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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오늘날 혁신이 경제활동에서 중요요소가 되면서， 혁신올 일으킬 수 있는 지역환경， 그리고 지역에서의 학 

습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형산업은 인력의 기술력이 특히 중시되는 산업분야로， 업체로서는 

기술인력올 양성하고 채용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인력의 기술학습은 부천에 금형산업이 집적하고 공간적 연 

계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천 금형산업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선 

인력 중심의 연계망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주요어 : 금형산업， 집적지역， 공간적 연계， 노동시장， 학습과정， 지역혁신 

Abstract : As innovation becomes the key element in the economic ac벼ty， discus외ons on the r'맹onal milieu 없d 

the re휠onal learning are incr，얹sed. Training and re:꾀마19 labors are very important for the 뻐외nesses， as labor' s 빼1 

is the important 훨ct in sp:잉al t∞뼈g indu않ry. 냐arning acti껴ty by labor is the key motive on forming spa벼l 

뼈없ges and labor market in Bucheon -si'’ s sp:성al t∞뻐g clus따"5. Relevant policy for utilizing labor 뻐뼈ges is 

required to develop the 야없alt∞뼈g indusσy in Bu며eon-혀. 

Key words : s뼈cial tooling ind빠ry， agglomerated region, spatial linkage, labor market, learning process, regional 

innovation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인터넷 둥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첨 

단기술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식경 

제’， ‘혁신’ 동의 용어가 경제분야에서 핵심적인 

지에 관한 연구의 흐름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 

른바 지역혁신체계 및 학습지역과 같은 지역의 

혁신에 관한 논의가 그 예이다. 

학습지역 이론이 둥장하면서 기존의 집적이론 

이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했던 좋은 집적 (gl때 

industria1 agglomeration) 의 모텔을 제시할 수 있 

게 되었고， 경제지리학이 그 동안의 집적이론을 

다룰 때보다 지역정책에서 기여하는 바가 커지 

게 되었다(Hass바C， 1999). 혁신은 모든 산업의 
요소가 되고 있다.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경쟁력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확산되기 시작하고 몇몇 신흥산업지구가 첨단산 지역의 학습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업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기존의 산업집적 학습이론은 기존의 산업집적보다는 첨단기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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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접적한 신흥산업지구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 셋째，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집적지역의 지속적 

어진 측면이 었다. 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그러나 학습이론은 첨단기술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비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도 

학습과 혁신 이론은 적용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에서 학습지역이론을 

지역경제정책으로 적용하는 시도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Morg，때， 1997). 그러한 시도로， 유 

럽연합에서는 RTP(Regiona1 Technology P빼) 계 

획을 입안하여 사양산업화된 산업구조로 인해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지역을 골라서 

학습지역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2. 연구사례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금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형산업 집적지역 

을 부천시 내의 특정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 

천시 전체를 접적지역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금형산업의 분류를 살펴보면， 한국의 표준산업 

분류(KSIC)에서는 분류번호 29394번의 「주형 및 

이런 맥락에서 비첨단기술 제조업분야에 속하는 금형제조업」을 광의의 금형공업으로 보고 있다. 

금형산업을 학습지역과 관련시켜서 논의해보고자 엄밀한 의미에서 주형제조업은 금형제조업과는 다 

한다. 금형산업은 노동력의 기술력이 중시되는 산 른 사업으로 보아야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업분야로， 노동력의 기술학습은 업체와 노동자 모 한계상 본 연구에 쓰인 모든 광공업통계자료에서 

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자플의 학습과정은 는 29394번으로 분류되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업체들의 집적형성은 많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했다. 그러나， 주형과 금형을 모두 다루고 있는 업 

부천시는 인구 80만 정도의 도시로 전산업체는 전 체들도 상당수이며， 주형제조업이 금형제조업에 

국대비 2.3% , 제조업체는 전국대비 약 2.9%를 차 비해 전국의 사업체수， 생산액에서 1/5-1/6 이하 

지하고 있지만， 금형업체 수는 전국대비 10% 이 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금형 

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금형산업집적지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큰 무리는 없을 

를 살펴보는데 있어 부천은 적절한 대상지역이다.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천시에 집적한 금형산업을 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금형산업과 부천시 

상으로 부천시의 금형산업의 지역집적과 공간적 와 관련된 여러 관련 문헌과 자료들을 참고하여 

연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과 금형산업과 부천시의 산업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에서 노동시장형성과 인력 기술학습과정이 어떠 이해를 도왔다. 이후 부천시 산업현황과 부천시에 

한 메커니즘으로 상호작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서의 금형산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부천 

한다. 논의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시 금형업체와 부천시와 금형관련 기관들을 상대 

첫째， 부천시 금형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을 로 심충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 

분석하고， 집적요인과 집적 저해 요인을 살펴본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6월 30일 

후， 이 지역 금형업체들의 공간적 연계에 대해 살 집계된 〈부천시 기업체총람〉에서 ‘금형’을 생산하 

펴본다. 는 제조업체 및 금형과 관련된 제조업체 6717ß 를 

둘째， 부천 지역에서 역동적인 기술학습과정을 

통한 금형기술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형성과정에 대 

하여 살펴보고， 이것이 이 지역의 금형산업 집적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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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거된 유효 설문지는 모두 

55부로， 8.2%의 수거율을 보였으며， 이 결과를 토 

대로 분석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집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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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흥산업집적지의 등장은 산업의 지리적 집적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 

로 작용하였다. 

집적현상이 경제지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 

경영 전반의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집적하는 현상은 Porter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r국가의 경쟁우위 

Mars벼H의 산업지구에 대한 이론에서부터 논의가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199이」라는 

있어왔다. Mars벼U은 대량생산의 이익 또는 효율성 책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에서 공간적 근접성과 제 

은 “특정장소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많은 소규모 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경제 

기업들이 집중에 의한， 또는 흔히 말하는 산업의 정책 전반에 걸쳐 산업집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 

국지화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박삼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Porter의 모델 이후， 지역 

옥， 1999). 이후， Weber, Hot잉ling， H∞ver， 않띠 등 내 산업집적에 관한 논의는 경제지리학의 영역을 

고전 입지이론가들이 집적현상에 대한 이론을 발 넘어서서 폭넓은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게 되었 

전시켰으나， 이들의 설명은 외부경제의 개념에 기 다. 특히， 경제학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반한 비용측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집적의 생 산업집적지에서의 헥신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논 

성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집적이 지속 의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 

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Lagendijk (1997)는 혁신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문미성， 2α)(); 양승철， 1999). 

집적지역 형성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외부경제 

의 측면에서 전개되면서 경제현상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동안， 획일화된 포드주의식 

대량생산과 신고전주의경제학 접근법이 주류를 이 

루게 되면서 산업의 집적현상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집적현상에 관한 이론들도 주요 논 

새로운 논의들을 신산업공간이론(new industrial 

spaces theory) , 지 구이 론(district theory) , 혁 신환경 

(milieux innova teur) 이 론 , 클 러 스 터 이 론 

(c1ustering) , 지 역 혁 신 체 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의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설명하 

면서， 이러한 이론들이 경제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 또는 조직적 관계 

의의 대상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황주성， 

학계에서 산업의 집적현상에 관하여 관심을 갖 2α)(); 김광선， 2C뼈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산 

게 된 것은， 포드주의 생산체제가 위기를 맞게 된 업집적에 관한 논의는 경제학에서 혁신에 대한 중 

1970년대 이후이다.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 요성이 부각되면서 혁신이론과 접목되게 되고， 이 

를 추구해온 서구 산업국가에서 획일화된 대량생 는 학습지역 이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산체계는 1970년대 이후， 빠른 시장의 변화에 대웅 

해 나가지 못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임금상승이 나타나면서 이윤율의 저 

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간에서 

의 변화를 유발하여 기존 산업중심지가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집적지역이 등장하는 현상이 일어났 

2. 학습지역 

(1) 학습지역 이론의 전개 

기술혁신이 경제이론에서 중요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숨페터의 자본주의에서 경제는 급진적인 

1) PO따r의 논의 이후， 집적현상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진행되나， 경제지리학 논의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 
어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다 문미성 (2000) 은 Krugman을 예로 들면서， 그의 논의의 경우 신고전적 입지이론과 유사한 
측면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계량모형으로부터 벗어나 산업지구론， 선산업공간론， 유연전문화론 둥 여러 대안 이론으 
로 전개되어 가는 경제지리학의 논의흐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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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나 대발견에 의해 발전되어 간다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 개념에서 비롯되었다(Malecki ， 

1998). 따라서 숨페터리안 경제학에서는 고전주의 

경제이론의 기본원리인 ‘균형원리’는 변화의 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오히려 

변화와 역동성이 경제의 기본원리라고 주장한다. 

숨페터리안 경제학의 창조적 파괴 개념은 진화경 

제학의 토대가 되었다. 진화경제학은 기업을 역동적 

혁신을 일으키는 혁신기관으로 보고， 학습， 지식창 

조， 혁신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 이후， 진화주의 경 

제학자들은 경제활동이 끊임없는 불균형과 변화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호교류와 네트워킹은 

혁신의 핵심이다. 네트워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로간의 

신뢰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이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근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오랜 연계가 축적되었을 때 신뢰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은 관련된 산업이 오랫동 

안 한 지역에 집적되어 업체간， 인력간의 상호 신 

뢰 속에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 이 많다2) 

공간경제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기본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환 은 혁신이 근본적으로 상호작용적 학습에 의하여 

경에서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이라 비롯되는 만큼， 지리적 근접성과 그로 인한 공동 

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화주의 경제학자들의 개념은 체 형성과 신뢰형성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포드주의 생산시스템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설득력 

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경제학에서 ‘혁신’ 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매 

김하게 되면서， 혁신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어 

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관심사로 둥장하게 

되었다. 혁신의 발생에 대하여 처음 설명하기 시 

때문이다. Lawson & Lαenz(1999)는 C때agni의 

집단학습 개념을 들어 한 지역의 혁신창출은 공동 

의 언어， 공유지식， 공식/비공식 제도의 폰재，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호혜분위기 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기폰의 집적과 관련한 이론들에서는 집적한 기 

업들이 갖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는 

작한 모텔은， 혁신이 연구소나 기업의 기술개발부 분석틀을 제공하지 못했다(La wson & Lorenz, 

에서 발생하여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선형모 1999). 그러나 다른 집적 이론에서와 달리 학습지 

텔이다. 그러나 이는 행위자간， 기업간， 기관간의 역 이론은 잘된 집적과 잘못된 집적을 구분할 수 

상호작용적인 혁신창출과정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있는 힘이 었다. Hass빼(1999)는 학습이론은 암묵 

는 비판을 받았다(M려ecki. 1998). 지와 형식지를 혼합할 수 있는 학습연계의 유무를 

선형모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호작용에 의한 통해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잘된 집적’ 과 ‘잘못 

혁신 개념이 둥장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숨페터 된 집적’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경제지 

주의 경제학에 입각한 진화경제학적 개념에 의하 리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 

여 강화되었는데， 기술지식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 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경제지리학은 학습지역론 

용에 의한 ‘학습’ 효과에 의해서 비롯되며， 이 학 을 통해 접적지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 

습 효과에 의하여 혁신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고， 그로 인하여 정책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C∞ke & Mαgan， 1998). 따라서 혁신은 개인적 여할 수 있게 되었다. 

측면의 것이라기보다는 조직적 및 사회 • 작용적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과정이다 (2) 저기술산업 집적지역에서의 학습지역론 

(Morg.없1， 1997). 혁신과 지역경제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첨 

2) M쐐{ell & M따nberg(1999)는 이를 행위자들간 상호학습(interactive 없ming)이라고 칭하면서， 학습의 상호작용적인 특 
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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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업 집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성공 지역과 비성공 지역에 대한 구분이 

결 과 론 적 이 며 모 호 하 다 (Hassink, 1999). 

Maskell (1996)은 혁신에 관한 논의에서 최근 첨단 

기술 산업이 경제분야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일본과 미국에서 첨단기술 산업부문 수출품의 비 

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 

에서 가장 첨단기술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영국 

은 경제력이 약화되고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저기술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진 이탈 

리아를 비롯한 작은 나라들(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 

스)은 오히려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는 국가 

의 전문산업은 자국의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나라에서는 전문화하는데 어려움이 

地理學論難 第37號 (200 1. 2) , 87-11 1. 

몇 기업을 묶은 그룹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 

고， 지원 기준과 평가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시장 

지향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공을 거두 

었다. MTI는 기계업종의 인력훈련을 담당하였는 

데， 특히， 이 기관은 각종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여 사기업과 정부가 연계할 수 있는 바탕을 제 

공하였다. 그리고 인력훈련을 통하여 관련 업체들 

사이의 사적인 협력연계를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쿄 오타구의 경우도 좋은 참고가 된다. 박진 

도와 박경 (1999) 에 따르면 도쿄의 오타구는 우리 

나라의 영둥포， 구로 둥지와 비슷한 중소제조업체 

중심의 산업지구인데， 지가 상승둥의 이유로 대규 

모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외부로 이전하면서 어려 

움을 겪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시작(試作)부문과 

있으며， 위험 요소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 개발부문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새로운 시제품에 

에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 대해 납품을 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중소기업들은 

고 한다. 자체적으로 혁신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기에서 

따라서， 지역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저기술산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종속적 하청계열사로 

의 집적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Maskell(1996) 서의 위치에서 벗어난 기술력을 갖춘 독립적인 

은 덴마크에서 가구업체들과 이와 관련된 기업들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은 지역 내 대기업들 이외에 

이 집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증진되었음을 도 지역 외부의 업체와의 거래를 이어주는 중계 

제시한다. 관련산업의 집적은 첫째， 기업은 노하우 기능을 하면서 지역 내 중소업체들 사이의 중충 

와 지식을 얻기 위한 사적/공적 연계를 발달시키 적인 협력연계를 발달시켜 가는 역할을 하였다. 

는 것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중요하고， 둘째， 기업 결국， 오타구의 산업집적지가 비첨단산업의 경쟁 

이 집적된 곳은 그에 필요한 서비스업이 입지해 력을 갖게 된 것은 중소기업간의 밀착된 연계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상호 신뢰 형성， 그리고 이로 인한 혁신환경 때문 

때문이라고 한다. 이다. 

Ba원ue 지역도 저기술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이상과 같이 한 지역 내 저기술산업의 집적은 

갖춘 지역이다. Cooke & Morg.때(1998) 에 따르면 지역의 경쟁우위에 도웅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지역은 원래 19세기 이후， 철강， 금속， 비철금속 혁신창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얻어지 

공업 둥의 중공업 중심지였다. 이 지역의 번영은 는 것은 아니다. Basque지역은 지방정부의 지역 

1970년대까지 계속 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쇠퇴하 내 업체들 사이의 협력유발 정책과 기술교육이 성 

기 시작했다. 이후，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되 과를 거두었고， 도쿄 오타구에서는 중계자 역할을 

었고， 그 중 경제정책기구인 SPRI와 Machine-tool 하는 독립적인 중견업체들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하 

Institute (MTI)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SPRI는 였다. 즉， 지역의 협력연계가 관건이 되며， 이는 중 

1980년대에 창설되어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 계기관 내지 중계업체들의 활약에 따라 촉진될 수 

하다가， 1990년대에 지원정책을 단일 기업에서 몇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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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형산업의 공간적 연계와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nr. 부천시 금형산업의 현황 

1. 금형산업의특성 

금형은 “재료의 소성， 전연성， 유동성 동의 성질 

을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성형，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로 ‘틀’ 또는 ‘형(型)’의 통칭”이다(한국금형 

공업협동조합， 1998). 따라서 금형은 다양한 제품 

분야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금형은 다른 제조업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이지만， 금형 그 자체를 제작하는 과정은 단 

품생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금형이 반 

복적으로 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제조 

업 부문처럼 계획 생산되는 일이 드물고， 대부분 

금형을 주문하는 발주업체3)의 요구에 따라서 제작 

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수주가 일정하게 계속 유 

서 업체규모는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금형산업은 다품종 단일품 생산형태 

로， 제조공정의 자동화，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숙련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따라서 숙련노동력 확보와 공정관리， 원가관리 

동의 생산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 된다. 금 

형업체에게는 숙련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 

해 나가느냐가 최대관건이 된다. 

2. 부천시 금형산업의 현황 

근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경인지역과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천의 산업 

발달의 역사는 일제시대에서부터 경인공업지역의 

중심지로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부천의 공 

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제 3.4차 

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경제개발계획 이후이다. 부천은 중화학공업 중심 

문에 대체로 여러 회사와 거래를 맺고 있으며， 단 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바뀌었고， 화학， 기계， 전 

일 회사에서 모든 공정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기 등이 부천의 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갔다(부천시 

많아서 관련업체와의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 사편찬위원회， 1988). 그러나， 부천시의 발전은 자 

는 것이 특정이다. 또한， 수주내용에 따라 그때그 체로서의 산업능력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경인축 

때 맞춰서 제작하는 주문생산방식이기 때문에 금 상의 중간지점이라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한 측면 

형의 유통경로는 단순하지만 수요가 불안정하다. 이 강하였다(채홍석， 1977). 

따라서 불안정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천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표 1. 부천시 제조업 증감 추이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종업원수 출하액(백만원) 부가가치액(백만원) 

1않2 1.103 52,798 861.003 355,177 

1985 1.727 78.760 1.574.814 646,274 

1앓8 2.725 97,933 2,993,824 1,255,018 

1991 3,533 91,552 4.365.941 2,007,453 

1994 4.244 83,812 5,398,753 2,684,437 

1997 3.694 64껑8 6.236.371 3,241,415 

자료: 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3) 금형업체에서는 이들이 외주를 주게 되기 때문에 고객업체를 주로 “발주업체”라고 부른다. 반대로 외주를 받는 업체는 
“수주업체”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서는 금형업체가 “수주업체”가 된다. 

4) 금형 한 세트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서도 인건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재료비의 비중은 5-30%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금형의 부가가치율은 70-80%에 달하고 있다(공업진흥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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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천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현 

재 300인 이상의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0.16%에 

지나지 않지만， 5인 이하의 영세업체는 4171개로 

63.14%나 된다. 그리고 부천의 종업원수별 제조업 

체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중소기업 위주의 산 

업구조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표1) 

부천시의 전산업에 대한 입지계수는 부천시에서 

제조업 부문이 1998년 현재 1.62로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 특화현상이 나타난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 

은 산업구조조정기인 1997년의 1.59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제조업이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그 밖의 다른 산업분야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제조업 집중현상은 하위업종별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금형산업의 후방연계산업에 해 

당되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j ， r기타기 

계 및 장비 제조업 j ， 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j ， r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j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분야와 전 

방연계산업에 해당되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j ， 

전후방연계산업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에서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금형산업의 전후 

방 연계 산업분야 제조업의 특화 현상은 부천시가 

금형산업의 입지에 좋은 조건이 된다. 

부천시의 금형업체는 〈부천시 기업체 총람〉자료 

에 의하면 2000년 6월 30일 현재 671개 5)로 추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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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수치는 금형 또는 금형과 관련한 제품 

생산을 회사의 주업으로 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금형의 업종특성상 다른 금형업 

체들의 공정 일부를 임가공하는 둥 변형된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임가공 업체들과 금형부품업체 동을 모두 

포함하면 약 800개 이상의 업체가 금형을 직 · 간 

접적으로 다루는 업체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천시의 금형업체의 현황을 전국대비로 보면 

〈표2)와 같다. 입지계수에서 6.6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면에서 전국대비 약 10%에 달하거나 약 

간 못 미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종사자수， 매 

출액， 부가가치면에서의 전국대비 비중이 업체수 

에 대한 비중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부천시의 

금형업체 중에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 부천시금형산업의 

집적형성과정과 공간적 연계 

1. 집적지역의 형성과정 및 입지요인 

(1) 집적지역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금형산업은 서울의 왕십리 

표 2. 전국대비 부천시 금형산업의 비중(1998) 

황불 전국 부천 전국대버 1:11중 

업체수(7)>) 1,787 190 10.6% 

종사자수(명) 26,407 2，싫8 9.2% 

llR출액 2，041，싫3 174,553 8.6% 

부가가차 1,035,694 92,981 9.0% 

업자체수 6.6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자료 

5) 이 수치는 1998년 기준 광공업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1907R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 
째， 금형업체틀의 규모가 대부분 작은 편이므로， 광공업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5인 미만 업체가 상당수라는 점이 

다. 둘째， 금형업체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금형을 납품하지 않고，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그 생산물을 납품하 
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업체들이 자신들의 주업종을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통계조사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금형을 제작한 후 생산까지 하는 업체의 경우도 모두 금형업체에 포함시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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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형산엽의 공간적 연계와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에서 시작한 후， 구로， 영둥포 지역을 중심으로 성 

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의 지 

가 급둥과， 공장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공장확장 

과 신규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차적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인근 경기 

도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부천시의 금형산업에 대한 사료(史料)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지만， 통계청자료와 여러 관계 

자들과의 인터뷰내용을 종합해본 바에 따르면 업 

난 입주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력수급 

금형산업에서 회사의 기술력을 좌우하는 기술인 

력은 비중이 매우 높다. 서울 영둥포， 구로 일대의 

금형업체들이 1980년대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천지 

역을 좋은 입주장소로 여긴 것은 인력문제와 갚은 

연관이 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 

체들이 집적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기는 것은 많은 수의 회사내 금형기술노동자들의 

부터로 추정된다. 그 이전에도 (주)개성을 비롯한 유출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유출을 최소화 할 수 

107ß 미만의 업체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있는 입주지역을 택한 것이다. 부천은 서울， 그 중 

지역에 집적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에서도 특히 영둥포， 구로 일대와 매우 가까운 도 

에서부터이다. 즉， 서울에서 외부지역으로 금형업 시이면서 경인고속도로와 국도가 지나가는 곳이라 

체들이 빠져나간 시기와 이 지역 금형산업이 성장 서 서울과의 공간적인 근접성이 좋다는 점 때문에 

하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여， 이 지역 금형산업 인력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후， 이 지역에 

의 성장이 서울지역 금형업체들의 이전과 관련되 금형업체들이 늘어나고 금형기술인력도 풍부해지 

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면서 이제는 부천시가 독자적인 노동시장으로 형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접 결과에 따르면， 1980년 성되게 되었다. 

대 중반 이후 특히， 서울의 영둥포구， 구로구 일대 현재 부천지역에 입지해 있는 금형업체들이 협 

에 있던 업체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이전해 왔다 소한 부지와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 한다. 이러한 이전현상은 1984년 부천공구상가 도 높은 집적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 이유는 

(도당동 소재)， 1986년 태양공구상가(내동 소재)의 이전시 회사내의 인력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설립과 맞물려 크게 증가하였다. 공구상가의 설립 때문이다.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했을 경우 과거와 

으로 원재료 및 부품 구매가 용이해지고 고객업 는 달리 회사를 따라가는 인력이 크지 않을 것을 

체가 되는 제조업체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점점 더 인력수급 

게 되면서， 금형업체들의 입지분포도 서울의 영둥 이 어려워지는 현실하에서 업체들에게 중요한 문 

포， 구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 

되었다. 따라서 부천시 내에서 금형업체들의 분포 

를 보면，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삼정동， 

오정동， 내동， 도당동 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물론 

부천공구상가와 태양공구상가가 이 지역에 설립되 

었다는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 그 외에는 경인선 

과 경인국도변을 따라서 소사동과 송내동 지역에 

제가 되고 있다. 

2) 경인지역에서의 중간적 위치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다. 공간적인 위치는 이 지역 금형업체의 구매 • 

판매 연계에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먼저 판매연계 쪽을 보면， 금형업체들에게는 대 

소수 분포하고 있다. 량생산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고객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에서 금형의 주문생산이 많게 

(2) 입지 요인 된다. 과거에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서울과 그 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결과를 통해 나타 근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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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울시 공해업소 추방정책과 함께 1970년대에 

서 1980년대 사이에 상당수가 수도권 외곽지역으 

로 이전한 상태이다. 금형업체들은 고객업체와의 

거래가 지속되는 경향이 많고， 제품개발과정에도 

참여를 하거나 금형의 설계자문을 해주는 둥 지속 

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거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된다. 수도권 외곽지역， 그 중에서 

도 인천지역에 입지한 대기업 공장들과의 공간적 

인 근접성은 부천지역의 금형업체 입지에 좋은 조 

건으로 작용하였다. 

地理學論養 第37號( 2001. 2) , 87 - 111. 

런 식의 거래는 금형발주업체와 금형업체， 양측 모 

두에게 유리하다. 금형업체들로서도 업종특성상 계 

획적인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업체로부터 

수주량이 없을 때에는 물량이 밀려있는 다른 금형 

업체들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 

다. 이 때， 외주를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도 신속성 

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근접성이 중요하다. 

외주관계의 중요성은 금형업체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금형업체들과 전문임가공 업체들과의 사이 

에서도 나타난다. 금형 공정 중에서 큰 비중을 차 

구매연계에서는 공간적인 중요성이 더욱 뚜렷하 지하지 않지만 설비비용이 큰 공정의 경우 업체내 

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금형업체들은 원자재 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전문으로 임가공해주는 

나 부품， 공구 둥을 공구상가 둥의 상가를 통해서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구매한다. 따라서 부천시의 부천공구상가， 태양공 역시 짧은 납기 안에 제작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구상가 둥의 공구상가 설립은 이 지역 금형업체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체간의 공간적인 근 

에게 좋은 입지조건을 제공해 주게 되었다. 부천 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내의 구매연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의 구매연계이다. 많은 업체들이 부천시에서 대부 (3) 입지 저해 요인 
분을 구매한다고 하면서도 특수한 부품 및 공구의 부천시가 금형업체들에게 좋은 입지 조건을 제 

경우 서울의 구로공구상가 둥 서울로 가야 살 수 공하고 있지만， 현재 부천의 금형업체들을 비롯한 

있다고 한다. 이 때，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 

금형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신속성은 중요한 요소이 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기본적인 구매가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장부지가 협소하다는 데에 

가능하더라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은 불리 서 찾을 수 있다. 부지가 협소하여 기폰업체들의 

하다.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시설을 늘릴 여유공간이 부 

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3) 타금형업체 및 외주가공업체와의 연계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지확장 둥에 

금형업의 영업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있어 각종 행정적 규제가 뒤따른다. 협소한 공장 

따라서 발주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업체의 활동도 부지 문제는 생산여유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 

수시로 변하게 되어 계획적인 영업을 하기가 어렵 대료 상승을 불러일으켜서 대부분 소규모업체로서 

다. 한편， 금형업체들은 대체로 고객업체와 거래가 임대업체가 많은 부천업체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키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주회사로부터주 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천시 업체들은 현 

문량이 겹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를 모두 재의 입주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금형업체들은 주변 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문웅답에 따 

의 다른 금형업체들에게 외주를 주게 된다. 비록 르면， 전체웅답업체 중 64.8%인 35개 업체들이 이 

외주를 주게 되더라도 직접 수주를 받은 업체들이 전을 고려하고 있다. 

외주물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고객업체 이전을 고려하는 업체들의 이전고려 이유는 부 

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제가 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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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동반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임대료문제， 환 

경문제 등의 열악한 사업장환경 둥에 대한 웅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천시 금형업체들 

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협소한 공장부지문제에서부 

터 비롯된 물리적 어려움이라고 할 수 었다. <표3) 

표 3. 이전을 고려하는 이유 

항목 용답율(%) 

부지문제 54.1 

임대료문제 24.3 

공해， 소음 둥 환경문제 10.8 

주변 업체들과의 관계 문제 5.4 

인력수급문제 2.7 

거래처 확보문제 2.7 

부천시(또는 해당구청)와의 마찰 0.0 

계(웅답수) 100.0(37개) 

자료:설문조사 

업체들의 이전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50%의 업체는 부천지역 내에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금형산업에 있어서 부천의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웅답한 업체들도 부천지역의 협소한 공장 

부지와 비싼 임대료 둥으로 인해 마땅한 부지를 

표 4. 이전을 고려하는 대상지역 

이전고려지역 웅답옳(%) 

부천시내 50.0 

경기도 40.9 

인천 4.6 

기타 4.6 

계 loo.0(227ß) 

자료:설문조사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시하고 있다. 

이전고려 대상지역의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부천시내 금형업체들은 현입주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표4) 이전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가 해결된다면 현입주지역에 남아있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82.4%가 남아있을 의향이 있다고 

웅답했다. 따라서， 부천시 금형산업 위기는 대부분 

물리적인 어려웅이므로，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부천 

시 금형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 부천시 금형산업의 공간적 연계 

(1) 물자 연계 

1) 구매연계 

먼저， 업체들의 구매에 있어서의 공간적 연계형 

태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 

료 및 부품 구매의 대부분은 부천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원재 

료와 부품의 두 경우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었으 

나， 부품의 경우에 지역내 구매패턴이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부천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은 그외 

수도권에서 구매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외 수 

도권은 대부분 서울지역일 것으로 보인다.K업체 

의 S실장의 말에 따르면， “원자재나 부품은 서울 

의 구로공구상가가 집산지이며， 부천의 공구상가 

들도 대개 이곳에서 물건을 들여온다. 따라서 구 

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들의 값은 뛰게 된 

다. 소량이면서 범용적인 물건의 경우에는 부천지 

역에서 그냥 구입하게 되지만，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나 물건이 희귀할 경우에는 서울에 나가서 사 

게 된다6)"고 한다.Y업체 K사장의 경우에도 “대 

부분 부천에서 구매하지만， 없는 것은 구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편， 구매비율을 창업지역별로 봤을 때에는 외 

지에서 창업한 후 이전해 온 업체에서 역외 구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었 

다. 따라서， 이전 해 온 업체의 구매패턴도 지역화 

6)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지역일수록 수급이 어려워진다. 따 
라서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업체들끼리 공동으로 서울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들여오기도 한다. 

96 



地理學論養 第37號 (2001. 2). 87 -11 1. 

표 5. 원자재의 지역별 구매비증 
단위 : %.개 

구분 부천시내 그외 수도권 그외 국내지역 해외지역 웅답수 

외부에서 이전해옹 업체 41.1 56.2 1.3 1.3 15 

원자재 부천에서 창업한 업체 48.8 47.2 1.5 2.2 35 

전체 46.4 50.0 1.4 1.9 50 

외부에서 이전해온 업체 62.9 35.4 1.7 0.0 12 
二n그걷 。연 

부천에서 창업한 업체 65.0 33.0 0.3 1.7 30 
끼님-믿 ~ 

전체 64.4 33.7 0.7 1.2 42 

자료:설문조사 

표 6. 지역별 고객업체 비중 

빼
 
= m 

구분 

고객업체 

자료:설문조사 

부천시내 그와 | 수도권 그외 

26.8 53.8 

어
「
 빼

 
= 
윈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 판매연계 

금형업체에 금형의 수주를 맡기는 고객업체들의 

경우에는 구매패턴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보다 광 

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형업체 

들의 고객업체들은 대체로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경우가 많은데， 중규모 이상의 큰 업체들의 경우 

에는 수도권 외곽이나 심지어는 지방으로 이전하 

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부분 소규모인 금형업체들 

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서 

울 및 서울인근 지역에서 집적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럽 고객업체들의 분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업체들과의 거래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금 

형산업은 고객업체의 생산계획에 따라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고객업체들 

과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거래업 

체를 계속 바꾸게 되면 서로간에 요구하는 것을 

쉽게 해결되며， 서로간에 특별한 요구가 없어도 

어떤 점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므로 손실율도 그 

만큼 적어지는 것이다. 이는 고객업체와 금형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전에는 부천이나 근밤에 있던 발주업체들도 요 

즘은 다들 시화나 ~월 같은 데로 나가버렸지요. 

그래도 거래는 대부분 계속됩니다. 그 업체들이 다 

른 데로 발주하려면， 같은 내용을 또 설명해야 하 

니까요. 우리한테 맡긴다면 그런 걸 안해도 되고， 

어떤 스타일을 요구하는 지도 잘 알고 있고. 어차 

피 우리도 받던 콧에서 받는 게 편하죠.(5업체 C상 

무와의 인터뷰)’ 

3) 타금형업체 및 전문임가공업체들과의 연계 

금형엽체들은 타금형업체들， 그리고 금형 전문 

임가공 업체들과 외주 연계가 활발하다. 외주가 

발생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계 

획적인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주량의 변화에 따 

이해시키고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고， 둘째는 금 

필요하다. 또， 그만큼 제작과정에서 수주내용과 차 형공정에서 필수적이지만 작은 공정의 경우 설비 

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의 

사소통은 오랜 기간동안 거래하던 업체들끼리는 

를 갖추지 않고 외주 가공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 

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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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업체들간 그리고 전문임가공 업체와의 사이 형관련 업체 (47.8%)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에서 발생하는 외주는 대체로 지역 내에서 해결하 있어 지역내외를 막론하고 금형업체간의 협력관계 

게 된다. 그 이유는 금형 제작기간이 한 달 이내 가 가장 잘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은 고객업체에 대한 것으로 

라서， 빠른 시간 안에 외주를 줄 업체를 물색해야 금형업체와 고객업체간의 긴밀한 관계가 성립되어 

하므로， 공간적인 근접성과 함께 업체 사람들 간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고객업체는 지역 

의 인맥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가공 내외 관련없이 32.6%로 나타나고 있어 고객업체 

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다 

른 금형업체나 전문임가공 업체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문내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 

기 어렵게 된다. 

업체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S업체 C상무는 

“금형공정 중 외주를 맡겨야 하는 부분들은 납기 

에 쫓기다 보니 지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부 

천지역에 임가공업체들이 많다는 점도 영업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지역 내에서의 외주가공 연 

계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과거에는 서울지역 업체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서 

중요한 공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가야 

했지만， 이제는 부천의 임가공업체들의 기술수준 

이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 

다고 한다. 그러나 K업체 S실장의 경우에는 ‘전문 

임가공 업체들 중 실력이 좋은 업체들은 아직도 

서울 구로 일대에 있어서 중요한 가공은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아직은 외주가공연 

계에서 서울의 중요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협력 연계 

와의 공간적 거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내 

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업종의 업체를 비롯하여 

일반 기업체와의 협력연계에서 높은 웅답율을 보 

이고 있다. 반면， 부천시청 및 구청， 대학 및 연구 

소， 협회 및 조합 동 기관과의 협력연계는 미미하 

게 나타나고 있다. <표7) 

표 7. 평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업체 

구분 항목 

업체 부천시내 금형관련 업체 

부천시외 금형관련 업체 

부천시내 고객업체 

부천시외 고객업체 

부천시내 다른 업종 업체 

부천시외 다른 업종 업체 

기관 부천시청 및 해당 구청 

대학 및 연구소 

협회 및 조합 

기타 기타 

웅답수 

썼주 : 복수웅답 
자료:설문조사 

용답옳(%) 

69.6 

47.8 

32.6 

32.6 

10.9 

13.0 

6.5 

4.3 

22 

8.7 

467R 

지역내의 협력 연계는 산업 집적지역의 안정된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주체들간 신뢰를 바탕 나타난다. 금형업체들， 그리고 고객업체와의 연계 

으로 새로운 정보와 노하우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연계는 지역의 학습능력을 강화하는 토대 

가된다. 

먼저， 금형업체들은 어떠한 업체나 기관들과 협 

력을 맺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평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 및 기관에 대한 질문에 

서 부천시내 금형관련 업체 (69.6%)와 부천시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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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형태는 약간씩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금형업체들의 경우에도 

부천내 금형업체들간에는 인력채용 협력연계가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부천외 금형 

업체들과는 시장정보나 기술정보와 관련된 협력연 

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객업체들로 

부터도 시장정보나 기술정보를 많이 얻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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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내용 
단위 : %，개 

구분 

부천내 금형업체 

부천외 금형업체 

부천내 기타업체 

고객업체 

부천시청 

협회/조합 

대학/연구소 

※ 전체 웅답수:42개 

자료:설문조사 

서창정보 

획득 

31β 

35.7 

9.5 

38.1 

2.4 

9.5 

0.0 

기숲동향 공동기술 

파악 개발 

33.3 2.4 

33.3 2.4 

7.1 0.0 

23.8 19.0 

0.0 0.0 

9.5 2.4 

2.4 0.0 

이와 함께 공동기술개발과 관련된 협력연계도 어 

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천내 

금형업체들과는 기술노동력을 얻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기술정보나 시장정보는 부천외 지역의 금 

형업체나 부천외 지역에 많은 고객업체로부터 주 

로 얻고 있으며， 특히 고객업체와는 공동기술개발 

도 일어나고 있다. 즉，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는 지 

역 외부의 업체들과의 교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는 것으로， 이는 각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기술적 

으로 고착되는 것을 피하고자 외부 업체들과 협력 

을 통해서 외부의 업계흐름에 대웅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기관들과의 협력연계에서는 부천시와의 

71존인력 장비 자사홍보/ 
인력채용 

훈련 
자금지원 

공동활용 판로개척 

54.8 2.4 7.1 14.3 11.9 

31.0 0.0 0.0 7.1 7.1 

9.5 2.4 0.0 0.0 2.4 

4.8 2.4 16.7 9.5 14.3 

9.5 0.0 16.7 0.0 2.4 

4.8 0.0 4.8 0.0 7.1 

4.8 0.0 0.0 2.4 0.0 

계를 맺고 있는 대학 및 연구소를 묻는 질문에서 

단 4개 업체만이 연계를 맺고 있다고 웅답했다.4 

개 업체 모두 연구소와 연계를 맺고 있는 곳은 없 

었으며， 연계를 맺고 있는 대학 중에서도 부천시 

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부천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업체가 한 곳 있었을 뿐이었다. 

업체관계자들은 대체로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웅을 보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첫 

째는 업종 특성상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계획 

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고객업체들 

이 요구하는 납기도 짧기 때문에 따로 대학 둥과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연계를 통한 자금지원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을 둘째， 기술인력들의 이직율이 높다는 점이다. 기 

뿐，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합이나 술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업종 특성상 업체들이 

협회와의 협력연계 중에서는 기술정보와 시장동향 인력을 다른 업체에서 스카웃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문의 협력이 많았으나， 각각 9.5%로 나타나서 이로 인해 업체 내의 기술력이 축적되기 어려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서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혁신의 의지를 떨어뜨리 

협회 및 조합에 대한 질문에서도 52개의 웅답업체 고 있다. 셋째， 업체들이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 

중 25.0%인 137ß 업체만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 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이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청과의 협력연계는 자 의 기술력이 현장에서의 활용기술과 동떨어져 있 

금지원 면에서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나 오히려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 

낮은 웅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도웅을 받는 

다는 웅답이 미미하므로， 업체들과 시청의 협력연 3. 소결 
계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계는 가장 허약하다. 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형업체들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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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있어서 공간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 있는 숙련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 때 전 

다. 그리고 그러한 연계형태는 1980년대 중반의 집 자의 전략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들에 

적형성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서 나타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후자의 방식을 

위에서 살펴본 연계형태를 토대로 부천시 금형 택한다. 규모면에서 대부분 작은 업체들인 금형업 

업체들의 전반적인 연계패턴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체들도 역시 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같이 나타난다. 앞서 업체들의 집적과정 및 공간적 연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인력채용에 관한 연계는 부천시 

금형업체들 사이에서 잘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업종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형 

산업은 단일제품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정이다. 그러므로 생산할 때마다 수주내용에 따 

라서 매번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내게 되므로 일정 

하게 정해진 생산양식이 없다. 따라서 금형을 만 

들어 내는 것은 금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숙련기술인력에 의해 좌우 

되는 경향이 있다. 금형기술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체화되는 특성 (know-how)을 지니며， 작업장에서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 ’ 의 학습형 

태로 전수되는 특정이 있다(LundvaIl， 1996). 

V. 지역 노동시장의 형성과 인력학습과정 

지역노동시장의 형성은 중소업체들의 집적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특히 금 

형업종과 같이 종사자들이 오랜 숙련기간을 필요 

로 하는 업종에서 더욱 중요하다. Peck(l992)은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의 비용이 높고 위험부담이 

높을 경우 기업이 선태할 수 있는 전략을 두 가지 

라고 보았다. 하나는 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이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형성되어 

〈부천시〉 〈서올시〉 

〈
인
헌
 및
 기
타
수
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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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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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천시 금형산업의 공간적 연계 

1. 지역 노동시장의 형성 

(1) 신규인력의 교육과정 

금형의 기술인력은 업체 내에서 양성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금형인력을 길러내는 데 

펼요한 규범화된 교육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 

았다는 점도 한 요인이지만， 업체 스스로도 학교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면서 습득하는 

기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 

다. 따라서， 금형기술은 노동자에게 체화되는 특성 

(know-how)을 지니고 있으며， 작업장에서 기술학 

습이 일어나고 있다. 현장경험이 중요한 만람， 새 

로운 인력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설문결과 신규인력의 평균 

7) 교육기간은 그 사람이 금형관련 학과를 졸업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 
들 대부분에게서 공업고둥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 동의 금형관련 학과 출신들도 학교교육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어서 
어차피 회사내에서 새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오히려 대학졸업자 
들이 금형업계로 진출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한다. 

n 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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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규인력의 교육방법 

구분 항목 용답옳(%) 

사내교육 회사 내에서의 교육과정 

특별한 과정없이 회사내 기술자가 1:1 지도 
5298.96 --」

특별한 교육없이 작업중에 습득 

사외교육 대학/전문대/공고 둥 교육기관을 이용 0.0 

회사 밖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0.0 

기타 기타 0.0 

계(웅답수) 100.0(52) 

자료:설문조사 

교육기간은 3.24년으로 나타나고 있다7) 

신규인력의 교육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도 모두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 

도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도제식 

으로 숙련자가 1:1로 가르치는 교육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웅답 

한 업체는 없었다. 

(2) 기술인력의 이동 

금형기술인력들은 업체 내에서 기술을 배우고 

숙련된다. 이러한 금형기술을 지닌 기술인력을 업 

체들이 선별하여 채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만 

큼의 기술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지식 Omow-who) 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통해 

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업끼 

리의 정보교환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런 정보는 제한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와 

공유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얻을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노동자가 어떤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현장경험이 있느냐 하는 점은 기술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도 활용된다. 인력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 대한 질문에서， <표 10)과 같이 금형 

업체에서의 근무년수 주위의 평판이나 관계 둥 

비객관적인 지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8) 

표 10. 인력채용시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구분 항목 용답율(%) 

비공식적 지표 금형관련 업체에서의 근무년수 30.2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나 관계 43.4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의 지명도 3.8 

공식적 지표 최종학교나 이수한 학과 1.9 

기사나 기능사 둥 자격증 유무 13.2 

기타 기타 7.5 

계(웅답수) 100.0 (53개) 

자료:설문조사 

8) 금형업종이 업계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비공식적인 지표를 중요시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하나 둘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뭐 하는지 알고 하게 된다고. 어떤 업체가 기술력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어떤 걸 잘 하는지 둥둥. 또，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일은 잘 하는지 둥둥. 마치 옛날 동 
네에서 옆집 밥숨가락 몇 개인지 알고 지내듯이 .... (W업체 K사장과의 인터뷰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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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종학교나 이수한 학과， 기사나 기능사 해당 인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 

둥의 자격증 유무 둥 공식적 지표를 중시한다는 

웅답은 높지 않았다. 

각 업체들이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할 때， 경험 

이 없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이들을 새로 

교육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한 

다. 반면，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현장경험을 

통해 기술을 익힌 인력을 채용하면 즉시 현장에 

기 때문에도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방법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 

다. 

(3) 기술인력의 지역 내 축적 

숙련된 금형기술인력들은 타업종으로 이직하거 

나 다른 업종 업체를 차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퇴 

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인력수급 사 후 타업종으로의 진출 비율은 이직과 창업의 

에 있어 같은 금형업체간에 인력의 이동은 빈번하 경우를 모두 합쳐서 10.8%에 불과하다. <표12) 3년 

게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금형인력이 부 

족해지면서 업체들의 인력난이 심해지자 더욱 심 

이상의 숙련기간을 필요로 하는 금형기술은 신규 

인력에게는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하지만， 반대로 유 

구분 

비공식적 방법 

공식적 방법 

기관 이용 

기타 

혔 주: 복수웅답 
자료:설문조사 

표 11. 인력채용시 주로하는 이용방법 

항목 

주위 아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직원들끼리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스카우트 

생활정보지 둥 대중매체를 통해서 

벽보 동의 구인광고를 통해서 

취업알선 기관이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금형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채용 

기타 

웅답수 

용답율(%) 

98.1 

69.2 

34.6 

9.6 

5.8 

28.8 

5.8 

527ß 

해지고 있다. 입된 인력의 유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 

설문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은 인력채용을 주위 고 있다. 

사람들의 소개와 직원들끼리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타금형업체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금형관련업체 

스카우트 둥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고 있 를 창업하는 인력들도 부천시내에서 이직， 창업을 

다. <표11)이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55.3%를 차지하고 있어 부 

표 12. 회사 내 숙련인력들의 퇴사 후 진로 경향 
단위 :% 

구분 부환시내 가타수도권 기타지역 계(웅답수) 

금형관련업체 35.4 15.9 4.8 
이직 

기타 업체 2.1 3.6 3.8 
100.0(33개) 

금형관련업체 19.9 11.0 2.3 
창업 

기타업체 0.5 0.8 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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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금형인력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 축적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이외의 수도권까지 모 

두 포함하면 이 비율은 82.2%가 된다. 금형기술인 

력의 이동에 있어서 대다수는 다른 금형회사로 옮 

기거나 다른 금형회사를 차릴 때에도 부천시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좁게는 부천지역， 넓게는 수도권 지역 

의 금형인력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地理學論養 第37號 (2001. 2) , 87-11 1. 

2 인력의학습과정 

부천지역의 금형기술인력들이 지역내에 계속해 

서 축적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신규인력이 양성되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 

로， 숙련된 기술노동자들， 업체 운영진들도 업체 

내에서 기술정보를 얻고 있다. 새로운 금형기술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금형업체 사람들 

새로운 금형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웅답이 35.9%로 가장 높게 

창업 이전의 금형경험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금형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업체 사람들끼리의 연계가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형에 대한 지식을 잘 초기 양성과정에서는 물론， 숙련 이후 기술축적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금형기술은 업체들의 작업현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장 속에서만 터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금형을 에다가 고객업체나 해외업체들과의 교류 둥 다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 업체를 통한 비공식적 방법은 전체의 71.8%로 나 

에 대한 정보를 얻고 채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나서 업체들간에 교류되는 비공식적 정보를 중 

금형업체 사람들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 연계가 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공 

업체에서 근무하는 중에 발생한다. 식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는 웅답은 전체의 26.4% 

‘금형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최종목표는 역 

시 창업이죠. 창업에 필요한 것은 돈인더1. ...(중 

략)… 돈이 마련되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인맥이 

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끈이 필요한 

데， 이런 끈을 E띨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을 거치 

기도 하구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엔 창 

업을 하려고들 합니다 .... (중략)… 가끔은 전혀 경 

험이 없는 사람들이 돈만 갖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땐 바로 밑의 실장이니 부장이니 하 

는 사람을 금형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데려다 놓 

고 총괄시켜 버리죠. 물론 인사권도 다 주고요.(K 

업체의 S실장과의 인터뷰)" 

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간행물을 이용 

하거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한다는 웅답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부 기술정보를 얻 

기 위하여 업체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대학 및 연구소 둥의 학술기관， 협 

회 및 조합 둥의 협력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는 극 

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13) 

설문결과， 세미나 및 학회에 참가해 본 업체는 

전체적으로 34.0%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9.1%로 나 

타난다. 참여한 업체들의 학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보통이라는 웅답이 56.3%로 과반 

수를 차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약간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37.5%로 만족한다는 웅답 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만족스럽다는 웅답자들 중에서 

창업이전 현장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도 총 55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세미나 및 학회에서 

의 업체들 중， 창업자가 창업 이전에 금형관련 현 다루는 내용이 현장에서 이용되는 기술과 맞지 않 

장경험이 있었다는 웅답은 90.9%인 50개 업체였고 거나 오히려 뒤쳐져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평균 현장경력은 13.4년으로 나타나서 창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자 및 업체의 기술 

업시 현장경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축적과정에서 기관들과의 연계는 미미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술학습과정에서 형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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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형산업의 공간적 연계와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표 13. 새로운 금형기술 습득 방법 

구분 항목 용답옳(%) 

비공식방법 다른 금형업체 사랍들을 통해서 35.9 

고객업체를 통해서 20.8 

해외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11.3 

기술올 알고 있는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 3.8 

공식방법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둥에의 참여 13.2 

회보， 정보지 둥 간행물올 통해서 9.4 

대학， 연구소 둥 연구기관올 통해서 1.9 

협회나조합올 통해서 

기타 기타 

계(웅답수) 

자료:설문조사 

(c여i:fied knowledge)의 공급 부족올 가져와 폭넓 

은 학습능력에 저해요소가 된다. 

혁신의 창출은 지역의 경쟁력을 지속시키는 원 

천이다. 폭넓은 학습연계는 주요 혁신창출 요소이 

다. N ooteboom ( 1999)은 인지과학과 학습이론을 연 

결시키면서 혁신의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들과의 학습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는 좁은 범위에서의 연계보다는 넓은 범위에서의 

연계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넓 

은 학습연계의 중요성은 학습과정에서 교환되는 

지식의 종류에서도 나타난다. Lundvall과 

]ohnson(1994) 은 지 식 이 know-what, know-why, 

know-how, know-who의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 

져 있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지식이 잘 교환되어 

이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때， 혁신이 창출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know-what, know

why 지식은 학교 동의 공식교육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는 이른바 형식지 (codi:fied knowledge)라고 

할 수 있지만， know-how, know-who 지식은 작업 

현장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이른바 암묵지 (tacit 

knowl어ge)라고 할 수 있다. 

부천의 금형업체는 형식지의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으며， 이는 부족한 학습능력과 이로 인한 혁신 

창출 제약으로도 이어진다. 형식지의 공급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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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 

100.0(537ß) 

업체들이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에서도 비롯된다. 업체의 영업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서 거래과정의 신뢰 형성 

(77.8%) , 제품의 품질관리 (63.0%) ， 기술인력의 채 

용， 관리 (42.6%) 둥의 웅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표 14. 영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항목 용답율(%) 

거래과정에서의 신뢰형성 77.8 

제품의 품질관리 63.0 

기술인력의 채용， 관리 42.6 

생산설비의 확보 27.8 

선기술에 대한 정보획득 및 적웅 222 

자체 기술개발과 혁신 20.4 

다른 업체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20.4 

생산비용 절감 11.1 

자금확보 9.3 

기타 0.0 

웅답수 547ß 

했주 :복수웅답 

자료:설문조사 

자체기술개발과 혁신(20.4%) ， 신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적웅(22.2%) 둥의 혁신과 관련된 항목에 

서는 보다 낮은 용답율을 보이고 었다. <표14)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열의가 



낮은 것은 높은 이직율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 업 

체들은 신규인력양성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부족 

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들을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스카웃 해오는 방식 

으로 충당하고자 한다. 인력들의 이전과정에서 인 

건비가 상승하고， 근로자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직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 

합에서 1996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 

과에서도，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근로자는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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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의옥도 꺾이고， 또 배신감 

도 느끼고요. 그러다가 (기술력 향상에 대한 노력들을) 

다 판둬버린 거죠.(s업체 C상무와의 인터뷰)’ 

금형산업 종사자들의 높은 업체간 이직 현상은 

19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금형기술인력의 부족현 

상이 나타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력이 부 

족한 이유는 금형산업이 작업환경이 안 좋고 잔업 

이 많아서 일하기 힘든 산업분야라고 인식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표 15. 근속연수별 종업원 현황 

구환 2년미딴 3 ..... 4년 

동종업체 종업원수(명) 677 681 

근무년수 비율(%) 15.3 15.5 

자사 종업원수(명) 1.149 1,789 

근무년수 비율(%) 26.1 40.6 

자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998, r한국 금형공업총랍j 

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369명으로 

8.4%에 그치고 있다. <표15) 

높은 이직율은 업체들의 기술혁신의지를 저하시 

키는 원인이 된다. 업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노 

하우가 사내 기술인력들에게 축적되어야 하나 이 

직율이 높기 때문에 업체들의 노하우가 축적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년대에는 사장님도 종업원들의 기술력 향싣뻐l 대 

해 많은 노력을 했죠. 최신 설비도 들여오고， 외부 사람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해외 연수도 시키면서요. 그러나 

사람들이 좀 배우고 나면， (그만큼) 봉급을 더 주겠다는 

업체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 투자하고 나서 회수 

5-10년 10딴이창 전체 

1.480 1.566 4，때4 

33.6 35.6 100.0 

1.097 369 4뼈4 

24.9 8.4 100.0 

있기 때문이다9) 

더군다나 업종 특성상 기술습득과정에 오랜 시 

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젊은 인력의 수급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IMF 전후로 변화된 점을 묻는 질문에서 인력부 

족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결과 IMF 이전에 

비해 고객업체수， 매출액 둥은 증가하였으나， 금형 

산업에 대한 전망 부분에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 

웅을 보였다. 주된 이유는 인력수급에서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에서도 거의 모든 업체들에서 신규인력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기술인력확보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있다. 

한편， <표 16)에서 업체들의 기술혁신， 품질개선 

9) 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는 96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15，000명 정도이나， 97년 2월 현재 전국 
의 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고둥학교， 전문학교에서 금형관련 학과의 졸업자는 1，914명이며， 이중 금형업체로 취업하 
는 인력은 매년 40-50%선으로 집계하고 있어 졸업인력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금형관련 학과 졸업 

생만이 금형업계에 취업하는 것은 아니고 업계에서도 이들 졸업생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교육을 받은 
인력이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인력부족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금형공업협 
동조합，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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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IMF 전후로 변화된 정도 

구분 줄어들었다 

1) 고객업체수 29.4 

2) 매출액 28.9 

3) 역내(부천시내) 판매비중 35.5 

4) 수출비중 14.3 

5) 고객업체에서의 지원/협력 20.0 

6) 동종(금형업종)업체와의 교류/협력 13.6 

7) 기술인력의 확보 45.5 

8) 세미나， 학회， 박람회 둥에의 참가 28.6 

9) 협회， 조합 동에의 참여 24.0 

10) 기술혁신， 품질개선에 대한 열의 11.9 

11) 금형시장에 대한 전망 522 

자료:설문조사 

에 대한 열의에 대한 웅답율은 높았다. 혁신에 대 

한 열의가 높아졌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업체들 

사이에서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미나， 학회， 

박람회 둥에의 참가， 협회 • 조합 동에의 참여는 

더 줄어든 반면， 고객업체에서의 지원/협력， 금형 

업체와의 교류/협력은 다소 늘어난 편이다. 즉， 기 

술혁신， 품질개선을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기보다는 기업체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극복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로서도 학교교육의 뒷받침이 없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 

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부분 

학교교육의 뒷받침 없이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술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기 위해 

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접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외국에서처럼 학교에서 기술교육을 강화하 

고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구 중에 지금 금형회사 차리고 있는 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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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변화없다 늘어닮다 계 

35.3 35.3 100.0(51) 

17.3 53.9 100.0(52) 

45.2 19.4 100.0(31) 

39.3 46.4 100.0(28) 

48.9 31.1 100.0(45) 

70.5 15.9 100.0(44) 

36.4 182 100.0(44) 

64.3 7.1 100.0(28) 

76.0 0.0 100.0(25) 

21.4 66.7 100.0(42) 

32.6 152 100.0(46) 

있는데， 그 녀석은 서울산업대 금형과 나와서 독일 

에 연수도 갔다오고 했거든요. 그 녀석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줄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 

기가 아는 기술만 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만큼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하고…. 역시 학교에서 이론올 배운 애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저도 그 

녀석 보면서 많이 깨닫고 배우고 있지요.(Y업처1M 

사장과의 인터뷰)" 

따라서， 업체들은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운영자들이 자신 

들 또한 학력 없이 현장에서 일을 배웠고， 그러한 

전통이 지속되면서 종사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기 

술력에 안이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현장경험을 중시 

하다 보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불신하게 되 

고， 학교 교육도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산학간 접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이직율 현상은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김찬기 (1991)는 금형공업의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에 관한 논문을 통해 금형공업에서의 노사관 

계는 기술자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개인의 학 

력， 성별， 연령， 경력연수， 근속연수 등 속인급(屬A 

給)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른바 속인급 임금 

체계로 인하여， 노동자 집단이 형성되지 못하고 노 

동자 개인과 회사와의 1:1 관계가 형성된다고 지 

적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한 반면， 자신의 연봉조건을 높이기 위하여 개 

인의 기술능력을 높이는 둥 개인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연봉이나 근무조건에 따라 쉽게 이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게 된다. 

직장 이동은 노동자들에게는 기술학습의 기회로 

작용한다. 금형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기술력 

을 바탕으로 업체들과 1:1로 계약한다. 업체들로 

서도 노동자의 기술력을 가장 중시할 뿐 다른 것 

은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술능력과 경력에 따라 대부분 단기계약을 체결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로서도 자신의 기술능력을 

높여서 조건이 더 좋은 업체로 옮겨가고자 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력이 좋은 업체로 입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업체마다 제각기 주로 다루는 분야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여러 업체를 거치면서 자신의 기술력 범위 

를 넓히기도 한다. 

“여기 사람들은 자기 기술력 높이려는 의지가 매 

우 강합니다. 그게 다 자기 봉급하고 판련이 되니까 

요. 어떤 업체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대우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기술력 좋다는 업체로 일부러 

옮겨다니기도 합니다. (H업체 C사장과의 인터뷰)" 

“금형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지 아십니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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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서 누가 누구보다 기술이 못하다， 뒤쳐진 

다 이런 평가 받으면 그 업체에서 못 남아 있습니 

다. 옮겨 가야죠. 냉정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 

래 남아 있으면서 회사에 충성한다， 이런 거 보다 

는 자기 기술 높이고 몸값 부풀려서 더 조건 좋은 

데로 옮겨 다니고 하는 겁니다(K업체 S실장과의 

인터뷰)’ 

업체로서도 인력채용시， 비객관적인 지표로만 

그 사람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자나 업체관리자들이나 모두 많은 사람들과 인맥 

을 형성하여 인력에 대한 정보나 회사에 대한 정 

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금형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친목모임이 존재하 

고 이들을 통해서 업계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0) 

노동자들에게 인맥형성은 금형업계에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금형 

기술인력들은 이러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벗어나 

기 어려우며， 인력 연계형성으로 인해 서울과 서 

울인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업체들로서도 

가중되는 인력난 속에서 이전시 회사내 인력유출 

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역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소결:지역적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지역은 금형업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학습하는 장소 

로서 작용한다. 즉， 부천지역은 비록 대학이나 연 

구소 둥 학술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지만， 새로운 

금형기술인력을 양성해 내고 있는 장소이며， 이렇 

게 해서 배출된 인력들 사이에 형성된 연계는 이 

10) P업체의 C사장은 금형기술인력들이 도시내에서 활동하려 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려 한다 
는 점에서 이들을 ‘도시형 노동자”라고 칭한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원래 일하던 업체들이 많은 도심 지 
역을 벗어나면 이들간에 형성되어 있는 정보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게 되어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에 대해서 어두워지 
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금형업체들은 도심내의 업체들이 많은 곳에서 집적되며， 지방의 외딴 곳에서 독자 
적으로 영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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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형산업의 공간적 연계와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그림2) 노동시장형성 및 인력 학습과정의 지역적 결과 

지역에 집적된 금형산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원동 

력이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VI. 결론 

1. 요약및결론 

이 글에서는 금형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부천시 

를 대상으로 이 지역에 금형산업이 집적된 원인과 

그 공간적 연계형성을 살펴보고， 지역내 기술인력 

의 학습과정이 지역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원 

동력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글에서 논의된 바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천의 금형산업은 서울로부터의 이전 경 

향에 따라서 집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 

천이 입지에 있어 유리했던 점은 첫째， 인력수급 

에서의 용이함， 둘째， 교통망의 편리함과 더불어 

경인지역의 중간지점으로서의 구매， 판매연계가 

모두 용이한 지리적 장점， 셋째， 타금형업체들， 그 

리고 금형임가공 업체들과의 연계에서의 이점 동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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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형업체들은 강한 지역 내 연계망을 형 

성하면서 지역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구매연계 

에서는 역내연계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판매연계에서는 부천지역 내 연계보다는 기타 수 

도권과의 연계가 높았다. 외주연계도 지역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셋째， 금형기술노동자들의 학습은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금형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원동력이다. 지역 내에서 

형성된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숙련기술을 중시하 

는 금형업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 금형산업의 

뿌리내 림을 공고히 하고 있다. 

2. 정책적함의 

현재 금형업체들은 부천에서도 부지문제， 임대 

료문제 둥 몇십년 전 서울에서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외 

곽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형엽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다시 이전해 간다면， 지금까지 형성 

되어 있던 지역내 각종 모임 둥을 통한 연계들이 

해체될 수 있는데， 이런 연계가 해체되고 다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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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기까지는 시간적인 괴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야 한다. 현재 업체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금형업계 전체로서도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제반여건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연계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하부구조가 갖추어진다면， 노력들이 계속 되면 부천의 산-관의 신뢰속에 협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능력을 강화할 력연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산업체와 지방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혁신의 창출을 위 치단체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행정기관 

해서는 우선， 업체와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 지원책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 

폭넓은 인력학습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업체 관계 어질 것이다. 

자들은 대체로 금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 

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온 기술이 현장중심적인 성 

격이었고， 그들이 세운 회사에서 다시 기능인력들 

이 배출되어 오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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