
2.341 3.519 3.196 4.308 76,220 124[131 146.881 184.377 

6.9 7.8 6.3 6.8 7.2 9.7 8.9 9.6 

3 차 산 업 
19,362 27,673 27,447 43,762 519잃4 675,673 957.510 1,380,168 

57.3 61.4 54.5 68.9 48.7 52.7 58.1 71.6 

전 체 
33,810 45,043 50.385 63,543 1 ，065，없8 1，쟁1 ，457 1,647,ff!1 1,926,87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노동부 r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J， 1980, 1985, 1990, 1995. 

표 1-2 전국대비 서울， 인천， 경기도의 제조업 비중 변화(1980년-1995년) 

사 업 체 종 사 자 
1980 1985 1990 1995 1980 1985 1990 1995 

서울 24.8% 30.9% 25.4% 21.1% 22.1% 19.8% 15.6% 12.5% 
인천 42% 4.5% 6.4% 8.0% 7.7% 7.2% 7.8% 8.3% 
경기 14.8% 19.4% 26.3% 26.5% 16.1% 20.3% 24.4% 26.0% 

전국 
30.823 44.037 68,872 96,202 2,014,751 2,437,997 3.019.816 2,986[13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r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J， 1982, 1987, 1992, 1997. 

본 연구의 대상기간을 포함하는 19W년대 중 • 

후반에 서울시가 전국과 대비하여 어떤 업종에 특 

화되어 있는지 업지계수(Loca디on Quotient: 아래 

표 L.Q.) 를 통해 살펴보면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 

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가장 특화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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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1 -3J). 

서울시의 제조업 벼중과 특화도가 감소하고는 있 

지만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제조업 각각의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일부 업종의 경우는 전국 제 

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화도도 높아 서 

울시가 여전히 일부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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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서울시 산업대분류 업종별 입지계수(Location (ψotient) 

표준산업분류 
1995 1998 

전국(A) 서울(B) B/A(%) L.Q. 전국(A) 서울(B) B/A(%) L.Q. 
농업·수렵업·임업 1.420 89 6.3 0.25 2,308 63 2.7 0.11 
어업 759 a 3.7 0.14 8ED 14 1.6 0.07 
광업 2,731 101 3.7 0.14 2,111 60 2.8 0.12 
제조업 314，잃3 81 잃5 26.0 1.02 278，9껑 66.l97 '2:3.7 1.00 
전기가스·수도 1,254 154 12.3 0.48 1,318 154 11.7 0.49 
건설업 66,851 16.929 25.3 0.99 63,186 15.072 '2:3.9 1.00 
도소매 1.012없8 270.083 26.7 1.04 963.162 244，때4 25.4 1.06 
숙박·음식점 521,496 110.574 21.2 0.83 578,175 110.641 19.1 0.80 
운수창고·통신 211,425 12,084 34.1 1.33 218，웠5 69,101 31.6 1.33 
금융‘보험 35，0싫 7,838 22.4 0.88 35;뻐 8않4 23.9 1.00 
부동산·사업서비스 144,965 48,189 332 1.3) 149,466 48짧5 32.3 1.36 
공공행정 16없9 1,5'2:3 9.0 0.35 16,398 1，.않4 9.4 0.39 
교육서비스 102.604 21，않7 21.3 0.83 94,935 18,701 19.7 0.83 
보건·사회복지 40,624 11,259 27.7 1.08 53,979 13，떠3 24.1 1.01 
공공사회개인서비스 298,136 65,512 22.0 0.86 326,493 67.700 20.7 0.'ð1 

~관 체 2,771,068 708,025 25.6 1.00 2,785,659 663，갱3 23.8 1.00 

자료: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J， 1996, 1999. 

표 1-4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입지계수(L，α~tion (ψotient) 

1995 1998 
제조업 중분류 전국(A) 서울(B) B/A(%) L.Q. 전국(A) 서울(B) B/A(%) L.Q. 

음식료품 5O,!Xl3 6,388 12.5 0.49 51,184 5,826 11.4 0.48 
담배 20 1 5.0 0.20 16 6.3 0.26 
섬유 27,931 8,(174 28.9 1.13 23,711 6,939 29.3 1.23 
의복·모피 38,357 17,178 44.8 1.75 26.933 12죄，!Xl 46.7 1.96 
가죽·가방·신발 7.134 2,793 392 1.53 5.306 2i아}2 37.7 1.58 
목재·나무 11,378 1,605 14.l 0.55 8,852 1.095 12.4 0.52 
펄프·종이 5,085 1,532 3O.l L18 4.ffJ1 1,104 24.0 1.01 
출판·인쇄 20없 11,045 52.8 2JJl 19,568 10짧7 52.4 2.æ 
코크스·석유정제품 105 16 15.2 0.60 121 26 21.5 0.!Xl 
화합물·화학제품 4.508 823 18.3 0.71 4.685 703 15.0 0.63 
고무·플라스틱 lO;Z17 2,151 æ.9 0.82 9,624 1,579 16.4 0.69 
비금속광물 9946 971 9.8 0.38 8,374 679 8.1 0.34 
제1차금속 3，때8 550 16.1 0.63 3,857 621 16.l 0.68 
립그n 소「 38,523 7,854 æ.4 0.80 33，8η 6.088 18.0 0.75 
기계·장비 28.l57 7,083 25.2 0.98 26,049 5있6 20.3 0.85 
사무·계산·회계용기계 1.018 싫3 42.5 1.66 1,020 339 33.2 1.40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10,975 2,729 24.9 0.97 10,827 2,450 22.6 0.95 
영상·음향·통신장비 5,881 1,471 25.0 0.98 4，6η 1,086 '2:3.2 0.98 
의료·정밀·광학기기 4,133 1,352 'J2.7 1.2 3,893 1.096 282 1.18 
자동차·트레일러 6,024 661 11.0 0.43 5.080 385 7.6 0.32 
기타운송장비 1,938 120 6.2 0.24 1,951 99 5.l 0.21 
가구·기타 27,008 6,961 25.7 1.01 '2:3,906 5,877 24.6 1.03 
재생재료가공처리 578 44 7.6 0.30 805 59 7.3 0.31 
제조업 전체 314,283 81 잃5 26.0 1.02 278.9'2:3 66,197 '2:3.7 1.00 

자료: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J， 1996, 1999. 

- 70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 4]). 
서울시에서 특화도가 높은 제조업은 크게 ‘인쇄 

출판업’， 섬유 • 의복 · 가죽을 포함하는 ‘의류관련 

산업’， 사무 • 계산기기， 의료 · 정밀기기를 포함하 

는 ‘전기 · 전자산업’의 세 부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서울시 제조업이 보다“정보화， 패션화， 소형화 

(박삼옥， 1994)"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중 인쇄출판업과 의류관련산업(특히， 의복 및 모 

피제조업)은 특히 특화도가 아주 높을 뿐 아니라 

그 특화도가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사무기기 및 

의료정밀기기 제조업의 특화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 사무기기 및 의료정밀기기와 같은 첨 

단산업의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조립형 제조업의 수도권으로의 분산 흐름이 

1990년대 후반에는 이들 첨단업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서울시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창업 

서울시에는 총 65만여 개의 중소기업에 200여만 

명이 고용되어 있어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98.7% , 

총고용자 수의 64.8%를 중소기 업 이 차지 하고 있 

다. 제조업을 예로 들면， 1997년 제조업 전체 부가 

가치 생산의 63% 정도를 중소기업이 담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r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J ， 1999). 

서울시의 제조업은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특 

히 19인 이하의 소기업 비중이 크고 증가율도 높 

아 서울시 자체가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1 -5]). 

이처럼 서울시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서울에 대한 공 

장입지 규제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의 신규입 

주가 허가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장 

용지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기업들이 기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박삼옥. 1994; 신창 

호 外， 1994; 1996).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에서 중 

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서울시가 다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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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제조업 규모별 업체수 및 비중 변화 

전국 서울 
1991 l없6 1991 1996 

5-19 
45,421 70，~꼈 12.891 16,296 
62.9% 72.4% 74.0% 83.0% 

20-49 
17,291 17，1없12 3,373 2,fffi 
23.9% 18.3% 19.4% 13.3% 

50-99 5,314 5~ 691 417 
7.4% 5.4% 4.0% 2.1% 

100-잃9 
3.079 2，'얹12 343 239 
4.3% 3.0% 2.0% 1.2% 

300인 이상 
1.108 003 120 81 
1.5% 0.9% 0.7% 0.4% 

전 체 
72,213 97,144 17.418 19,638 
100% 100% 100% I 100% 

자료: 통계청 r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J， 1993, 1998. 

지역보다도 창업이 활발한 곳이라는 점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아래 [표 111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적게는 1.5배 내지 2배 이상으로 창업률이 높은 

지역이다. 

표 훌 -6 대도시별 경제활동인구대비 창업률(1995-1999) 

(단위: 개/1만명) 

l없5 1996 l없7 1998 1999 
서울 28.6 ~1.0 32.8 ~.7 48.3 
부산 13.0 15.7 17.4 16.7 22.5 
대구 9.0 13.3 13.9 13.4 19.3 
인천 11.9 14.5 16.5 16.1 26.5 
광주 20.0 20.5 28.0 20.2 31.6 I 

대전 17.1 16.8 21.9 20.5 26.4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통계청 r인구주택총조사보고 
서-경제활동면J ， 1995. 

즉， 서울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 창업의 인큐 

베이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이 

이곳에서 창업하고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서울시 이외의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분공장을 건설하여 산업과 기술을 지방으 

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수도권 및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 

중소기업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 

다(박삼옥， 1994; 신창호 外. 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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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서울시 창업의 업종벌 변화와 공E볕포 

본 장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 년도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한 신설법인 둥록자료와 r사 

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서울특별시」를 이용， 기 

존 업체수 대비 업종별 창업률3)과 지역별 창업률4) 

을 산출하여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 지역별 패턴 

과 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전체창업률과그변화 

(딘쩍: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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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V -1 전체 창업 기업수 변화 

1됐년 이후 서울시의 창업 기업수 및 창업률은 계 

속해서 증가하다가 1댔년 한 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창업률이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운 증가 

를 보이며 성장하였다([그림 N -lJ. [그림 N -2]). 

1998년은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지원이 결정 

된 직후로， 우리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단기간에 대량실업 사태를 경험한 시기이다. [표 

N- l]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도 1998년 

에 급속한 설업률의 증가를 보였다. 앞의 문헌연 

구에서 경기침체기의 높은 실업( unemployment) 

이 지역의 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표 lV -1 서울시 실업툴 변화( 1995-1999) 

자료:통계청 

많은 논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의 경우를 보면 실업률의 급상승과 함께 창업률 

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회복되는 시기에 창업은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실업의 창업 강요 

효과(push -effect) 를 통해 서 울시 창업 의 변화를 

설명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 (단위: %) 

3 

2.5 

2 

1.5 

0.5 

2.95 겨진다5) [그림 N -3]와 [그림 N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서울에서 

창업한 업체가 가장 많이 입지한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였고， 영둥포구와 중구가 뒤를 이었다. 강 

남 · 서초 지역은 매년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35% 

가량이 입지해 서울시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들 지역에 창업이 뚜렷하게 집중하였다. 특히 1999 

O! 1995 1996 1997 1998 1999 

그림 lV -2 전체 창업툴 변화 

년에 창업률이 급증하면서는 강남구에 집중하는 

정도가 더욱 커졌다([표 N - 2J). 

이러한 구별 분포를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3) X년도 i업종 창업률 =(X년도 i업종 창업 업체수 -;- (X-1)년도 i업종 기존 업체수) x100 
4) X년도 j지역 창업률 =(X년도 j지역 창업 업체수 -;- (X-l)년도 j지역 기폰 업체수) x100 
5) 경기쇠퇴와 창업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김용웅 • 차미숙(1994) 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성이 지적된 바 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 제조업 창업의 증가는 서구형의 창업결정요인들 보다는 산업구조조정， 창 
업원(rouræ of spin -off)의 소재여부 그리고 대기업에 의한 하청생산형태의 증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정업종의 대 
기업 진입제한조치 둥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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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 창업의 공간적 중심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한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 

난다([표 N -2J). 강남구와 서초구는 1980년대 후 

반 이후 지속적으로 창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심의 중구와 종로구의 창업 비중은 감소 

해 둘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1980년 

대 후반과 비교하면 송파구의 비중도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서울시 창업의 중심이 도심 

부에서 점차 강남·서초·송파 일대의 서울시 남 

地理學論議 第36號 (2000. 8) , 63~96. 

동부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창업률을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영동포 

구의 창업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기존 업체가 가 

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중구의 창업률은 서울 전 

체의 창업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연구대 

상기간 동안 창업률이 2%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영동포구， 마 

포구， 용산구， 송파구이다([그림 N - 5], [그림 

N -6J). 

표 N -2 서울시 구별 창업기업의 분포 변화(1987-1991 년， 1995-1999년) 

(단위: %) 

창업기업의 구별 비중(1987-1991)* 창업기업의 구별 비중(1995-1999) ** 
1987 1988 1989 1~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종로구 6.7 6.8 5.5 5.7 4.9 4.2 3.8 4.2 4.4 3.7 
중구 12.2 10.8 10.1 9.9 8.1 7.6 6.9 7.0 7.9 7.0 
강남구 11.6 15.5 18.3 17.6 19.9 21.5 20.5 20.7 21.2 23.0 
서초구 7.9 9.7 11.5 15.3 13.5 15.0 14.1 14.8 13.8 14.3 
송파구 1.6 2.2 3.9 5.3 7.3 6.7 7.8 8.0 6.9 6.6 

자료: * 1987년 -1991년: 박삼옥， 1994, pp.35, ** 1995년- 1999년: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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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3J 서울시 구별 창업 비중(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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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 -5J 서울시 구별 창업률(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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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변화와 공간구조 

아래에서 창업기업의 수가 미미한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서비스업 각 업종을 표준 

산업분류 중분류(낌igit) 수준에서 재분류하여 자 

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제조업창업 

1995년 이후 제조업 창업업체의 절대수는 둥락 

을 거듭하고 었으나 전체 창업기업 중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을 중분류 수준에서 11개 그룹으로 재분 

류하여6) 각각의 창업기업수와 창업률 변화를 살펴 

보았다([표 N--3]). 

1) 제조업 업종별 창업률과 변화 

서울시의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 전자기기 제조 

업 창업이 가장 두드러진다. 대부분이 첨단산업으 

로 분류(박삼옥， 1993) 되는 전기 · 전자기기 제조업 

은， 전반적인 창업률이 하락한 1998년에 창업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5년 동안 줄곧 전체 제조업 

창업률의 3배 이상되는 높은 창업률을 보였다. 아 

울러 전기 • 전자기기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구대상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창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1999년 

에는 특히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편 기존 업체수로 볼 때 서울에서 가장 비중 

이 높은 섬유의복 제조업의 경우는， 여전히 다른 

제조업에 비해 많은 업체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창업률은 전체 제조업 창업률에 미치지 못하 

였다. 

제조업 중분류 수준에서 볼 때， 창업률이 특히 

높은 업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SIC 24) , 

사무 •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SIC 30)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SIC 32) , 의료 · 정밀 · 광 

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SIC 잃) 이었다. 그런데 이 

들 업종은 산업연구원 (1998) 이 대표적인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제시한7) 업종들이다. 이는 서울시의 제 

조업 창업이 지식기반 제조업 부문에서 보다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 본 연구에서는 현행 KSIC 갱igit에 비해 포괄적 인 1992년 이전의 KSIC 정igit올 이용하여 제조업을 재분류하고 이 중 
일부를 연구자가 조정하였다. 분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음식료품: SIC 15 
· 목재종이 : SIC 20, SIC 21 
· 석 유화학고무 : SIC 23, SIC 24, SIC 25 
· 금속: SIC 27, SIC 28 
· 전기전자기기 : SIC 30, SIC 31, SIC 32, SIC 33 
· 기타: SIC 36, SIC 37 

• 섬 유의 복 : SIC 17, SIC 18, SIC 19 
. 인쇄출판: SIC 22 
· 비금속광물: SIC 26 
• 기계: SIC 29 
· 운송장비 : SIC 34, SIC 35 

7)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지식기반제조업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의 범위와 산업별 세부업종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자·정보기기 
22309 30011 30012 30013 30019 32101 32100 32104 
32105 32100 32201 32202 

정밀기기 
3α)23 33111 33123 33126 33128 33129 33130 앓201 

33200 332여 33200 
메카트로념스 29152 정221 않222 않226 29298 29299 31100 

24113 24114 24212 24221 24222 24224 24225 
정밀화학 24229 24241 24245 24246 24291 24291 24292 

24:잃5 24양)6 24297 24298 24299 
생물산업 15459 24231 24232 24낌3 2갱34 24껑5 24239 

25232 26100 26915 26922 2앉)29 26996 27112 
신소재 27229 
환경 20213 25112 29141 29194 37101 37102 37202 
효。l그 。~ • -}"r- ‘’5.101 35302 35303 

자료: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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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N-3 제조업 부문별 기존업체수， 창업업체수， 창업률 변화(199←1999년) 

1934 199:j 199:j 1뼈 1앉% 1937 1937 1938 1938 1999 
SIC 기존 신설 비중 

창업률 
기존 신설 비중 

창업률 
기폰 신설 비중 

창업률 
기존 신설 비중 기존 신설 비중 

창업률 
업체 업체 (%) 업체 업체 (%) 업체 업체 (%) 업체 업체 (%) 

창업률 
업체 업체 (%) 

음식료품 15 6083 156 4.7 2.56 없88 133 42 2.08 6500 176 5.1 2.71 68ffi 154 5.1 226 5826 269 5.5 4.62 

17 ææ 393 12.0 4.48 8074 372 11.8 4.6 7537 396 11.6 525 7020 463 152 6.60 6939 582 11.9 8.39 

섬유의복 
18 16773 346 10.4 2.00 17178 354 112 2.00 16짧 않애 11.4 2.39 14재4 4æ 13.3 2.72 12590 586 12.0 4.65 
19 2642 113 3.4 428 27!없 100 3.4 3.80 2611 100 2.9 3.83 'llJ7 87 2.9 3.89 2αE 146 3.0 729 

소계 28318 858 25.9 3.æ 2ilO뼈 832 26.3 2.97 2뼈6 885 25.9 3.35 24(1)1 953 31.4 3.96 21531 1314 26.8 6.10 

20 1692 22 0.7 L30 16ffi 11 0.3 0.69 1480 11 0.3 0.74 1않4 11 04 0.82 1æ5 02 0.82 
목재종이 21 1490 25 0.8 1.68 1532 20 0.6 1.31 1383 24 0.7 L74 1194 16 0.5 L34 11여 37 0.8 3.35 

소계 3182 47 1.4 1.48 3137 31 1.0 0.93 2863 35 1.0 122 짧8 11 0.9 1.06 2193 46 0.9 2.æ 

인쇄출판 22 1때4 313 9.4 3.04 11045 'lJ7 9.4 2.69 1얘)(} 335 9.8 3.08 11125 273 9.0 2.45 10257 461 9.4 4.49 

23 17 0.0 5.88 16 2 01 12.50 14 3 0.1 21.43 26 2 0.1 7.69 26 01 11.54 

석유화학고무 
24 919 145 4.4 15.78 823 144 4.6 17.50 g 130 3.8 15.80 없R 126 41 15.71 7æ 236 4.8 33.57 

25 2401 39 12 1.62 2151 37 12 1.72 2m2 43 1.3 2.12 1806 41 L3 227 1579 46 0.9 2.91 

소계 3337 185 5.6 5.54 댔xl 183 5.8 6.12 2뼈 176 5.1 6.13 2없4 169 5.6 6.42 2308 285 5.8 12.35 

비금속광물 26 902 84 2.5 9.31 971 51 1.6 525 1024 63 1.8 6.15 988 32 1.1 324 679 63 1.3 928 

27 561 11 0.3 1.96 550 m 0.6 3.63 601 12 0.3 1없 690 9 0.3 1.30 621 10 02 1.61 
二Dl4「、 28 7470 194 5.8 2.59 7854 138 44 1.75 7501 166 4.9 221 6926 91 3.0 L31 6뼈 143 2.9 2.34 

소계 뼈1 2(1) 62 2.55 8404 158 5.0 1.88 8102 178 52 220 7616 100 3.3 1.31 67æ 153 3.1 228 
기계 29 8074 376 11.3 4.66 7뼈 38 112.1 5.38 6972 400 1L7 5.74 6327 320 105 50 5댔 474 9.7 8.95 

30 432 220 6.6 50.93 433 251 7.9 57.97 424 115 8.0 64.86 μ4 242 8.0 5450 339 408 8.3 120.35 

31 2567 130 3.9 5.00 2729 120 3.8 440 댔5 128 3.7 4.33 2901 138 4.5 4.76 2450 171 3.5 6.98 I 

전기전자기기 32 1408 290 8.8 20.60 1471 330 10.4 22.43 1657 310 91 18.71 1472 280 92 19.02 1086 없8 13.0 58.75 

33 1323 133 4.0 10.(1) 1352 117 3.7 8.65 1뼈 120 3.5 8.82 1233 125 41 1014 1096 195 4.0 17.79 

소계 5730 π3 23.3 13.49 5985 818 25.9 13.67 댔36 없3 24.4 13.02 6ffi0 785 25.8 12.98 4971 1412 28.8 28.40 I 

34 563 39 12 6.93 661 41 1.3 620 없6 36 1.1 5.75 516 25 0.8 4.84 385 52 1.1 13.51 I 

운송장비 35 118 9 0.3 7.63 120 3 0.1 2.50 129 00 0.78 115 3 01 2.61 93 30 0.6 30.30 

소계 681 48 1.4 7.(1) 781 44 1.4 5.63 π5 37 Ll 4.90 631 28 0.9 4.44 484 82 L7 
16 0 0 0.0 0.00 0 0.0 0.00 3 0 0.0 0.00 0 0.0 0.00 0 00 

기타 
36 뻐:Æì 262 7.9 3.79 6961 227 72 326 쨌l 290 8.5 4.42 6465 192 6.3 2.97 58η 342 7.0 5.82 I 

37 54 6 02 11.11 44 3 0.1 6.82 g 11 0.3 26.19 54 6 02 lLl1 59 0.0 1.69 

| 소계 細O 268 8.1 3.85 7000 230 7.3 328 6600 301 8.8 4.56 6524 198 6.5 3.æ 5937 343 70 5.78 

제조업 천체 81592 3313 100 난r앨 81835 3158 100 3.86 79419 3419 100 4.31 75287 3때 100 4.얘 ffi197 4902 1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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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변화와 공간구조 

2) 제조업 업종별 창업의 공간분포 구에 입지하는 창업기업의 수가 가장 많았다. 용 

서울시에서 제조업 창업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산구는 1995년에 전기 · 전자기기 제조업 창업률이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위치하는 가장 높은 지역이다([그림 N -13 ], [그림 w-
창업업체가 가장 많고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가 14]). 이러한 결과는 용산구가 흔히 알려진 것과 
뒤를 이었다([그림 W -7 ], [그림 N -8]). 기존 같이 컴퓨터 둥 사무기기의 단순 판매지가 아니라 

업체수 대비 창업률을 살펴보면， 강남구， 서초구의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인 제조 지역이 되고 있음을 

창업률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존업체가 가장 많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1999년에는 강남구의 전 

이 분포한 중구의 창업률은 낮았다. 이외에는 송 

파구와 용산구， 마포구의 제조업 창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W -9] , [그림 N -10]). 

제조업 중에서 가장 창업률이 높은 전기 · 전자 

기기 제조업은 강남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 

으로는 서초구와 용산구， 영등포구의 비중이 높다 

([그림 N -11 ], [그림 N -12] ). 그러나 전기 · 

전자기기 내에서도 창업률이 더욱 높은 사무， 계 

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SIC 3이만을 보면 용산 

(단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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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V -7 구별 제조업 창업 비중(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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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V -9J 구별 제조업 창업률(1995년) 

，뽕i 

기 · 전자기기 제조업 창업률이 가장 높았다. 

제조업 부문 중 창업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섬 

유의복 제조업은 강남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중구 

와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 중구가 

전체 섬유의복제조업 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 

구대상기간 후반에 증가하였다. 강남구와 서초구 

는 섬유의복 제조업의 창업률도 가장 높은 지역이 

다. 이외에는 마포구와 송파구의 섬유의복제조업 

창업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류산업에 

(단워: ""') 
필0.0 .... 0 

4.0~.0 
廳훌훌 gι12.0 
톨톨 12.0-16.0 
_16ι20.0 

·짧· 

그림 lV ~8 구별 제조업 창업 비중(1999년) 

훌t엉!I 

돈경 oog2·해 

醫짧g: 잃 
톨톨:$칩g뽕3 

그림 lV-lOJ 구별 제조업 창업률(1999년)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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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0 0 - 4 
닫섭 4 - 8.8 
훌훌훌 8.8 -13.6 
_13.6 -18.4 

，짧· 
(딘훼‘ • .4) 
江그 0.4 

4.8 ‘8 
8.8 .13.6 

_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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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_.~ __ 4 Kllom허en γ ν- 、.- ....... _.0 __ 4 Kilometen 
~ ~를를 

그림 lV -ll 구별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창업 비중(1995년) 그림 lV -12 구별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창업 비중(1999년) 

앙업훌‘단엄: %) 
CJ 0.00.14.10 
C그 14.1。 

풀’4.10.27.10 
27.’0.40.10 
40. 10.53.1。_53. 10.59 .56 

4 Kílomelers 

，뿔· 

그림 1V -13 구별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창업률(1995년) 

서 고품질， 패션디자인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수 

요시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따라서 디자인 

및 개발인력이 풍부하고 국내 최대의 패션산업시 

장인 서울이 의류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사 

실을 여러 기존 문헌(박삼옥， 1994; 강현수， 1995; 

양승철， 1999)을 통해 확인할 수 j 있다. 그런데 서 

울시 내에서도 강남지역은， 소비자의 기호 및 유 

행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과 소비자와의 빈번한 

접촉에 유리해 디자인 집약적인 의류산업이 빠르 

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현수， 1995). 

강남구와 서초구의 높은 섬유의복 제조업 창업 

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즉， 서울시 의류산업의 품질 및 디자인 의존 

앙엽훌‘단휘:'!I.} 
팀0.33.엉 

33. 32 

홉33.32.64 .23 
64‘ 2l.135.14 
’35.14.186. 05 

_ 186.05.237.04 

" Kìlome’efS 

~’ 

‘짧 | 

그림 lV -14 구별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창업률(1999년) 

도가 높아짐에 따라 창업하는 기업들도 유행에 대 

한 신속한 정보와 소비자의 기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강남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찌다. 한 

편 연구대상기간 후반에 중구의 섬유의복 1 제조업 

창업 비중이 증가한 것은 1996년 이휴 동대문시장 

일대에 잇달아 개장한 대규모 의류 모 · 소매 상가 
(거평프레야， 두산타워 등)와 관련된!'I것으로 보인 

다8) 

인쇄출판업 창업에서는 강남구와 중구의 비중이 

높다. 기존 인쇄출판업체의 절반 이상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인 중구는 강남구와 함께 인쇄출판업 창 

업 기업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인쇄출판업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 

8) 동대문 도소매 상가의 의류제품들은 주로 의류판매 점포 주인들의 자가공장이나 하청공장으로부터 들여오는데 이들 
공장의 113 가량이 중구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김광선， 2000， 동대문시장지역의 학습지역화에 관한 
연구:패션의류산업 집적지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4-75)로부터 이갇이 판단할 수 있다. 

- 77 -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변화와 공간구조 

남구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구의 기존업체 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 

대비 인쇄출판업 창업률은 낮고 강남구의 창업률 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 사회 및 개인서비 

은 높게 나타났다. 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을 중분류 수준에서 6개 

부문9)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lV -4]). 

3. 서비스업창업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의 전기 •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 

1) 서비스업 업종별 창업률과 변화 

서비스업 창업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급 

성장이 두드러진다.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의 경우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창업기업의 절대수가 7 

표 N-4. 서비스업 부문별 기존업체수， 창업업체수， 창업률 변화(199←1999년) 

1995 1995 1쨌 I뼈 1997 1997 1998 

신업셜체 비 (%중) 장 「업혼 기업존체 신업설체 비 (%τ1) 창업률 기업존체 신업설체 비 (%τ1) 창업률 업 기존체 신업설체 비 (@X 창업률 
40 125 6 0.1 1 448g0 130 0.0 2.31 115 9 0.1 7.83 139 

전지가스· 41 14 2 0.0 24 0 0.0 0.00 30 0.0 0.00 28 0 
건설부문 45 1잃07 1328 17.9 8.68 1692) 1616 18.1 9.55 17193 l없5 172 9.51 16876 1115 

소계 1닮46 1430 19.3 926 17C뼈 1뼈 19.0 9~ 1mB 1ffi8 17.8 9.79 17따3 1163 
50 12ffi2 76 1.0 0.63 12702 ffi 0.8 0.54 1때얘 61 0.6 0.50 121이 51 

도소매 51 7αB8 1Z뻐 16.7 1.'π 78112 1뼈 13.5 1.54 78659 1aì2 132 1.60 78570 1뼈 
TBτD 52 175975 2192 ::9.5 125 17뻐9 3020 33.8 l.68 169313 2&31 ::9.7 1.67 1없370 g애 

소계 껑800) 3507 472 1.36 270083 4lß 48.0 1.59 j짧뼈O 4154 43.5 1.60 짧041 갱æ 

ro 45:짜4 287 3.9 0.63 65459 302 3.4 0.46 64웠 2&3 3.0 0.44 63716 341 
τ。 T까‘T tjτ tJ 63 4740 199 2.7 420 5없8 270 3.0 4.55 5721 214 3.1 5.14 뼈7 219 

소계 49984 486 6.5 0.97 71387 572 6.4 0.80 700j4 5π 6.0 0.82 없z3 560 

정보통신 
64 6굉 37 05 5.79 ffi7 68 0.8 9.76 766 114 12 14.88 991 133 
72 1387 æ4 3.6 19.m 1751 333 3.7 19.02 1841 5f12 5.3 27.27 2281 653 

서비스부문 
소계 m 301 4.1 14.86 갱48 때1 4.5 16.38 때7 616 6.5 ZHi3 Jl12 786 

65 3546 m 0.3 0.56 3914 7 0.1 0.18 4124 a 02 0.51 4487 14 
66 2726 5 0.1 0.18 3073 R 0.7 2.18 3171 10 0.1 0.32 뼈4 120 

FIRE 및 
w 앉징 47 0.6 5.æ &51 ~ 11 11.16 1034 197 2.1 19.05 1108 2얘 

싸업서1l1~ 70 16575 214 2.9 1l} 174없 201 22 1.15 17갱8 264 2.8 1.51 1細1 159 

Ht 1때7 78 1.1 022768 
10470 00 LO 0.86 9784 140 1.5 1.43 9217 79 

T닙 τn 
307 7 01 410 6 01 1.46 420 14 01 3.33 μE 18 

껴 16795 927 12.5 5.52 18076 1125 12.6 622 17&33 14Z3 14.9 7.98 17861 1100 
소계 51175 1::98 175 2.54 많276 1591 17.8 2.93 53재4 2뼈 21.7 3.85 닮240 17m 

55 101950 59 0.8 0.06 110574 72 0.8 O(η 11않C 72 0.8 o.æ 11쨌4 84 
80 21뼈 40 0.5 0.18 21없7 55 0.6 0.25 21446 60 0.6 028 때761 72 
&5 10560 0.0 0.01 11259 9 0.1 o.æ 11郞 13 0.1 0.11 12524 

소비자 
9901 

217 50 0.7 Z3.여 185 51 0.6 27.57 166 48 0.5 28않 때 53 
서비스부문 細2 0 0.0 0.00 9637 3 0.0 o.æ 9π5 0.0 0.01 1때2 

92 20529 170 2.3 0.83 22z33 149 1.7 0.67 224m 158 1.7 0.71 ZH76 155 
93 3없36 82 1.1 025 33457 49 0.5 0.14 33878 81 0.8 023 34æ3 85 
소계 196149 404 5.4 020 200172 %얘 4.3 0.18 213871 433 4.5 020 216679 뼈5 

서비스업 전체 5η없5 7426 1α) !2엉 삐2와49 8944 100 1.43 618544 9547 100 1.54 615598 8뼈 

9) 서비스업의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가스 · 건설부문: SIC 40, SIC 41, SIC 45 
· 도소매 부문 : SIC 50, SIC 51, SIC 52 
· 운수부문 : SIC 60, SIC 61, SIC 62, SIC 63 
· 정보통신서비스부문: SIC 64, SIC 72 
• FIRE 및 사업 서 버 스부문 : SIC 65, SIC 66, SIC 67, SIC 70, SIC 71, SIC 73, SIC 74 
· 소비자서비스부문: SIC 55, SIC 80, SIC 85, SIC 90, SIC 91, SIC 92, SIC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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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72 
0.0 0.00 
13.8 6.61 
14.4 6.82 
0.6 0.42 
13.5 l.39 
28.0 1.37 
422 1.33 
42 0.54 
2.7 3.91 
6.9 0.81 
l.6 13.42 
8.1 28.63 
9.7 24.02 
02 0.31 
1.5 3.94 
2.5 18.41 
2.0 0.88 
1.0 0.86 
02 3.90 
13.7 621 
21.1 3.14 
1.0 0.07 
0.9 0.35 
00 o.m 
0.7 25.36 
0.0 0.02 
1.9 0.67 
1.1 0.25 
5.6 0.19 
100 1.31 

1998 l앉해 

업 기존체 신엽설체 비 (%τx) 창업률 
122 0.0 4.10 
32 0.0 3.13 

15072 갱86 16.9 16.49 
152'Æ 댔$ 17.8 17.11 
11437 88 0.6 0:η 

7뼈8 1578 10.8 2.00 
153719 3330 22.7 2.17 
찌4204 4996 34.1 2.05 
62010 511 3.5 0.82 
5843 349 2.4 5.97 
67853 앉에 5.9 1.27 
1248 270 1.8 21.63 
2549 1905 13.0 74.74 
3797 2175 14.8 57.28 
4100 317 2.2 7.71 
장~ 116 0.8 5,æ 
2182 207 1.4 9.49 
17631 537 3.7 3.05 
9393 179 12 1.91 
422 21 0.1 4.98 

18240 1713 11.7 9.39 
닮270 3000 21.1 5뻐 

11æ41 166 1.1 0.15 
18701 132 0.9 0.71 
13003 0.1 o.æ 
185 60 0.4 32.43 

1때7 0.0 0.01 
Z3659 384 2.6 1.62 
33559 192 1.3 0.57 
210075 943 6.4 0.44 
~~정 14669 100.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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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가량 증가했고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 서비스업 내에서도 창업률이 가장 급속하게 성 

중도 5배 가량 상승하였다. FIRE 및 사업서비스부 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문 서비스업 창업기업은 

문의 경우도 전체적인 창업률이 하락한 1998년을 강남구와 서초구에 가장 많이 입지하였고 그 비중 

제외하고 창업기업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창 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림 N -19 J. [그림 
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FIRE 및 사업서비스부문과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창업기업이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창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1999년에 더욱 커졌다. 

아울러 1999년에 거의 전 업종의 창업률이 급증하 

였지만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창업률 증가폭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두드러진다. 

전기 · 가스 건설부문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전 

반적인 창업률이 감소한 1998년에 창업률 하락폭 

이 가장 큰 업종이다. 그리고 1995년부터 1998년 

까지 전기 · 가스 건설부문은 전체 서비스업 창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1999년 창업률이 다시 급증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 

가하였다. 

소비자서비스부문은 창업기업의 절대수는 적지 

만 정보통신서비스부문과 마찬가지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창업 업체수가 매년 증가한 업종이다. 

따라서 소비자서비스 부문이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서비스부문 중에서도 특히 위생 및 오락관련 서비 

스업의 창업률이 높은 것을 볼 때， 생활수준의 향 

상에 따라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창업이 성장하 

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서비스업 업종별 창업의 공간분포 

서비스업 전체 창업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장 높고 이외에는 영등포구， 

중구， 송파구의 비중이 높다([그림 N -15 ], [그림 

N -16]). 그리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기존 업체수 

대비 창업률에서도 가장 높은 창업률을 보였다 

([그림 N -17], [그림 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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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 특히 창업률이 크게 상승한 1999년에는 

정보통신부문 서비스업 창업기업의 50%이상이 강 

남 · 서초지역에 입지해 이 지역에의 집중도가 더 

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는 영둥포 

구와 마포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정보통신서비스부 

문 전체 창업기업 중에서 영등포구에 입지하는 기 

업의 비중은 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 

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창업률에 있어서는 역시 

강남구와 서초구의 창업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그림 N - 21 ], [그림 N -22]). 

강남 · 서초지역에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보통 

신 서비스 부문 집중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현 

재 이 지역은 서울시 내에서도 대표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업 집중지역이다. 특히， 소위 ‘양재 · 포이밸 

리’， ‘테헤란밸리’ 둥으로 불리는 이 지역 내 정보 

통신 서비스업 집적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들 

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기정훈. 1997: 윤 

혜진. 1998: 윤선목. 1999: 오정윤， 2α)()). 또한 이 

렇게 자연발생적인 집적지역을 정보통신 관련 산 

업지구(industrial district)로 적극 육성하려는 계획 

이 발표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업들도 추 

진 중에 있다(황주성 外， 1999). 이처럼 강남 · 서 
초 지역은 서울시 내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의 

제 1 중심지이며 창업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 지역이 서울시 정보 

통신 서비스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동성이 높 

은 중심지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FIRE 및 사업서비스업은 창업기업의 45%가 강 

남·서초 지역에 입지해 역시 강남·서초 지역의 

집중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그림 N -23 ], [그림 

N -24J). 특히，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SIC 74) 의 

경우 매년 신설되는 기업의 평균 절반 가까이가 

강남 · 서초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연구 및 개발업 

(SIC 73) 과 부동산업 (SIC 70) 의 강남 · 서초 집중 



그림 N-17 구별 서비스업 창업률(1995년) , 

10)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생산자서비스(pr，띠ucer seπiæ) 의 업종구분은 많이 달라진다. 그러나 세부 업종에 
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소위 FIRE라고 하는 금융(Finanæ)과 보험(Insuranæ) 및 
부동산(Real Es떠te) ， 사업서비스(법무， 회계광고( 마케팅， 정보수집， 기술서비스 둥) , 연구개발활동 둥을 공통적으로 
생산자서비스로 취급하고 있다(박삼옥 · 남기범\ l Q98).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변화와 공간구조 

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편 영등포지역의 정보통신서비스업 비중이 감 

소한 것과 달리， 전체 FIRE 및 사업서비스업 창업 

기업에서 영둥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중구는 FlRE 및 사업서비스업 

중에서도 특히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창업기업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나 그 비중이 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강남 · 서초 지역과 영둥포구의 금융 및 보험 

관련 (SIC 65, SIC 66, SIC 67) 창업기 업의 집중은 

보다강화되었다. 

FIRE 및 사업서비스업의 창업률이 가장 높은 

땐
 띠따
뿔
뿔
 

•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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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림 lV -15 구별 서비스업 창업 비중(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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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역시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이외에 영등포 

구의 창업률이 높다([그림 N -25 ], [그림 N-
26J). 중구의 경우 FIRE 및 사업서비스업 창업기 

업의 수가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 

았지만 창업률은 그리 높지 않아， 과거에 비해 이 

지역이 FIRE 및 서비스업 창업입지로서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RE 및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생산자서비 

스업10)’의 서울시 내 분포패턴은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특정지역 즉 중구， 여의도를 중심 

으로 한 영등포구， 그리고 강남구 및 서초구의 일 

부지역에 탁월하게 집중해 분포하고 있다(조순철， 

(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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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V -16 구별 서비스업 창업 비중(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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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 -18 구별 서비스업 창업률(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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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박삼옥 · 남기범 1998). FIRE 및 사업서비 

스업 창업이 영동포구와 특히 강남 • 서초구에 집 

중하는 현상은 이들 업종이 앞으로 도심인 중구보 

다는 강남 • 서초구， 영등포구에서 더욱 성장할 것 

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서비스부문과 FIRE 및 사업서비스업은 

대표적인 고차 생산자서비스업으로 이들 업종의 

창업은 공통적으로 강남 • 서초지역에 집중하여 나 

地理學論護 第36號 (2000. 8) , 63-96. 

갈 것으로 예상된다. 

4. 소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 점으 

로 요약할 수-었다. 

첫째， 지난 5년 동안의 서울시 창업은 제조업 

타났다. 물론 이들 업종의 기존 업체의 분포를 보 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증가가 더욱 두드러져 서울 

더라도 강남 • 서초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창업업체 시 창업이 보다 서비스업 중심화하고 있음을 알 

의 분포는 이들 지역으로의 집중이 더욱 강화되어 수 있다. 제조업 창업은 전반적인 창업률이 하락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한 1998년을 제외하고 전체 창업기업 중에서 차지 

창업이 급성장한 1999년에 두 부문 모두의 창업에 

서 강남 · 서초구의 비중이 더욱 증가한 사실로 미 

루어 볼 때， 향후 강남 · 서초지역은 서울시 고차 

생산자서비스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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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19 구별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창업비중(1995년) 

<<엉 g‘g 찍:~) 

뿔때ι5.25 5.25.1t.1S 

’’.75 
11.75 ’뻐8.24 
’8.24‘.2ι7J 

톰찌13.3’ 22 
31.22.3'.33 

‘짧· 

그림 W낀 구별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창업률(1995년) 

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반 

적인 창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1999년에는 그 비 

중이 더욱 감소하였다.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서울시 산업구조가 보다 서비스업 중심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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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20 구별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창업비중(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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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22 구별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창업률(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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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23 구벌 FIRE 및 사업서비스 창업 비중(1995년) 그림 N-24 구별 FIRE 및 사업서비스 창업 비중(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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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25 구별 FIRE 및 사업서비스 창업률(1995년) 그림 N-26 구별 FIRE 및 사업서비스 창업률(1999년) 

경향도 최근의 이러한 창업의 경향과 관련이 높은 장비제조업 (SIC 32) 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는 정 

것으로 파악된다. 보통신서비스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제조업에서도 

둘째， 서비스업 창업 내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관련된 사무 •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과 영 

현상은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SIC 상 •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서울에서 급성장하 

72)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의 급성장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무 • 통신기기 같 

이었다.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의 경우 창업이 전반 은 조립형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서울 외부의 수도 

적으로 감소한 1998년을 포함하여 창업끼업의 수 권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구대상기간 동안 절대 

수가 7배 가량 늘어났고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5배 가량 상승하였다. 199Q년에는 정 

보통신서비스 부문 창업기업이 전체 창업，71 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셋째， 제조업 내에서는 전기 · 전자기기 제조업의 

창업이 가장 활발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부분 

이 지식기반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무 •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SIC 30)과 영상 · 음향 및 통신 

서울은 이들의 창업 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사무 · 통신기기 제조업 외에 서울 

시에서 창업률이 높은 제조업 업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SIC 24)과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81C33) 이었다. 이들 네 업종은 지식 

집약도가 특히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산업으로， 

이는 서울시 제조업 창업이 지식기반 제조업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창업이 활발한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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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영상 · 음향 · 통신기기 제조업은 공통적으로 

정보통신관련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정보통신 

산업은 산업의 진화과정에서 볼 때 초기 또는 성 

장단계의 산업으로 기술이나 제품 · 서비스의 개념 

과 표준 퉁이 성숙 ·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기 회 (technological opportunities) 가 무한한 산업 이 

다 11) 이렇게 초기 또는 성장단계에 있는 정보통 

신산업의 창업이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다는 것은 

그 동안 서울시가 新산업을 창출하여 이들 산업을 

주변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 

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창업은 공간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영둥포구， 중구， 송파구， 마포구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35%정도가 입지해 서울시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들 지역에 창업기업의 집 

地理學論蕭 第36號 (2000. 8) , 63-96. 

서비스업에서 높은 창업률을 보일 뿐이었다. 연구 

대상기간 초기인 1995년에 이 지역의 금융 및 보 

험관련 생산자서비스업 창업기업은 강남구보다 더 

많았지만 1999년에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같은 기간 강남 · 서초지역에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창업이 증가했다. 즉， 도심지역의 고차 

서비스업 창업입지로서의 구심력은 약화되고 그 

기능을 강남 · 서초 지역이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도심인 중 · 종로구의 창업 비중 감소와 강남 · 

서초구의 창업 비중 증가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는 현상이고， 특히 1999년에 강남구와 서초 

구의 비중이 더욱 커졌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 

다. 강남구， 서초구와 더불어 인접한 송파구의 비 

중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서울시 내에서 창업의 

중심이 중구와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에서 강 

남 · 서초 · 송파구 일대의 서울시 남동부로 옮겨지 

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창업률이 격감한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이후 1999년에 창업률이 다시 급증하면서 서울시 창업의 공간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강남구에 집중하는 정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 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타났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창업이 강남 • 서초 중심으 

로 지역적 편중화를 보이는 경향은 단순히 이 지 v. 서울시 창업의 공E다조 
역에 가장 많은 수의 창업기업이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 업종 구성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강남 · 서초 지역은 운수부문 서비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서울시 창업의 업종 

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의 창업기업이 가장 별 공간 분포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서울시 창 

많이 입지하는 지역이지만， 특히 연구대상기간 동 업의 공간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안 높은 창업률을 보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나 

FIRE 및 사업서비스와 같은 고차 서비스부문 창 

업기업의 강남 · 서초 집중도는 더욱 크다. 창업률 

이 가장 높았던 1999년에 정보통신부문 서비스업 

창업기업의 50% 이상이 강남 · 서초지역에서 창업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편， 기존 기업이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중 

구는 고차 생산자서비스나 기술집약적 업종보다는 

섬유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형 제조업과 운수부문 

1. 분석방법 

서울시 창업을 의미있는 몇 가지 요인으로 압축 

하고 이들의 지역적 특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서 

울시 창업의 공간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 

(factor 때머ysis)을 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각에 대해 요인부하량행렬 (factor 1여mg ma미x)을 

이용하여 서울시 창업을 몇 가지 의미있는 요인으 

11) 이인찬， 1997, “정보통신중소기업의 창업행태와 창업활성화정책 정보통신정책ISSUE， 제 9권 11호， p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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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변화와 공간구조 

로 압축하고， 요인점수(factor score) 를 이용하여 

이들의 지역간 특화정도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변 

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2digit) 수준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 227H의 업종이고낀 이들 

업종의 창업기업 수를 서울시 25개 구(區)별로 계 

산하여 이용하였다 12) 지역적 특화패턴의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1995년과 1999년 두 시점을 분석하 

여 비교하였다.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wÌIl 9.0에서 실행하였으 

며，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 

기법을 선택하고， 베리막스(varimax)방식으로 이 

를 회전시켜 고유치 (eigenvalue) 1이상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요인에 대한 각 구 

(區)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각 요인에 대한 지역 

간 특화정도를 분석하였다. 

2. 제조업 창업의 공긴규조 

[표 V- l]에서 나타나듯이 1995년 제조업 창업 

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두 5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는데， 이들 5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85.7% 

이다. 

먼저 요인 l은 의복 및 모피， 가죽 · 가방 · 마 

구류 · 신발제조와 같은 의류관련 제조업， 음식료 

품， 가구 제조업과 같은 생활관련형 제조업 그리 

고 비금속광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에서 높 

은 부하량을 나타내 ‘의류， 식품 및 생활소재관련 

제조업’ 이라고 명명하였다 13) 요인 2는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사무 · 계 

산 및 회계용 기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요인 부하량이 높아 ‘전기전자 및 화학제조업’ 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요인 3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제 l차금속， 조립금속，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과 관련되어 있어 ‘기계 · 금속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라고 칭하였다. 요인 4는 출 

판 ·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섬유제조업， 코크스 ·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여 ‘인쇄 

출판 · 섬유 제조업’ 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 

인 5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으로 부를 수 있다. 

서울시 제조업 창업의 지역적 특화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이 다섯 가지 요인의 요인접수(factor 

score) 를 25개 구(區)별로 계산해 나타낸 지도가 

[그림 V- l]이다. 여기에서 보면 요인에 따른 지 

역적 특화(re，밍onal specializa디on) 가 명확하게 드러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상단 첫 번째 그림은 요인 1의 접수를 단 

계별로 나타낸 것으로 송파구(2.4860) 와 강남구 

(2.4051) 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는 

동대문구(1.1937) ， 서초구(1.005이의 접수가 높고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에서 정(+ )의 접수 

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울시 내에서 송 

파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지역은 주로 

의류， 식품 및 생활소재관련 제조업의 창업이 특 

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단 중앙의 요인 2, 

‘전기전자 및 화학제조업’ 의 요인접수지도에서는 

강남구(2.7308) 와 용산구(2.5067) 두 지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상단 세 번째， ‘기계 · 금속 및 

정밀기기 제조업’의 그림에서 보면 구로구 

(2.6018) , 영등포구(2.3759) 의 점수가 가장 높고 서 

초구(1.5566) 와 성동구(1.2280) 역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구로구와 영둥포구， 성동구는 서울시의 가 

장 대표적인 기계 · 금속관련 공업지역으로서 여전 

11) 연구대상기간 동안 창업기업이 없는 담배제조업 (SIC 16)과 창업기업이 전혀 없거나 있는 해에도 5개 미만인 수도사 
업 (SIC 41)과 회원단체 (SIC 91)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2)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요인분석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변수의 수가 각각 22개이고， 사례지역 (case) 의 수는 공 
동적으로 25개이다. 이론적으로 요인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와 케이스의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변수에 비해 
케이스의 수가 충분히 확보될 때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서 
울시 25개 구가 사례지역으로 채택됨으로 인해 케이스의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 보 

다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13) 각 요인을 명명하는데 있어서는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 중 변량이 큰 변수를 먼저 고려하여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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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들 업종의 창업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단 좌측의 그림은 요인 4. ‘인쇄 

출판·섬유제조업’의 점수를 표시한 것으로 중구 

(4.3831) 가 단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이외에는 강 

남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동구가 

약한 정(+ )의 점수를 보였다. 인쇄출판업은 서울 

시 도심의 대표적인 제조업15)으로 중구는 이들 업 

종의 창업에서 높은 특화를 보이는 지역이다. 마 

지막으로 요인 5의 접수분포를 보면， 마포구 

(2.6302) 와 도봉구(2.0023) 가 가장 높은 점 수를 보 

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서울시에서 

제조업 창업은 업종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리된 여 

러 지역에 각각 특화되어 나타나는 다핵구조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핵구조 패턴의 

변화와 재편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1999년 제조업 

업종별 · 구별 창업자료로 요인분석을 행한 결과는 

요인구성과 요인별 특화지역 패턴에 있어서 외형 

상으로는 1995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1999년 제조업 창업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도 역 

시 5개의 요인이 두드러지는데 이들 5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88.6%이다([표 V -2]). 

[그림 V -2]를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 

년 서울시 제조업 창업의 요인별로 특화도가 높은 

지역의 패턴은 외견상 1995년의 그것과 크게 다르 

지는 않았으나 1995년에 비해 요인별로 가장 특화 

가 두드러진 제 1 중심지역들의 요인점수가 여타 

의 지역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의 제조업 창엽은 기존의 

요인별 특화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적 전문화를 촉진하였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상단 첫 번째 그림은 요인 1, ‘전기 · 기계 · 금 

속 · 정밀기기 및 운송장비 제조업’ 의 요인점수를 

地理學論훌훌 第36號 (2000. 8). 63-96. 

단계별로 나타낸 것으로 구로구(3.4105) 가 가장 높 

고， 인접한 금천구( 1.6197)와 영둥포구(1.4798) 의 

점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 상단 중앙의 그림에서 

보면 요인 2. ‘의류， 식품 및 생활소재관련 제조 

업’ 창업은 강남구(2.9846) 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이외에는 주변의 송파구(1.9394) • 광진구(1.1258) . 

동대문구(1.1039) 가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이다. 상 

단 세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쇄출 

판 · 섬유제조업’ 은 1995년과 마찬가지로 중구 

(3.9219) 에서 단연 높은 접수를 나타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다른 요인들에서와는 달리 ‘인 

쇄출판 · 섬유제조업’ 요인에서는 중구의 요인점수 

가 1995년애 비해 약간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서초 

구(1.4852) 와 강남구(1.0053) 의 요인점수가 높아졌 

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인쇄출판 

업 창업이 1999년에 더욱 성장한데서 비롯된 결과 

이다. 인쇄출판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제조업 내 

에서도 기업의 중추관리기능을 지원하는 사업서비 

스업적 성격이 강한 업종으로 그 업종 특성상 사 

무 · 업무 기능이 밀집한 서울시 도심에 강한 집중 

도를 보인다 16) 그런데 강남 · 서초 지역으로 업무 

기능이 집중하고 있는 1990년대 초반 이후의 경향 

과 맞물려 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인쇄출판업 

의 신규 창업이 강남지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이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하단 좌측 

그림은 ‘전자기기 및 화학 제조업’의 요인접수를 

나타낸 것으로 1995년과 마찬가지로 강남구 

(3.0683) 와 용산구(2.8139) 의 접 수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 그림은 요인 3. ‘목재 및 석유정제품 제조 

업’ 의 요인점수 지도로 서초구(3.0666) 가 가장 높 

고 송파구(2.3142) ， 영동포구(1.3466) 의 접수도 높 

게 나타났다. 

1995년과 1999년 두 시점의 제조업 창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서울시의 제조업 창업은 크게 ‘의 

15) 강우원. 1995,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입지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49. 
16) 선창호 外， 1996, 서울형 산업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21. 
17) 정현주， 1997, 서울시 오피스기능의 다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7-48: 김은영， 1996, 
서울시 고용구조 변화와 사무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테헤란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4-16. 

85 



표 V -2. 서울시 제조업 창업의 업종별 요인부하량(1999년) 

제조업 업종 
(KSIC 낌i휠t) 

?:I. 제 1차 금속 
29. 달리분류되지 
않는기계 

28. 조립금속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5. 고무 및 플라스틱 
34. 자동차 및 트레 일러 
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5. 기타 운송장비 
19. 가죽가방，마구류， 신발 
18. 의복 및 모피 
15. 음식료품 
36. 가구 및 기타 
26. 비금속 광물 
21. 펄프， 종이 
17. 섬유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30.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뼈8 
37. 재생재료가공처 리 .140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305 
20. 목재 및 나무 .131 
23. 코크스，석유정 제품 .껑O 
고유치 (Eigenv.려ue) 13.034 2.456 1.636 1.244 
분산값(% of variance) 24.0 17.6 17.6 16.9 

주) 공란은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1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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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도 · 소매업 둥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포 

함되어 ‘건설 • 유통 및 생산자서비스업’으로 명할 

수 있다. 요인 2는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 자 

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 

스업에 높은 부하량을 보여 ‘기계 및 자동차관련 

서비스업’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보험 및 

연금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과 밀 

접히 관련되어 있어 ‘운송 및 보험서비스업’ 이라 

고 칭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보건 및 사회 

복지서비스， 통신업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여 ‘통 

신 및 사회서비스업’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 요인 각각에 대한 지역적 특화 경향을 살 

펴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네 요인의 요인점수를 

구(區)별로 계산해 나타낸 지도가 [그림 V-3J 

이다. 

먼저 상단 좌측 그림은 요인 1의 접수를 단계별 

로 나타낸 지도로 강남구( 4.1656) 의 요인점수가 단 

연 높고 두 번째로는 인접한 서초구(1.3688)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나 이들 두 지역에의 집중이 두드 

러진다. 이외에는 도심의 종로구와 중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가 정(+ )의 요인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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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식품 및 생활소재관련 제조업’， ‘기계 • 금속 

및 정밀기기제조업’， ‘전기전자 및 화학제조업’， 

‘인쇄출판 · 섬유제조업’ 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압 

축할 수 있으며， 이들이 지역적으로 각각 강남 · 

송파구， 구로 • 영등포구， 강남 · 용산구， 중구에 분 

산 · 특화되는 다핵 (multi-center)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 제조업 창업의 공간구조는 

1999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내부적으로 최고위 

특화지역들의 특화정도가 더욱 높아지는 변화를 

겪어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의 서울시 제조업 창 

업에서는 분산적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3. 서비스업 창업의 공긴타조 

1995년 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이 전체 변량의 

44.2%를， 요인 2는 23.5%, 요인 3은 14.3%를 요인 

4는 7.4%를 설명하여 이들 4개 요인이 전체 변량 

에 대해 89.4%의 설명력을 지닌다([표 V -3]). 
먼저 요인 1에는 건설업， 부동산 · 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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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의 지도를 보면 영등포구(3.4723) 의 요인접 

수가 가장 높아 이 지 역 이 기 계 및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창업에 특화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前

述한 제조업 창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영둥 

포구가 기계관련 제조업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였 

던 지역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영둥포구의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창업에의 특화는 연관이 있 

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특정지역에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영동포구 이외에는 서초구( 1.8634) 와 동대문구 

(1.2373) 가 높은 접수를 얻었다. 하단 좌측 그림은 

요인 3, ‘운송 및 보험서비스업’ 의 요인접수를 지 

도화한 것인데 중구(4.3866) 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종로구， 영등포구， 송파 

구의 순으로 정리된다. 중구와 종로구는 서울의 

전통적인 도심으로서 이들 지역이 서비스업 중에 

서도 특히 보험업과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운송업 창업에 특화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요인 4의 점수분포를 보면 용산구(4.5598) 

의 점수가 가장 높고 이어서 영둥포구와 강남구， 

마포구가 정(+ )의 점수를 나타냈다. 

1995년 서울시 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요인분석 

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강남구가 가장 높은 요 

인접수를 얻은 요인 1로 분류되어 이 지역에 서비 

스업 창업 집중이 탁월하다. 그리고 강남구 외에 

중구와 영둥포구가 각각 ‘운송 및 보험서비스업’， 

‘기계 및 자동차관련 서비스업’ 창업에 특화되는 

지역적 분화가 뚜렷하다. 대부분의 서비스업 창업 

의 강남지역 집중을 고려할 때 서울시 서비스업 

창엽은 강남구라는 최대 집중지와 중구와 영둥포 

구라는 준집중지로 각각 분화된 공간구조를 형성 

하고 있다고 하겠다. 

1999년 서울시 서비스업 창업자료로 요인분석을 

행한 결과는 고유치를 기준으로 할 때 3개의 요인 

이 두드러지는데 이 세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90.3% 이다. 

[표 V -4J에 제시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1995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요인 1에 대 

부분의 서비스업종이 포함되는데， 1995년에 비해 

요인 1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는 업종이 더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99년의 서비스업 창업 

이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더욱 강 

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요인에 대한 각 구별 요인점수를 지도화한 

그림은 [그림 V -4J 이다. 

먼저 요인 1은 역시 강남구(3.8157) 와 서초구 

(2.3712)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외에는 

송파구와 관악구， 광진구에서 약한 정(+ )의 점수 

를 나타냈다. 1995년에 정의 점수를 보였던 중구와 

종로구의 요인점수는 아주 낮게 나타나는 반면 송 

파구의 요인점수가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요인 2의 요인점수 지도를 보면 중구( 4.1625) 가 가 

장 높고 종로구(1.216이가 다음을 차지해 1999년에 

도 역시 이들 도심지역이 보험업과 운송업에 특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심지역은 1995 

년과는 달리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보다는 여 

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에의 특화도가 더 높 

아지는 변화를 겪었다. 중구와 종로구로 대표되는 

서울의 도심은 전통적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의 중 

심지이다(임경숙， 1995). 그러나 1995년과 1999년 

서비스업 창업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살펴보 

면 서울시 내에서 금융보험업 창업의 중심은 도심 

에서 점차 강남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1995년만 

하더라도 금융업 (SIC 65) 을 제외한 보험업 (SIC 

66)과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SIC 67) 에서 높 

은 특화도를 보이던 도심지역이 1999년에는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창업의 중심기능을 강남지역 

에 내주고， 금융관련 업종 중에서는 단지 보험업 

에서만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창업이 급성장하였던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기업들 역시 창업이 가장 활발 

한 지역인 강남지역에 집중해서 창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역시 영둥포구 

(4.1706) 에서 요인점수가 가장 높아 이 지역에 기 

계 및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의 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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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서울시 서비스업 창업의 업종별 요인부하i랭1995년) 표 V -4. 서울시 서비스업 창업의 업종별 요인부하량(1999년) 

서비스업 업종 
요인l 요인2 요인3 요인4 

제조업 업종 
요인1 요인2 요인3 

(KSIC 2digit) (KSIC 2digit) 
55. 숙박 및 음식점 .892 252 2η 85. 보건 및 사회복지 .941 
65. 금융업 .888 210 .323 70. 부동산업 919 .323 .189 
80. 교육서비스 .881 244 73. 연구 및 개발업 .918 .174 
70. 부동산업 .861 .393 .239 45. 건설업 .앉B .126 .앓2 

74. 기타사업관련서비스 837 .fIJl .151 72. 정보처리 및 
51. 도매 및 상품중개 .잃3 .482 강2 기타컴퓨터운용관련 .!XX) 쩌5 .317 

45. 건설업 .799 .547 93. 기타서비스업 .없9 .401 .193 
93. 기타서비스업 .779 471 .245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 .867 와6 .341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π1 .489 64. 통신업 .863 .333 .311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743 531 .291 .183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앉59 잃5 .363 
63. 여행알선 및 .딴7 .106 606 51. 도매 및 상품중개 .856 .400 305 
운수관련 서비스 80. 교육서비스 .없5 282 .370 

72. 정보처리 및 683 없4 .144 .248 55. 숙박 및 음식점 .817 .생3 .218 
기타컴퓨터운용관련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 .796 299 .때4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 .683 .591 .잃3 .188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 .745 .164 .451 
73. 연구 및 개발업 .656 .580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πÐ .552 .366 
71. 기계장비 및 .241 825 65. 금융업 .õlJ .419 .595 
소비용품 임대 66. 보험 및 연금업 .144 .9잃 .158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394 .766 -.124 60. 운송업 .216 .911 
차량연료소매 63. 여 행 알선 및 운수관련서 비 스 .440 .838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 .450 .760 .192 .176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904 
66. 보험 및 연금업 -.136 .169 .859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 .340 .m 
60. 운송업 394 841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530 .102 없9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518 .812 차량연료소매 

85. 보건 및 사회복지 -.119 .앉50 고유치 (E핑env머ue) 16.331 2.091 1.496 
64. 통신업 .284 571 .163 .718 설명되는 분산값 54.9 19.0 16.4 
고유치 (Eigenv려ue) 14.804 2238 1.541 1.111 (% of varianæ) 
설명되는 분산값 44.2 23.5 14.3 7.4 
(% of var떠næ) 주) 공란은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1이하인 경우 

1995년과 1999년 서비스업 창업자료에 대한 요 핵 (mono-ænter)구조에서 영둥포(특히 여의도)와 강 

인분석 결과 서울시의 서비스업 창엽은 대부분의 남으로 분산된 다핵구조(m빼 뼈떼)로 변모되었다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특히 고차 생산자서비스업 는 사실이 여러 연구(조순철， 1994, 임경숙， 1995, 박 

에 특화된 강남구와 ‘운송 및 보험서비스업’ 창업 삼옥 · 남기범， 1없)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에 특화된 중구， ‘기계 및 자동차관련 서비스업’ 그런데 본 연구의 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요인분 

창업에 특화된 영등포구로 각각 분화된 공간구조 석 결과는， 중구라는 단핵 외에 강남과 영둥포가 

로 나타난다. 그리고 1995년에 비해 1999년에는 강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남지역에 특화를 보이는 업종이 더욱 늘어 강남지 에 비해 강남이라는 새로운 중심지의 중심성이 더 

역의 서비스업 창업 중심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욱 강하고 과거 단핵구조 하의 최대 중심지였던 

을 알 수 있다. 중구의 중심성은 계속해서 유출되는 구조를 보여 

1980년대 이후 서울시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 준다. 이러한 결과는 강남지역의 창업집중도가 더 

심화하고 그 중에서도 금융 · 보험， 부동산 • 사업서 욱 심화됨으로써 서울시의 핵심지역이 중구 중심 

비스업과 같은 고차 생산자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 에서 강남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는 경향을 보 

되는 과정에서 서울의 공간구조가 도심 중심의 단 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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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 3?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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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유통 및 생산자서비스업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운송및 보험서비스 통신및 사회서비스업 

그림 V -3 서울시 서비스업 창업의 요인점수 지도(1995년) 

건설 · 유통 및 생산자서비스업 

요인 2억 정수 

란 301 상 1.3 
0.' 
.1.0 
.101 하 

‘ " KUomøter‘ 
I!!!!!!!!틀iiiiiiil 

보험 및운수서비스업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그림 V -4 서울시 서비스업 창업의 요인점수 지도(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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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地理學論훌훌 第36號 (2000‘ 8). 63-96. 

제조업 창업의 요인구성이나 요인별 특화지역의 

패턴은 외형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 

로 요인별 최고 특화지역의 특화도가 더 높아졌다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공간분포에 대한 요인분 는 사실과， 서비스업 창업의 최대 집중지역인 강 

석결과 서울시의 제조업 창업은 크게 ‘의류， 식품 남지역에 창업이 더욱 집중했다는 사실에서 이 같 

및 생활소재관련 제조업’， ‘기계 • 금속 및 정밀기 이 판단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 

기제조업’， ‘전기전자 및 화학제조업’， ‘인쇄출 서울시의 전체적인 창업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지만 

판 · 섬유제조업’ 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이러한 창업의 영향이 기존에 창업이 활발한 일부 

있으며 이들이 지역적으로 각각 강남 · 송파구， 구 지역에 더욱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반 

로 · 영둥포구， 강남· 용산구， 중구에 분산· 특화된 적인 창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창업 활성화가 일 

다핵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부 지역에 한정될 경우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보 

이러한 공간구조는 1999년에도 계속 유지되는 한 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함축하는 의 

편， 내부적으로 최고위 특화지역들의 특화정도가 미가 매우 크다. 

더욱 높아지는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 IMF 한편， 제조업， 서비스업 창업 모두에서 이러한 

구제금융지원 이후의 서울시 제조업 창업에서는 공간적 집중의 중심은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전문화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요인분석을 통한 창업의 공간구조 분석에서도 강 

서울시의 서비스업 창업은 강남구에 집중도가 남지역이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인큐베이터 

높아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 지역에 특화되어 나타 

나고 이외에 ‘보험 및 운수서비스업’ 창업에 특화 

된 중구와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창업 

에서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영둥포구라는 창업 집 

중지를 가진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서비스업 창업에 있어 강남지역의 높은 중심성 

은 단순히 대부분의 서비스업 창업이 이 지역에서 

특화된 것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서울시의 성장을 

주도해 왔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 동안 높은 

창업률을 기록했던 정보처리업과 같은 고차 생산 

자서비스업의 창업이 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서울시 서비스업 창업의 공간구조는 강남지역 

이라는 최대 집중지와 중구， 영둥포구라는 2개의 

준집중지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강남지역의 서 

비스업 창업 중심성은 1999년에 보다 강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에 창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1999년의 서울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의 공간구조는 공통적으로 1995년에 비해 기 

존 창업중심지역에 더욱 집중된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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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강남지역의 서울시 창업 인큐베이터로의 성장은 

서울시 전체 산업구조 변화과정을 웅축하고 있다. 

서울시의 산업구조가 고차 생산자서비스업 중심으 

로 서비스업화하고， 제조업에 있어서도 기술 및 

지식집약적 제조업， 디자인 집약적인 의류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양상은 강남지역 창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강남지역은 서울시의 산업구 

조 변화과정에 가장 잘 적웅하면서 또 다시 서울 

시산업구조 변화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혁신지역인 

것이다. 강남지역이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에 가 

장 잘 적웅하고 또 다시 서울시 산업구조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지식집약적 제 

조업， 고차 생산자서비스업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들을 보육 

(incubate)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 및 지식집약적 제조업과 고차생산자서비스 

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는 ‘지식 (knowledge) ， 과 

‘정보(inforrnation) ’ 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박삼 

옥， 1989; 박삼옥 · 남기범， 1998). 즉， 생산기능보다 

는 연구개발이나 관리기능 등 사무활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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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이 우선시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지 

식집약적 제조업， 고차 생산자서비스업은 대규모 

생산설비보다 첨단수요에 대용한 연구개발(R&D) ， 

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고 수반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강남지역은 오피스 빌딩이 집중한 지역으로 생 

산기능이 아닌 내부화된 서비스， 연구개발(R&D) 

표 V -5. 서울시 구별제조업 기업의 종사자 구분별 비중(1 997년) 

종업원수 생산직(%) 
사무직· 자영업주· 

기타(%) 무급가족(%) 

종로구 10,137 33.1 62.4 4.5 
중구 29,364 61.1 28.6 10.3 
용산구 7,468 49.0 46.1 4.9 
성동구 27,134 68.6 26 .1 5.3 
광진구 9,990 61.8 31.9 6.3 
동대문구 14.887 67.0 22.2 10.8 
중랑구 10.305 78.6 9.5 11.9 
성북구 9,595 71.7 14.4 13.9 
강북구 4,612 74.4 13.8 11.8 
도봉구 6,619 78.8 14.7 6.5 
노원구 3,025 72.5 18.5 9.0 
은평구 3,487 72.2 21.1 6.7 
서대문구 4,528 52.1 41.3 6.6 
마포구 12,487 45.3 49.7 5.1 
양천구 6,034 73.9 19.9 6.2 
강서구 10,725 65.4 30.3 4.3 
구로구 17,722 66.6 29.3 4.2 
금천구 44,004 64.4 33.4 2.2 
영동포구 19,573 62.7 32.2 5.2 
동작구 5.004 63.4 29.9 6.7 

관악구 9.290 77.5 13.6 8.9 
서초구 7,713 39.9 58.3 1.9 
강남구 12,167 23.5 75.5 1.0 
송파구 6,268 58.4 36.1 5.5 
강동구 6.025 70.2 21.6 8.2 

전 체 298,163 I 61.8 32.1 6.1 

자료:통계청 

기능 및 중추관리기능과 같은 사무활동기능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뻐)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구 

소재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연구 

직 포함) 종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표 V -5] ), 

강남지역에는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분포 

해떼 이 지역에 기업의 명령 · 통제 기능이 집중 

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소와 

표V -6. 서울시 구벌 기업연구소 분포 및 연구인력 비중 ( 19민 .11 ) 
(단위 %) 

연구소 연구인력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석·박사 학사·기타 

종로구 2.3 2.6 2.3 1.4 1.5 1.3 
중구 2.4 7.8 1.2 6.0 5.3 6.4 
동대문구 0.9 0.5 1.0 0.4 0.3 0.4 
성동구 2.3 3.1 2.1 2.1 2.5 1.9 
광진구 1.1 0.0 1.3 0.5 02 0.6 
중랑구 0.8 0.5 0.8 0.6 0.7 0.5 
노원구 0.2 0.0 0.2 0.1 0.1 0.1 
도봉구 0.4 0.0 0.5 0.1 0.0 0.1 
강북구 02 0.0 0.2 0.1 0.0 0.1 
성북구 0.5 1.0 0.4 0.4 0.6 0.3 
마포구 4.1 3.6 4.2 2.9 2.5 3.1 
용산구 2.9 3.6 2.7 1.9 1.6 2.2 
서대문구 0.8 1.0 0.7 0.7 0.9 0.5 
은평구 0.4 0.0 0.5 02 0.0 0.3 
강서구 2.2 2.6 2.1 1.3 1.3 1.4 
양천구 1.1 0.5 1.2 0.4 02 0.5 
구로구 3.6 7.3 27 4.1 42 4.1 
금천구 5.3 8.8 4.5 6.3 5.4 6.8 
영퉁포구 10.0 11.4 9.6 8.6 72 9.4 
관악구 1.6 1.6 1.7 1.2 12 1.2 
동작구 2.4 1.6 2.6 2.2 1.5 2.6 
강남구 29.7 22.3 31.4 28.6 26.6 29.8 
서초구 192 13.0 æ.7 21.9 29.5 17.3 

송파구 4.9 6.7 4.5 8.0 6.4 9.0 
강동구 0.8 0.5 0.8 0.3 02 0.3 

전체(명) (103찌 (193) 니뻔) / (20115)/ (7613) (1껑02) 

자료:한국산업기술진홍협회 

18) 김은영， 1996, 서울시 고용구조 변화와 업무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테헤란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2. 
19) 정현주(1997， pp.25-26) 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5뼈대기업 중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1906개 기업 본사의 구별 분포 

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 23.5%로 가장 많고 중구(14.6) ， 서초구(11.3%) ， 영둥포구(10.2%) 순으로 비 

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구와 종로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조적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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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연구인력들도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어( [표 켜 준다. 

v - 6]) , 연구개발(R&D) 에 관련한 지식의 집중 셋째， 서울시의 제조업 가운데는 지식기반 제조 

또한 크다. 업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하였고， 특히 사무 · 계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강남지역은 지식집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SIC 30) 과 영상 · 음향 및 통 

약적 제조업， 고차생산자서비스업 활동에 필요한 신장비제조업 (SIC 32)을 포함하는 전기 · 전자기기 

정보와 지식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기업 제조업 창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결과 

에게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 

한 정보와 지식을 체화(體化)한 지식노동력도 풍 

부해 이들이 창업원(souræ of spin -off)으로서 창업 

환경이 유리한 이 지역에서 스핀오프(spin-off)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혁신성이 큰 지역이다. 

VI. 요약및결론 

는 사무 · 통신기기 제조업과 같은 조립형 제조업 

이 서울시 외부의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이 이들 업종의 창업 

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창업은 공간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영둥 

포구， 중구， 송파구， 마포구에서 가장 활발하고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35% 

정도가 입지해 이들 지역에 창업기업의 집중이 뚜 

렷하다. 이러한 강남 · 서초 지역으로의 창업 집중 

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는 경향으로 인접한 

본 연구의 결과 서울시 창업은 양적으로 1995년 송파구의 성장까지 고려하면 서울시 남동부가 창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8년 한 해 감소한 후， 업의 중심지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높은 창업률의 증가를 보이며 성장하였 마지막으로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공간분포에 

다. 결과적으로 IMF구제금융 지원으로 대표되는 대한 요인분석 (factor an려y잉s)을 통해 얻은 결과 

이 시기의 격심한 경기침체는 창업의 성장에 부 는 다음과 같다. 

(否)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의 제조업 창업은 크게 ‘의류 및 

서울시 창업의 업종별 패턴과 그 변화를 살펴본 생활관련형 제조업’， ‘기계 • 금속 및 정밀기기제 

결과는 크게 아래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조업’， ‘전기전자 및 화학제조업’， ‘인쇄출판 · 섬 

첫째， 서울시 창업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유제조업’ 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으 

서 증가가 더욱 두드러져 서울시 창업이 보다 서 며， 이들이 지역적으로 각각 강남 · 송파구， 구로 · 

비스업에 편중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서울시 산 영둥포구， 강남 · 용산구， 중구에 분산 · 특화된 다 

업구조의 변화와 관련지어 볼 때 이러한 창업의 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1999 

서비스업 편중이 서울시 산업의 서비스업 중심화 년에도 계속 유지되는 한편， 내부적으로 최고 특 

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화지역의 특화정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둘째， 서울시에서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특히 정 서울시 제조업 창업에서 지역적 전문화가 강화되 

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업 (SIC 72)을 위주로 한 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정보통신부문 서비스업 창업이 급성장하였다. 기 둘째， 서울시의 서비스업 창업은 강남 · 서초라 

술적 기회( technologi，때 opportunities) 가 무한한 초 는 최대 집중지와 ‘보험 및 운수서비스업’ 창업에 

기성장단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업 창업이 가장 특화된 중구，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창 

활발하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 업에 특화된 영동포구라는 2개의 준집중지를 가진 

하여 이들 산업을 주변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한국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의 인큐베이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 셋째，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에 창업이 급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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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서울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의 공간 

구조는 1995년에 비해 기존 창업 중심지역에 보다 

집중된 형태로 나타났다. 즉， 급격한 구조조정 이 

후 서울시의 전체적인 창업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 

러한 창업의 영향이 일부 지역， 특히 기존에 창업 

이 가장 특화된 몇몇 지역에 더욱 집중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에서 이러한 공간적 

집중의 중심은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이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인큐베이터 (incubator) 

임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창업은 기술 · 지식 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강남지역에 

편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 창업의 

부문적 · 지역적 집중은 서울시 전체 산업구조 변 

화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더욱 그 의미가 뚜렷해진 

다. 즉， 고차 생산자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화 

하고 제조업에 있어서도 정보 · 기술 · 지식집약화 

하는 서울시 전체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창업 

역시 보다 지식 집약적이고 혁신 지향적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 

집약적， 혁신 지향적 산업의 창업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결정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은 

지역에 창업이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창업 

의 지역적 집중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주요 기업의 명령 • 통제 기능이 모여 있고，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인력이 집중하고 

있는 강남지역은 서울시 내에서도 이들 산업의 창 

업에 최적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서울시 창 

업이 강남지역에 편중하는 공간적 집중 현상은 서 

울시 전체 산업구조 변화와 이 지역의 입지적 여 

건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서울시 창업이 경쟁 

력을 보유한 몇몇 기존 창업 중심지역으로 집중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서울 

시 내부에서 창업의 지역적 차이가 보다 심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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