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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특성과 혁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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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아파트형 공장이 대도λl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혁신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의 특성과 혁신활동을 알아보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 

된 첨단산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기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혁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 

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주요어 : 아파트형 공장， 첨단산업연구단지， 부천테크노파크， 혁신 공간， 혁신 활동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storically review the development of FFBs(Flatted 

Factory Buildinys) in Kore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the firms located 

in the FFBs. In particularly, it focuses on the Bucheon Technopark , which is a good example of the FFBs , 

which was established by local govemments and had the High Tech Industry Research Complexes inside it. 

Various references have been studied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firms in the Buheon Technopark 

was carried out for this study. 

Keyworlds : The F1atted Factory Buildings , the Bucheon Technopark , innov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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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특성과 혁신 활동 

1.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공업 입 

지가 부족하게 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 작업 여 

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산업입지， 지식기반 

산업의 입지，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주 

제로많은 연구가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통하 

여 제안된 방안중의 하나로 1980년대 이후 아파트 

형 공장이 등장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 

였으며， 이러한아파트형 공장은주로기술집약적 

첨단기업이 주로 입지하여 기존의 문제를 일부 해 

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아파트형 공장을 건 

설하면서 기대했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관련 기업을 고밀도로 집적시켜 지리적 근접성 

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상호 

간 학습 과정을 증진시켜 학습 공간， 즉 혁신 공간 

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형 공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그 지 

역의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 그 지 역 

의 혁신 역량을증대 시키는데 기여를하는지에 대 

한 검증은 필요할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지역 전 

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기 

존산업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형 제조 

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파 

트형 공장을 조성하였다. 지식기반 기술경쟁 체제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첨단산업 구조고도화에 산·학·연·관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였으며 부천 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가 있는 특화기술개발 체제로의 전환 

이 필요하였다. 또한 산업적으로 취의탤 기술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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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산업기반，공업용지부족등지역여건을극복할 

필요가 있었으며， 정책적으로 생산과 연구， 제조업 

과 서비스 산업의 결합 등 기존 산업의 재편을 가 

속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조성된 아파트형 

공장을바탕으로지역의 혁신 역량을증대시켜，나 

아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따라 

서 아파트형 공장의 조성이 지역의 혁신 역량을증 

진시킬 수 있는 혁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 

한 집적경제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천시와 같이 정책적으로 아파트 

형 공장을 조성하는 것이 혁신적 지역분위기 창출 

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한 살펴봐야 할 것 

이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성장이 정 

체하고 서비스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특 

히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양적 성장은 선진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지 

가상승과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 등 

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 

해 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 산업이 크 

게 성장하였다(Boden and Miles, 2000; 이공래 외 , 

2002).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세계 주요대도시 지역에서 제조업의 비중 

이 줄어드는것을통하여，대도시에서 제조업이 가 

지는 역할 또는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 

다. 대도시에서의 제조업은 산업경제에 있어서 여 



전히 중요하며， 대도시 경제의 서비스화는 제조업 

을 밀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고부가가치의 지식기 

반 제조업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신창호 외， 

2003). 즉， 대도시에서의 제조업은 대도시 경제에 

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 

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입지하려는 경 

향이있다고할수있다. 

한편，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면서 기대했던 효 

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적을 충 

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형 공장을 활 

용하여 혁신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공간이라 

는보다적극적인 기능이 추가되어 지역의 혁신 역 

량을 증진시키는데 공헌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혁신공간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23일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부천테크노파크 

의 전체 입주업체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 

방법은 직접회수 또는 우편회수 방법을 택하였다. 

부천테크노파크는 2005년 9월 현재 638개사가 입 

주해 있으며， 단지별 입주 업체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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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단지는 2000년 4월에 입주를 시작하였고， 

2단지는 2000년 10월， 3단지와 4단지는 2004년 4 

월에 입주를 시작하였다. 

전체 6387R의 입주업체 중 응답한 업체는 218개 

업체로 34.2%에 달하며， 각 단지별 웅답률은 

31.8% - 35.5%로 고르게 나타났다. 

2. 문헌 연구 

1) 아파트형 공장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이론 

(1 ) 산업지구이론(lndustrial District) 

산업지구라는 용어는 19세기 말에 마살 

(Marshall , 1890)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특정장소 

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집중 

하여대량생산의 이익또는효율성을달성할수있 

다고 한다. 또한 그는 기업 조직을 분석할 때 내부 

경제와 외부경제를 구분하였으며， 이 중 외부 경제 

는 소기업들의 공간적 집중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이러한공간적 집중에 신뢰，환경，기 

술과 지식 등이 첨가되면 산업지구의 모형이 성립 

한다. 즉 산업지구란 일종의 지리적으로 국지화된 

생산체계로써 그 내부에 입지한 소기업들이 생산 

과 분배의 각 단계에 전문화 되어 있으며， 상호신 

〈표 1) 조사대상 업체수 
(단위:개새 

*홉쫓繼ρ 2 단자 3 'ètÃl 4 얄지 

101동 44 201동 67 301동 59 401동 16 

102동 36 202동 45 302동 55 402동 44 

103동 67 203동 38 303동 64 403동 28 

204동 5 304동 70 

합계 147 합계 155 합계 248 합계 88 

자료 ; 부천테크노파크 입주지원본부 내부자료 

1) 기업체수 기준이며， 부대동에 입주한 서비스 업체(식당， 부동산 동)와 관리동에 입주한 공공기관 및 협회는 설문조사에서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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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바탕으로 한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집적지 

구를 의미한다(박삼옥， 1994). 마살이 주장한 산업 

지구는 네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첫째， 비슷한 종 

류의 산업들이 국지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 조건이 

며， 둘째， 산업지구 내의 기업들 간에 분업이 크게 

이루어지며， 셋째， 건설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넷 

째， 산업지구 내에서 기업 활동의 분위기는 기술 

및 혁신 잠재력을 축적시킨다고 하였다(박삼옥， 

1994). 마얄이 주장한 산업지구는 전문화된 숙련 

성을 지닌 노동시장의 풀(pool)을 제공하고， 전문 

화된 투입물 및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집 

적지 역 외부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투입요소의 생 

산을 지원하며， 기술이전의 이익을 기업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아파트형 공장의 최대 

특성인 집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이론 

이라할수있다. 

(2) 클러스터(Cluster) 이론 

경제지리학에서 산업군집 이론은 전통적 산업입 

지이론에서 클러스터 이론，국가혁신체계 및 지역 

혁신체계에 이르고있다. 또한클러스터에관한이 

론적 이해는 경제지리학적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신숨페터학파나 신제도학파의 경 

제이론， 기술혁신 이론 등 기술혁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다른 경제사회학 이론에도 뿌리를 두고 있 

다(임기철 외， 2004). 클러스터는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하였는데， 그 중 포터 (Porter ，1998)는 “클러 

스터란 지리적으로 모여 있는 어느 특정 분야에서 

서로 관련된 기업， 전문공급자， 서비스제공자， 유 

관 기관의 집적지” 라고 말하며， 이들은 특정 분야 

에서 서로 경쟁과 협 력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 

다. 즉 공간적 집적과 함께 서로 관련된 조직이 함 

께 경쟁과 협력을 하며 혁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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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ECD(1999b)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에 대 

학과 연구기관， 지식집약서비스 기업 등 지식의 교 

류를 중요시하는 조직들을 추가하여 ‘혁신 클러스 

터’ 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복득규(2003)는 클러 

스터란 수평 혹은 수직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기관 

들(대학， 연구소， 지자체)이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 

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클러스터는 필요한 지식 

을 교환하고 대규모 개발비용과 개발위험을 다른 

구성 주체와 분담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의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한편， 포터 (Poπer ， 

200이는 클러스터의 지리적 범위는 단일 도시 혹 

은 주(state)로부터 국가 혹은 이웃한 국가들의 그 

룹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고 밝히며， 클러스터의 

경계션을 그리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자 산업과 기 

관 간의 상호보완성과 연관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또한 클러스터의 경계를 궁극적으로 결 

정짓는 것을 파급효과의 강도와 생산성 및 혁신의 

중요성으로 설명하였다. 

이 러한 클러스터 의 기능은 OECD(1999b)의 연구 

에 따르면 첫째， 지식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 둘째， 클 

러스터내의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가 쉬우며， 시장의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셋째， 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보의 구득이 쉽고 경 

우에 따라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지역 업계 

공동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가 

장 큰 목적을 상호 연관된 조직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어떠한 기업이 

라도 생산， 판매， 신제품 개발 등 모든 활동에서 기 

업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어서 기업 외부의 다 

른 조직(예를 들면， 다른 경쟁기업， 학교， 연구소， 

서비스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 활 



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상호 집적되어 있는 이점 

을 활용하여 기술 혁신에 유리하고， 원재료의 공동 

구매와 생산 및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 아 

웃소싱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기업은 핵심 역량에 

만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클러스 

터가기업과지역에반드시 성공을보장해주는것 

은 아니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클러스터로의 진입 

이 반드시 기업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클러스터에 대한사례 연구는많이 진행되었 

으며， 그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성공 요건은 기업 

가 정신， 영향력 있논 추진자， 투자자본， 수준 높은 

인력과 연구기반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3) 지 역 혁 신 체 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s) 

지역혁신체계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클러스터， 신산업지구， 

학습지역 등 지역혁신체계와 관련 있는 개념들이 

논의되었으나 1990년대초에 국가혁신체계(NIS)개 

념이 대두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전의 개념 

들을 통합한 지역혁신체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 

다. 19세기말 Friedrich List가 새로운 생산력 창출 

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가와 국가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래로 지속된 논의는 국가생산체 

계 (National Production System) 접 근으로 정 립 되 

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사용자와 생산자 부문 

간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생산과 지적자본에 초점을 둔 구조적 접근이기 때 

문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제도적 역할에 대한 고려 

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간 기업과 시장 조직의 차이를 문화 

와 제도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승F는 노력이 국가 비 

즈니스 체 계 (National Business Systems) 접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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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었으며， 이 양자를 결합하고자동F는 시도 

를 국가혁 신체 계 (National lnnovation Systems) 접 

근이라 할 수 있다(Lundvall ， B. and Maskell , P. 

2000). 혁신체계는 선형 혁신이론에서 상호작용 

혁신이론으로의 기술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기초 

하여 그 논의가 출발하였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 

소로서 혁신체계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한 학 

자는 프리먼(Freeman)이며， 그는 기업， 대학， 연구 

기관， 지원기관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서 혁신체계의 특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김선배 , 2004). 이후 룬트발(Lundvall) 

이 북유럽의 강소국을 모델로 혁신주체간 상호작 

용과 학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혁신체계로서 국 

가혁신체계론(NIS)를 정립하였다(OECD ， 1999a). 

한편， 지역혁신체계 논의는 포디즘 생산방식에 

서 유연적 전문화 생산방식으로의 산업생산체계 

패러다임 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계는 기업의 전문화 

와 네트워크가 핵심요소이며， 이에 적합한 공간적 

단위로서 제3이태리， 실리콘밸리와 Rout128 등 다 

양한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성을 강조하였 

다. 이후 네트워크 조직론을 매개로 포터 의 클러스 

터론과 혁신체계론이 결합되어， 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framework condition)로서 

지역혁신체계가 부각되고 있다(Cooke ， 1992). 

“지역혁신체계는 기업하기 좋은 미시 경제적 혁 

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 역적 차원의 혁신체계 

를 말한다라고 OECD(1999a)가 제시한 것처럼， 

혁신체계는 지식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생 

산， 과학기술， 기업지원으로 구성되는 내부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 정보통신， 금융， 시장 등 거시 

경제체계의 상호 연계관계를 포괄하는 시스템으 

로 정의할 수 있다(김선배， 2004). 한편 국가균형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특성과 혁신 활동 

발전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산업생산，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 

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시키는 것 

을 말한다. 또한 제2조 제3항에서는 “지역혁신체 

계”라 함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 

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 

한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 Cooke 

(1998)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를크게 상부구 

조와 하부구조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지역혁신체 

계를 이해하는 구조적 기본 틀을 제공한다. 여기 에 

서 상부구조는지역의 조직과제도，규범，관행，문 

화 등을 포함하며， 하부구조는 물리적 하부구조 

(도로， 항만， 공항， 통신망 등)와 사회적 하부구조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지방정부 등)를 포함한 

다. 이와같은구분은조직적，제도적 측면을포괄 

하는광의적 접근방식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혁신체계를 클러스터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는 산업을 

중심으로 각 혁신주체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집합체인 국지적 혁신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볼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역혁신 

체계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에 

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 • 제도 등 미시 경 

제적 환경을 조성 • 확산하는데 펼요한 일종의 시 

스댐을 일걷는다고 할 수 있다(남기범， 2001). 이 

에 하나의 지역혁신체계 내에서도 다양한 규모 • 

산업분야의 클러스터가 상호연계， 의존성을 가지 

며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지역혁신의 하나의 

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고， 기업체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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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를 유치하여 지식이전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있다. 

2)대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혁신환경 

(1 )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인류는 평지 

에서의 거리의 제약은물론이고산맥이나하천，심 

지어 바다를 건너 대륙 간에 존재하는 지리적인 장 

벽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하여 국제화 

(intemationalization)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단선적인 진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 

역적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민족적， 문화적 장벽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우리는 이 

내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었 

다. 이러한 논의는 점점 심화되어 국가 간의 경계 

가모호해져 기존의 국가의 개념 및 중요성이 약해 

질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Freeman, 2002). 

사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세계 경제의 화두는 

세계화였다.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받아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정보， 기술 등의 

유무형의 물자가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고 자유롭 

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Livingston ， 

2002). 이러한 이동성의 증대는 전 세계적으로 시 

장이 통합되고，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것을 의 

미한다. 

포디즘하의 대량생산체계의 경제 환경에서는누 

가 동질한 상품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는 것 

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 

하고 다양화되고 분절화 되어가는 소비시장의 태 



도변화로 인하여 차별적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 

였고， 이에 따라 기술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듯기술의 발전은소비자의 요구수준 

을 높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세계화 경제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화 경제에서 무한 경쟁과 불확실 

성의증가고인하여 기업들은지속적인혁신을창 

출하도록 강요받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제 주 

체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 

을조성하도록강요받았다. 이러한과정에서 혁신 

창출의 가능성이 큰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혹은 지 

식기반산업이 주목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이 기술 

과 지식이 집약화 되는 ‘지식기반의 경제’ 로 접어 

들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의 특징은 지식 

을 생산할 수 있는 고급 지식 노동자가 중요하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습 지역’ 역시 

중요하게부각되었다. 

(2) 대도시의 혁신 환경 

경제의 세계화로 인하여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으로부각되고，혁신창출을위한분 

위기는중요하게 되어，경제활동에투입될주요자 

원의 특성이 원료나 값싼 노동력에서 기술과 정보 

로변화하였다. 이러한기술과정보가풍부하게 집 

적되어있는 대도시는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 

공할수있게되었다. 

대도시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집적 경제의 이점 

을 제공한다. 다수의 연관된 기업 또는 산업이 집 

적하여 노동력과， 원료， 전문 서비스를 구득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화 경제를 통해 대도시의 풍 

부한 사회 간접자본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기업들이 입지한다. 

더욱이 최근에 지식기반의 경제로 접어옮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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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도시가 주는 기존의 이점뿐만 아니라， 네트워 

크를 이용한 협 력과 경쟁을 통해 혁신 환경을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 환경의 토대를 바 

탕으로 혁신 클러스터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신창 

호， 2003). 

박삼옥(1999)은 첨단기술산업의 주요입지요건으 

로 연구개발시설에의 접근，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모험자본 등 풍부한 금융자원， 관련 산업의 집적， 

고속교통 및 정보체계， 도시기능의 집적， 쾌적한 

거주 및 작업환경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입지 요 

인들을 고려할 때 대도시가 이러한 입지 요건이 충 

족시킬 수 있으며， 지식기반의 경제시대에 기업의 

입지에 대도시가유리하다고설명한다. 

3) 아파트형 공장의 등장 배경 

지식기반의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은 여 

러 가지 요인으로 대도시에 재집중하게 되었다. 하 

지만 대도시에 있던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은 지식 

기반 중소기업의 유입과는 반대로 유출현상이 나 

타나게 되었고， 지식기반 중소제조업은 대도시로 

집중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 입지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또한 

남아있던 산업단지는 노후화 되어 생산 환경개선 

이 필요하게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 

시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이러 

한 배경의 대안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등장하게 되 

었다. 

(1 ) 공업용지의 부족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 

권 지역에 전체인구의 47.9% 가량이 거주하고 있 

으며， 경제활동 인구와 사업체 수도 절반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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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 

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과 성장관리권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도권억 

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 

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도 

권으로 집중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지구는 주거지 

역으로 변화되어 수도권에는 공업용지가 크게 부 

족하게 되었다. 또한 공장 용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개별 공장 신설이 어려워지고 공장용지의 지 

가상승이초래되었다. 

이러한 공업용지의 부족은 자연스레 공업입지의 

수직적 집중을 요하게 되었고， 토지이용의 고도화 

로공업 입지 부족의 문제를해결하기 위한방법으 

로 아파트형 공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2) 기존산업단지의 노후호}와 생산 환경의 열악 
수도권 지역의 기존 공업단지는 공장 증설의 규 

제로 인하여 노후화 되어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은 

비좁은곳에서 열악한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 또 

한 기존의 공업단지는 시가지와 가까이 있고， 도로 

와 주차장이 좁아 심각한 교통 문제를 가지고 있 

다. 한편 기존의 공업지역에 재래업종과 첨단업종 

이 혼재하고 있어 지식집약적 첨단기업의 입지 형 

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 기업간 연계활 

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민범식 외， 2003).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은 작업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 

여 능률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차장， 식당， 전시 공간， 하 

역장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로 작업편의성을 제 

공할수있다. 

(3)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모두 급속 

한 성장속도를 기록하면서 전체 산업의 성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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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다. 1988~2000년 기간 중 지식기반제조 

업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로서 동기간 

중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 8.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동기간 

중 제조업 생산액 중 지식기반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13.7%에서 2000년 27.6%로 급성장 

하였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동기간 

중 14.7%에서 30.0%로 늘어나， 지식기반제조업이 

일반제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보여 준 

다(박영철 외 ,2003). 

한편 우리나라의 지역별 지식기반산업이 지역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은 지식기 

반산업 사업체수와 고용자수가 전국에서 각각 

28.4%와 37.8%를 차지하고， 인천은 각각 5.2%와 

5.2%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각각 16.9%와20.7%를 

차지하여 수도권 지역 전체로 보면 50.5%와 

6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49.5%와 36.3%에 그치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식 

기반산업은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영섭 외 ,2002). 

또한 지식기반 제조업의 특성은 지식이 쉽게 확 

산될 수 있는 지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역은 

앞에서도설명했듯이 대도시 지역이 유리한조건 

을 가진다. 또한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넓은 토지 

와규모가큰 기계가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듯 

지식기반 산업이 성장하고 대도시에 집중함에 따 

라 대도시에서는 오피스와 비슷한 작엽 환경을 제 

공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작업 공간을 

필요로하게되었다. 

(4) 도시 환경 개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도시 내에는 중소기 

업이 난립해 있으며，많은수의 기업이 주거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제조업체의 난립은 주 

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 아파트 

형 공장의 설립배경에는 이러한 난립되어 분포하 

는 중소제조업체를 집단화하여 도시환경을 정비 

하려는목적이있다. 

신창호(2003)는 서울시 아파트형 공장의 도시환 

경정비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 응답 업체의 입주이전의 주소지를 파 

악하여 서울 지 역 내공장 집단화 현상을 분석한 결 

과， 입주 이전의 주소지는 동일구가 18.6%이며， 서 

울 시 전체로는 95.7%를 차지하였다. 이는 아파트 

형 공장이 분산되어있는 공장을 집단화시키고 도 

시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집단화는 도시환경을 개선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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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도시 미관을 회복할 수 있으며， 입주한 기 

업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인식변화 및 신뢰도를 제 

고할수있다. 

(5)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아파트형 공장은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지식기반의 중소제조업체들은 기업 운 

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 

을부담할수 없다 하지만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은 유사업종을 집단화 하여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다.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업 및 비제조 

업의 입주 허용을 통하여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을 

활발하게 촉진되는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할수있다. 

짧 싼윌홉쩍tII 판효H쩨흩 

스법 ÃI구01 론， 클러스터， ÃI쩍혁신체계 통의 01론 

ÃI리적 근접성， 네트워크， 학근앙 톨의 윌7\101론입 구성요소 

세계 정채환경변화와 대도시의 혁신 흔!정의 강접 

기업의 대도시 집홍현상과 도λ! ë!법구조의 변화 

g때를휠 훌장쩍 톨짱뼈훌 

카} 
대도시공업용지의부쪽 

기존 산업단지입 노후화와 샘산환정입 앓악 

ÃI식끼반산업입 급속한 성장 

도시환정 개선과집적으로인한사너지 효과발휘 

[
U 
U 

니
 

미
 니
 니 

1990년(H 01후 크거l 증가 다훌형 집합건혹훌입 법훌적 정입 

정부와ì\1 7\째의 다g한7\1 원 

of파트형 공장의 수도권 집증 

며리가7\1 장단점 

〈그림 1)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배경과 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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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형 공장은 공동브랜드 및 자사브랜 

드판매에 있어서 지리적 근접성으로쉽게 가능하 

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하고관리 운용이 효율적이게 된다. 

4) 아파트형 공장의 장단점 

아파트형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공장 

을 수직적으로 집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정과 더불어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아파트형 공장은 유사업종 군락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임대공장을 전전하는 영세업자 

들에게 안정적인 조업장소를제공할수 있으며， 시 

설의 공동이용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원가절 

감 덕분에 경영성과가 향상돼 최신경영기법을 도 

입할수가있다. 

또한 능률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각종 부대시설 설치로 작 

업편의성을 제공하며， 자기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들에게 적정한투자이익을제공할수도있다. 입주 

회사에 대한 외부의 인식변화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대도시 부근 입지로 인력수급이 원활하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에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 

한다. 우선 아파트형 공장은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결국 분양가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진다. 또한 공장 

면적이 경직적이어서 공장의 확장 및 축소가 어렵 

다. 인근의 다른 공장이 폐업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이상 같은 층 혹은 같은 건물에서 공장을 확장하기 

는 어렵다.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 

고 상당수 업체와 인원이 고용된다. 이는 분명 경 

제적 파급 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지만， 교통 체증과 

함께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일부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단지 내의 각종 편의시 

설과 금융시설 이 부족한 실태 이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의 특성상 입주 업체 간의 근 

로조건의 비교가 용이하여 근로자의 불만òl 쉽게 

나타나며， 이직이 초래될 수 있다. 한편 같은 건물 

에 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어서 산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시 

설과 서비스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3. 아파트형 공장의 현황 

며，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 밀 1) 전국 아파트형 공장의 현황 

집지역이나 준주거 준공업 공업지역 등 다양한 

지구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국내 아파트형 공장은 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지 

〈표 2) 전국 아파트형 공장 공급 현황 

쭈뿔 혔짧월f醫* 얄주않쳐I(협鷹j 

τ~二0[L 180(65.7) 10,151(53. 1) 

:;j그 ~~ζr 72(26.2) 7,464(39.0) 

미착공 22(8.0) 1,915(10.0) 

합계 274(100.0) 19,114(100.0) 

주)입주업체수는 건축중， 미착공인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 입주가능업체수임. 
출처 :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2004년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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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ÃI혐쳤(합l훌훌i 

1,216(60.9) 

603(30.2) 

176(8.8) 

1,995(100.0) 

(단위 : 개， 천따，%) 

: 혔첼， 

ι ‘ 천청할 혔빨했짧|훌훌i 
4,328(52.2) 

3,193(38.5) 

763(9.2) 

8,28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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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언도별 아파트형 공장 건립현황 

역에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 

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자금 및 세제 등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주로 IT산업， 벤처 산업 등 

지식 기반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은 계획 중인 것을 포함하여 2747R소이며， 이 

중 완공된 아파트형 공장은 180개소(65.7%) 에 

10 ，151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건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은 727R소(26.2%)에 7 ，4647R의 사업체가 입주 

할 예정이며， 미착공 아파트형 공장은 22개소 

(8.0%)에 1 ，915사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파트형 공장의 개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 

울0] 1197R소로 43.4%를 차지하고， 경기Dt 110 

개소로 40.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이 

207R소로 7.3%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이 

9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준으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 

고 있어 수도권에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형 공장의 수요가 산업 용 

지가 부족하고 규제가 엄격한 수도권 지 역에서 가 

장 많기 때문이며，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식 

기반형 또는 대도시 지향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 

〈표 3) 아파트형 공장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개소， 개사， 천m'，%) 

구용용 Ai훌훌 짧장 f앉혔 확훌쇼f 청훨 QI쳤 켰ξ} 쳐} 

고。자 。
119 110 20 8 5 4 8 274 

(43 .4) (40 .1) (7.3) (2.8) (1. 8) (1. 4) (2.8) (100.0) 

사업체수 
9.421 7.786 947 414 215 67 264 19,114 
(49.3) (40.7) (4.9) (2 .1) (1.1) (0.3) (1. 3) (100.0) 

부지면적 
684 883 169 30 148 14 67 1,995 

(34.2) (44.2) (8 .4) (1. 5) (7.4) (0 .7) (3.3) (100. 0) 

건축면적 
4.098 3440 348 127 99 27 146 8,284 
(49.4) (41. 5) (4.2) (1. 5) (1.1) (0 .3) (1. 7) (100.0) 

사업체수 

/고。자 。수 , 79 .1 70.7 47.3 51. 7 43.0 16.7 33.0 69.7 

건축면적/ 
5.9 39 2.1 

부지면적 
4.2 0.7 1.9 2.2 4.1 

출처 : 산업자원부 내부 자료(2004년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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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 분포 

〈표 4) 부천시 아파트형 공장 설립 현황 
(단위 : 개사， 명， m') 

왈훌훌앓 업 ~ 종앓훨수 F藝했 켠형활환작 분혔 
흩훌황열§ 

(011쩡앓) 엎형1* (~) (nf) :흠廳 

부전테크노파크1차 ‘00.10.31 290 4_800 64.24069.4 175,665 분양/임대 

부천터l크노파크2차 ‘04.03.26 323 5,500 58 198,852 분양/임대 

아주실업아파트형공장 ‘98.03.31 9 70 L787 7_622 임대 

송내아파트형공장A동 ‘01. 01. 20 6 85 1. 523 3_355 임대 

송내아파트형공장B동 ‘01. 01. 20 4 150 1,387 3,650 임대 

대원아파트형공장 ‘01. 07.30 5 65 905 1,298 임대 

다우테크노타운 l ‘02.08.30 32 120 2,437 7,957 브"-야u 

다우테크노타운 2 ‘03.05.12 14 35 1,043 3,992 브"-야 o 

송내테크노텔리 ‘03 .10.10 29 232 3_278 14_603 브"-야 0 

뉴테크노타운 ‘03 .12.30 10 80 992 3.635 브"-야u 

삼아벤처타운 ‘04.08.07 5 240 3,123 11,740 브"-야u 

와아제니스파크 ‘01.10.28 30 180 2_828 14_673 효‘스~OJ 

춘의테크노파크 1 ( ‘05 .12.31) 0 2,925 13.401 80.653 τ 님~OJ 

춘의테크노파크 2 ( ‘06.12.31) 0 2,700 12,085 77,648 τ tjr 。6ε 

부천대우테크노파크 (‘06.08.31) 0 3,300 27,560 126,414 브"-야‘j 

고산테크노타운 ( ‘05.05.31) 0 160 989 3.513 브"-야。 

(주)두성기계연구 (‘05.04.30) 0 30 595 1,519 브"-야o 

합계 757 20_672 207,637 736,797 

출처 : 산업자원부 내부 자료(2004년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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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국의 아파트형 공장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 

집되어 있다. 공장수， 사업체수， 건축면적이 각각 

90.8%, 94.9%,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중 

이거나 건축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도 대부분 수도 

권에 입지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 

될것이다. 

2) 부천시 아파트형공장의 현황 

부천시에는 건축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 

하여 19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국 2747R의 아파트 

형 공장 중 6.9%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3월에 

아주실업아파트형 공장이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 1998년 3월에 입주를 하였으며， 이후 

2000년 5월부터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에 대규모 

로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3)부천테크노파크 조성 

부천시는국내외적으로교통의 요충지이며 풍부 

한 인적자원， 노동시장을 배후로 양호한 입지조건 

을 갖추고 있으나，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제에 따 

른 신규공장입지의 제약， 기존산업의 영세성， 첨단 

산업 분야의 취약 등으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의 건립이 필요하였으 

며， 이에 따라부천테크노파크를조성하게 되었다. 

부천테크노파크는 부천시 전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수의 81.0%, 종업원 수의 89.1%를 차지 

하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1단지와 3단지가 위 

치하고 있으며， 2단지와 4단지는 원미구 약대통에 

위치하고 있다. 1차 사업으로 1 • 2단지가 진행되 

어， 2000년 5월에 1단지가 준공 및 입주하였고， 같 

은 해 11월에 2단지가 준공 및 입주하였다.2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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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3 • 4단지가 진행되어 2004년 5월에 입주 

하였다. 

특히， 2단지에는 소형정밀모터， 센서， 계측기기 

부문의 첨단산업연구단지를조성하여， 3개의 공동 

연구센터와 %개의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제조 

업체를 유치하였다 또한 4단지에는 국가 10대 차 

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 

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 제조업체， 대학연구소 

를 유치하였다. 첨단산업 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 

은대부분부천시 외부지역에서 이전한첨단기업 

이며， 기존의 부천시 특화산업인 금형 및 조명 산 

업과 연계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혁신적 분위기 창 

출과 지 역의 혁신 역량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4.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혁신특성 

수도권 지역은숙련 노동력， 전문서비스， 기술 및 

정보 획득이 유리한 지역이어서 지식기반형 중 • 

소 제조업체들을 유인하고 있다. 수도권은 풍부한 

혁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지가상승으로 중 • 소 제조업체들은 입지난을 겪 

고 있으며， 또한 기존 대도시 공업단지는 시설이 

노후와 되어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주고 있다. 이 

러한 원인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조성되었다 따라 

서 아파트형 공장은 기업체의 집적에 혁신적 분위 

기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즉， 대도시의 혁신 환경 

과 집적된 기업체를 지닌 혁신 창출의 구심점이 되 

어야할것이다. 

1) 입주 업체의 일반 현황 

매출액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2107R의 응답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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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안 
21.9% 

5억-20억 
47.1% 

〈그림 4) 연간 매출액 규모 

전자.영상 
25.9% 

, 공학，기슐기기 
11.4% 

_ 71 타 

4.0% 

섬유，의휴 
3.0% 

화학，고무 
7.0% 

조리금솔，공구 
8.0% 

〈그림 5) 입주 업체 업종 분포 

체 중 47.1%인 99개 업체가 5억원 이상 20억 미만 

이었으며， 5억원 미만에 속하는 업체와 20억 01상 

50억 미만에 속하는 업체가 각각 46개 업체로 

21. 9Yo를 차지하였다. 한편， 매출액이 50억 이상 되 

는 기업은 19개 업체로 9.1%를 차지하였다. 따라 

서 부천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체들은 대 

부분중소제조업체라고할수있으며，아파트형 공 

장이 부천시의 중소제조업체들의 주요한 입지 수 

단이 되고있다고할수있다. 입주업체의 연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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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 분포와 업종 분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입주업체의 종사자수는 208개 업체가 종사자수 

에 응답을 하였으며， 업체들의 평균 정규직 종사자 

와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각각 13.1명과 1. 4명이 

며， 이를 합친 평람 종사자수는 14.5명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부천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체의 

종사자수는 약 9260명으로 예상되어진다. 업체별 

종사자수 분포를 살펴보면， 소기업으로 정의되 

는 50명 미만의 업체의 비중이 웅답 업체의 96.8% 



〈표 5) 종사자수 분포 
(단위 : 개사， m') 

‘〉‘警繼繼 Z織쩔짧 •'" 
、 ι 

η←、、遭혔훌 

5인 미만 50 24.0 
6rv10인 59 28.4 
11 rv15인 41 19.7 
16rv20인 19 9.1 
21 rv25인 10 4.8 
26rv30인 8 3.8 
31인 이상 21 10.1 

자료:설문조사 

를 차지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은 대 

부분 소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창호 외 

(2003)의 서울시 아파트형 공장을 대상으로 한 설 

문 결과의 종사자수 50명 미만 기업 93.7%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직무별 종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가운데 55.2%정도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2.2%는 부천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 

권， 19.6%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 

에 입주한 기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교적 최근 

에 입주한 기업이고， 부천시 외부에서 이전한 업체 

도 상당히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부천시에 거주하 

는 종사자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200% 

100% 

00% 
대표자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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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처음으로 기업 

활동을 시작한 업체는 2127ß 의 웅답 업체 중 

12.7%인 27개 업체이며， 나머지 87.3%의 업체는 

다른 곳에서 이주한 업체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 

창호 외 (2003)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아파트형 공 

장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조사하였는데， 설문조 

사 결과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서 처음으로 기 업 활 

동을 시작한 업체의 비중이 11.7%로 조사되어 비 

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체를 이전한 업체들의 이전 주소지 

를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천테크노파크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 

기 직전 사업체 또는 공장의 주소지는 절반이 넘는 

1007ß의 업체가 부천시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업체의 24.9%인 46개 업체 

는 서울시에서 이전하였으며， 인천시와 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에서는 각각 경개와 14개 업체로 조 

사되었다. 서울시 아파트형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신창호 외 (2003)의 설문조사에서는 동일구에서 이 

전한 업체가 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 

다른 구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가 

8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서 

연구직 생산직 

| n 부천 • 서울 n 수도권 n 기티 l 

〈그림 6) 종사자의 직무별， 지역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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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파트형 공장의 신생기업 비중 

할 역 、썼챙역업 I 쫓 
부천테크노파크 27 (12.7%) 185 (87.3%) 

서울시 아파트형 공장 25 (11. 7%) 188 (88.3%) ,- 213 (100.0%) 

자료 : 설문 조사， 신창호 외 (2003) 서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표 7) 부천테크노파크의 이전 사업체 주소지 

호름참싫 J..1옳책f ~휩셔 향 겨I 
100 (54 .1%) 46 (24.9%) 25 (13.5%) 185 (100.0%) 

자료 설문조사 

〈표 8) 서울시 아파트형공장의 이전 사업체 주소지 

옳잃구 〈혔윷""1 합훌구 곁기도 ;수훌뤘혔 혈 잦l 
35 (18.6%) 145 (77.1%) 7 (3.7%) 1 (0.5%) 188 (100.0%) 

자료 : 설문 조사， 신창호 외 (2003), 서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울디지털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는 

96.0%가 다른 지역에서 입주한 업체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부천테크노파크는서울지역의 아파트 

형 공장에 비하여， 기존의 거래 관계를 가지고 인 

근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체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알수 있으며， 이는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목 

적 중 하나인 분산되어있는 공장을 집단화시키고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천시가 아파트형 공장의 조성으로 도시환 

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회복할 수 

쩍펼〕 역펼파 
형혈〕혁펼괴 
연펼마혁펄끽 

역펼꾀 전펼꾀 

.... 

〈서울λI OE파트혈 공장〉 

.... 

〈그림 7) 아파트형 공장 조성으로 인한 입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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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전한 사업체의 입주 형태 변화 

있으며， 입주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인식변 

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 여했다고 할 수 있 

다. 현재 입주형태와 이전 소유형태를 비교하면， 

월세에서 분양으로 이전한 기업이 전체 이전 기업 

의 707R 업체로나타났으며， 전세에서 분양으로 이 

전한 기업이 29개 업체로 나타났다. 한편 자가에 

서 분양으로 이전한기업이 317R 업체로나타났고， 

자가에서 임대로 이전한 기업이 7개 업체로 3.9% 

를차지하였다. 

현재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기 직전에 소유 

형태가 전세나 월세처럼 자기 소유의 공장이 없는 

1357R 사업체 가운데 현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 

하면서 자기 공장을 가지게 된 경우는 99개 업체 

로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 

트형 공장이 영세 사업체에게 자가 공장을 확보하 

여 안정적인 사업장을 제공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 

는것을알수있다 

2)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입지만족도 및 입 
지요인분석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64.7%의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하 

였다. 얘 2%의 업체는 조금 만족하고 18.8%의 업 

체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반면 조금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 하는 업체는 4.8%에 

조금불만족 
하다 

매우 불만족 

하다 
1.4% 

3 .4% 

〈그림 9)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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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른 지역으로 이전 고려 응답수 
(단위 : 개사，%) 

음
-
+
 

꽤
 
-
랩
-
계
-
낼


한
 -
챈
-
합
-
원
 

이
 

히
，
-
-

@ 

-
@
-
짜
 

29(경기 10, 

서울 9)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부천테크노파 

크에 입주한 기업체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현재 입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한 업체는 43개사 20.7%로 조사되었 

으며，아래의표와같다. 

한편 이전하려는 주요 이유에 대하여 이전을 희 

망하는 섬개 업체 중 40개 업체가 복수 응답을 하 

였으며， 대부분 업체가 사업장 확장을 이전 이유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거래업체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이전하려는 업체가 22.5%를 차지하였으 

며， 기술/경영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이전을 하려 

는 업체는 없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의 가장 

단점인 사업장 확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전하 

려는 업체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좀 

더 유연적인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혁신 창출의 공 

간으로서 어떠한 특정을 가지는지 살펴보려고 한 

다. 아파트형 공장의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공유 

하는데 어떠한특징을가지는지 살펴보며，특히 부 

천테크노파크의 사례와 같이 첨단산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다른 기업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설문조사를 이용하려 살 

펴볼것이다. 

1) 아파트형 공장 입주 이후 변화 

우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이후 매출액 변화 

에 대해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조금 

증가 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첨단산업 연구단지내 입주업체들은 61.1%의 업체 

들이 조금 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일 

반단지에 입주한업체들보다매출액이 더크게증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조금 또는 크 

게 증가에 응답한 업체수가 매출액 변화와 비슷하 

게 나타나지만， 일반단지 입주업체와 첨단산업 연 

구단지 입주업체와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이후의 연구 

5.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투자비를 살펴보면， 전체 입주업체의 50.3%의 업 

혁신 특성 체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단지에 입 

〈표 10) 다른 지역으로 이전 이유(주요항목) 
(단위 : 개사， %) 

01첼 01휴、췄뿔 용닮 업처했확추옳짧} 1:1 1옳 

@사업장확장 36 87.5% 

@임대료문제 5 12.5% 

@인력수급문제 4 10.0% 

@거래업체와의 인접성 9 22.5% 

@기타 3 7.5%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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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이후 매출액 변화 
(단위 : 개사，%) 

/、’‘、
ιδ: 、/ 않깨l 휠쇼 쫓짧 짧옳’ 현활 없쫓짧灣ζj 讓혔 쫓、양 혔~，쳤 

9 16 75 71 28 199 
전체 입주업체 

(4.5) (8.0) (37.7) (35.7) (14.1) (100.0) 

9 14 70 64 24 181 
일반단지 입주업체 

(5.0) (7.7) (38.7) (35.4) (13.3) (100.0) 

0 2 5 7 4 18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0.0) (11.2) (27.8) (38.9) (22.2) (100.0) 

자료:설문조사 

〈표 12)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이후 종사자수 변화 
(단위 : 개사， %) 

눴거|값쏘 쪼짧감쏘 변혔없훌훌 Æ훌짤 총가 표커| 醫，~ 합갖뚫f 

14 16 73 80 15 198 
전체 입주업체 

(7.1) (8.1) (36.9) (40.4) (7.6) (100.0) 

14 16 68 71 11 180 
일반단지 입주업체 

(7.8) (8.9) (37.8) (39.4) (6.1) (100.0) 

0 0 5 9 4 18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0.0) (0.0) (27.8) (50.0) (22.2) (100.0) 

자료:설문조사 

〈표 13)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이후 연구투자비 변화 
(단위 : 개사， %) 

E표찍I 강소 .æ:홉감소 f였灣없혈 .æ:릎 흉7. 응3찌§ 餐'• 짧껴g 

4 8 79 69 23 183 
전체 입주업체 

(2.2) (4.4) (43.2) (37.7) (12.6) (100.0) 

4 8 76 59 18 165 
일반단지 입주엽체 

(2.4) (4.8) (46.1) (35.8) (10.9) (100.0) 

0 0 3 10 5 18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0.0) (0.0) (16.7) (55.6) (27.8) (100.0) 

자료:설문조사 

〈표 14) 매출액과 연구투자비 증감과의 관계 

싫꿇먼파變뀔i <D @짚 변확 /繼없종촬 @횡 양헐 
합 껴i 

표쐐 않:싫 조끓깝.~ ~늪훌 짧와 표쩌|품까 

@크게감소 1. 6% 0.5% 1.1% 0.0% 0.0% 3.3% 

@조금감소 0.5% 2.2% 3.3% 1.1% 1.1% 8.2% 

@변화없음 0.0% 1. 6% 24.7% 10.4% 1.1% 37.9% 

@조금증가 0.0% 0.0% 121% 20.3% 3.3% 35.7% 

@크게증가 0.0% 0.0% 1. 6% 6.0% 7.1% 14.8% 

합 계 2.2% 44% 42.9% 37.9% 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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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업체들의 46.7%가 연구투자비가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첨단산업 연구단지 입주 

업체들은 83.4%의 업체들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부천시 외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가 대부분인 첨 

단산업 연구단지 입주업체들이 연구투자비를 크 

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형 공장의 혁신 

분위기 창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이후 매출액대비 연구투자비는 전반적으 

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연구 

투자비와 매출액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일까? 이를 위해 매출액과 연구투자비 증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양의 관계 

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과 연구투자비 

가 동시에 증가한 업체의 비율은 약 37%를 차지한 

반면， 동시에 감소한 업체는 약 5%에 지나지 않는 

다. 또한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연구투자비는 감 

소한 업체는 전혀 없었으며， 연구투자비는 증가하 

였으나 매출액은 감소한 업체는 2.2%에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이후 매 

출액의 변화와 연구투자비의 변화는 긍정적인 관 

계임을알수있다. 

2) 입주업체의 네트워크 실태 

Cooke(1998)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지식이 갖는 

암묵성에 주목하고， 정보의 교환과 다른 외부 효과 

를 촉진하기 위한 지리적 근접성이나 집적 특성의 

중요성을 재평가 하였다. 더불어 지 역내 경제 주체 

간 상호작용은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렇게 형성 

된 고도의 신뢰관계는 기업 간 거래 비용을 최소화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한다고 한다. 

-20-

Morgan(1999) 역시 지 역단위를 통해 네트워크나 

암묵적 지식 같은 지역 내 특정 깎f을 개발할 수 

있고，지리적요인을통해노하우나지식 이전을위 

한 전제 조건들을 쉽게 만족 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네트워 

크를 살펴봄으로써， 지식 이전 또는 혁신 창출이 

지리적 근접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 파악 

하파 한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별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의 자 

료를이용한다. 

입주업체의 협력 업체수를 살펴보면， 부천테크 

노파크의 입주업체는 평균 55.42개의 협력 업체를 

가지는 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 활동별 협력업체 

를 살펴보면，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협력업 

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훈련과관련된협력업체의 수는적게 나타났다. 또 

한 전문생산자 서비스 협력 업체는 평균 2. 197R 가 

지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 구매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부천시， 서울시， 

인근 지역(인천， 시홍， 김포， 일산， 안산)이 각각 

26% 전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아파트형 

공장 내부와 기타 국내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나타났다.즉지리적으로근접한지역에구매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수가 약 80%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가까운 지역에서 제품원료를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판 

매와 관련된 협 력업체는 인근 지 역과 기타 국내지 

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매 관계의 협 

력 업체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 협력 업체가 있다 

고할수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협력업체 또는 기관은 수도 

권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나타났지만， 거래 

은행의 경우 지역내의 업체와 거래하는 비율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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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입주업체의 평균 협력 업체 수 
(단위 : 개사， %) 

3.;;많 꿇￡상 조월합:삼 환확없훌훌 3쪼짤중훌't 짧|醫꼈 휩쳐l 

전체 입주업체 
20_25 25.64 2.66 1.36 2.19 55A2 

(36.5%) (46.3%) (4.8%) (2.5%) (4.0%) (100.0%) 

일반단지 입주업체 
19.57 25.60 2.67 1. 33 2.22 54.70 

(35.8%) (46.8%) (4.9%) (2.4%) (4.1%) (100.0%)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27_80 26.13 2.57 175 1.80 63_38 

(43.9%) (41. 2%) (4.1%) (2.8%) (2.8%) (100.0%) 

자료:설문조사 

〈표 16) 협력업체의 공간적 분포 
(단위 : 개사， %) 

옳짧 otI야트혐 
$휴쳤λl 서옳시 인근차확 71타국않 승H2I 활쳐l 

영체l츄(N) 팔자 

구매업체 159 3.8 260 

판매 업체 149 3.1 12_0 

연구개발 70 3.8 20_3 
JlL~ 。 τ 송 E긴j 50 10 261 

거래은행 150 14.7 68A 

서비스엽제 104 10_9 44_6 

자료:설문조사 

고， 특히， 아파트형 공장내의 협력 업체와 거래하 

는 비율이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 

다. 생산자 서비스 부문의 협력 업체는 부천시와 

서울시에 위치한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수 있다. 아파트형 공장내 서비스 업체와 

거래}는 비중도 10.9%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가 

까운 지 역의 업체나 서울에 위치한 업체와 거 래하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생산자 서비스 업체가 서울에 위치하여 불 

26.0 26_3 7.6 10.2 100.0 

17.0 32.2 25.1 10.6 100.0 

27.6 27.2 16.7 4A 100.0 

30_6 246 150 2_8 100_0 

108 5.7 0.4 0.1 100. 。

34.7 8_5 13 0.0 100.0 

편할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세무사， 변리 

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서비스 업체와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또한 전문 서비 

스의 경우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거리 

에 위치하더라도좋은서비스를받는것이좋기 때 

문에 서울시에 위치한 전문 서비스 업체와 거래관 

계를 유지한다고 답하였다. 아파트형 공장 내의 업 

체간 협력은 제품 구매와 판매에 있어 3%정도로 

〈표 17) 아파트형 공장내 형력업체가 있는 업체 비율 
(단위 : 개사， %) 

T빼없체 표빼앓轉 f였구JH밟 X갚￡훌훌훌뤘 확랴I릎행 짧서용쇼tfxt쓰t 
전체 입주업체 20.1% 16.9% 11. 4% 60% 25_2% 17.3% 

일반단지 입주업체 20.3% 17.2% 8.5% 7.1% 26.3% no%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1R8% 6.7% 273% 0_0% 14.3% 2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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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과관계된 협력 업체의 비중은 1%로가 

장 작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아파트형 

공장내부의 기업체간정보가많지 않은것으로 예 

상되며，앞으로 3단지와 4단지의 업체간교류가활 

발해지면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형 

공장내에 협력업체가 있는 업체의 비율을 기업 활 

동별로 살펴보면， 우선 20.1%의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내 구매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9%는 판매업체가 존재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거래 은행의 경우 전체 업체의 25.2% 

가 거 래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으로조사되었다. 

이상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의 네트워크 실태 

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아파트형 공장내 협 력 업 

체의 수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하지만 입주사 관리본부의 직원과 인터뷰 결과 

이러한수치는 예전보다늘어난 것이라고하며， 앞 

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3) 아파트형 공장의 혁신 창출 

어떤 지역에서 창출되고 공유된 지식은 상호 학 

습 능력을 증진시키므로 중요하다. 지식을 생산하 

기 위하여 단지 지리적으로개인이나기업을가까 

이에모아둔다고신뢰가형성되고，협력이 강화되 

며， 많은 지식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에서 

는 상품 시장의 세계화 및 지식 생산의 지역화 과 

정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것은 국경 없는 세계 경 

제에서 지역이 가진장점을살려야만경쟁에서 우 

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Fischer ， 1999). 

또한 Scott(1988)은 외부 거 래 관계를 가지는 독립 

된 생산자들로 구성된 큰 집합체로 간주 될 수 있는 

기업체의 집합을 산업복합체라고 하며， 이러한 산 

업 복합체에 속한 개별 기업의 범위와 규모의 확장 

또는 수축은 기업 복합체의 확장 또는수축으로 연 

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체의 산업 복합체 

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를 아파트형 공장에 적용시켜， 아파트형 공장 

을 하나의 산업 복합체라 하고 입주한 기업을 복합 

체에 속한 개별 기업이라 한다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많은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에서의 

연구개발 부서와 같이 전문화된 혁신 조직을 대부 

분가지기 어렵다. 또한대부분의 혁신은고객 또는 

가치사슬상의 연계된 기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 

여 나타나는데， 따라서 산업 복합체에 속해 있는 개 

별 기업의 혁신은 산업 복합체 전체의 혁신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의 창출 

〈표 18) 입주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 분포 
(단위 :개， %) 

분포 전처l 앓추없처i 잃웰B처 짧짧짧뼈 찢혔웠셨짧t:t^1 없혹없줬I 
0%이상 3%미만 25 (16.6%) 24 (18.2%) 1 (5.3%) 

3%이상 5%미만 17 (11. 3%) 16 (12.1%) 1 (5.3%) 

5%이상 10%미만 29 (19.1%) 26 (19.7%) 3 (15.8%) 

10%이상 20%미만 48 (31. 8%) 43 (32.6%) 5 (26.3%) 

20%이상 32 (21. 2%) 23 (17,4%) 9 (47.3%) 

합계 151 (100.0%) 132 (100.0%) 19 (10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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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품 디자인과 품직의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산업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형 공장이 혁신을 창출하고 지 

식을 공유하여 지 역 혁신역량 증진에 어떠한 역할 

을 하고 있을까? 또한 부천시가 유치한 첨단산업 

연구단지는아파트형 공장의 혁신 역량증진에 어 

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地理學論훌훌 제47.호 (2006.2) 

위해 설문조사를통해 알아보았다. 

우선 입주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를 

살펴보면， 전체 입주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 

비 평균은 11.3%로 조사되었다. 일반단지 입주업 

체는 10.2%로 조사되었으며， 첨단산업 연구단지 

입주업체는 18.3%로 조사되었다 2)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2004년 매출액 대 

〈표 19) 입주업체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단위:개사) 

~1::I.r:t 繼쫓혔、蠻a흙鍵쫓옳 、 、; ι 짧했!t:tXI 繼쫓행鍵 : 씨 鎔짧織짧혔 짧훌짧~ z 

0개 88 (52.4%) 88 (48.6%) 0(0.0%) 

l개 19 (11.3%) 22 (12.2%) 3 (25.0% 

2개 21 (12.5%) 23 (12.7%) 2 (16.7%) 

3개 6 (3.6%) 6 (3.3%) 0(0.0%) 

4개 8 (4.8%) 10 (5.5%) 2 (16.7%) 

5개 5 (3.0%) 7 (3.9) 2 (16.7%) 

6개 6 (3.6%) 7 (3.9%) 1 (8.3%) 

7개 2 (1. 2%) 3 (1. 7%) 1 (8.3%) 

8개 3 (1. 8%) 3 (1.7%) 0(0.0%) 

9개 이상 10 (6.0%) 12(6.6%) 2 (16.7%) 

합계 168 (100.0%) 181 (100.0%) 13 (100.0%) 

자료:설문조사 

〈표 20)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과 매출액 변화와의 관계 

”샌핫 빼{홉훌，~ 뿔짧 @갱 、쫓앓 깐쭉훌 g혔 짧￡짧 였짧 ;繼 ‘羅냥τ繼 繼쫓:펙쫓 덕 혔1흩좋 蠻훌훌 
0개 0.6% 3.6% 23.7% 16.0% 3.6% 47.3% 

1개 L2% 0.0% 4_1% 1. 8% 47% 11. 85 
2개 0.6% 0.0% 3.6% 6.5% 2.4% 13.05 
3개 0_0% 0.0% 0.6% 3.0% 0.0% 3.65 
4개 0.6% 0.0% 1. 2% 3.0% 1. 2% 5.9% 
5개 0.0% 0.6% 1. 8% L2% 0.6% 4.1% 

6개 0_0% 0.0% 0.6% 3_0% 0.0% 3.6% 
7개 0_6% 0.6% 0.6% 0_0% 0.0% 1. 8% 

8개이상 0.0% 2.4% 1.8% 12% 3.6% 8.9% 
합계 3.6% 7.1% 37.9% 355% 16_0% 100.0% 

자료:설문조사 

2) 설문조사에서 빈칸으로 비워둔 업체는 65개 업체로 대부분 연구투자비가 %로 예상되지만， 연구투자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인지 
몰라서 빈칸으로 남겨둔 업체도 있어서 모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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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종사자수 대비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 
(단위 : 개사， %) 

자료:설문조사 

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 ， 76%인 것에 비하여 월등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주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1817ß 웅답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473개로 평균 2， 6개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을 일반 

단지 입주업체와 첨단산업 연구단지 입주 업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단지 입주업체는 4137ß로 

평균 2.5개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 

단산업 연구단지 입주업체는 60개로 평균 4， 6개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단산업 연구단지 

의 지적재산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0개의 

지적재산권 중 특허가 23개， 실용신안이 22개， 의 

장상표가 14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과 매출액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과 매출액의 증 

가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업체들의 종사자수중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종사자수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이 많으면 지역의 

노동시장이 고도화 된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은 아 

파트형 공장의 지식창출 및 혁신 창출에도 긍정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지 

역의 혁신 분위기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첨단산업 연 

구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개발 인력이 아파트형 

공장의 노동시장을 고도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개발의 성과는 지 

식창출 또는 혁신 창출로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이 혁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파트형 공장의 혁신 창출에 있어서 첨단산업 

연구단지는 연구개발투자가 다른 기업체 보다 많 

고， 지적 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 

산업 연구단지가 아파트형 공장의 지식 창출에 선 

도적 역할을한다고할수 있으며，또한지역 노동 

시장의 고도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830명 7낸데 447명 ó1 연구직에 종사딴 것으로 5. 첨단t법연구단지의 혁신 파급효과 
나타나 평균 15 ， 8%인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으로 연구개발 인력은 고임금의 기술 • 지식 인력 어떤 지역에 첨단기술산업이 집적되면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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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공헌한다는 논리를 박삼옥 (1999)은 크게 

세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 첨단기술산업이 지역에 입지해서 해당지 

역에 물자및 서비스 연계를통해 지역경제 승수효 

과를높일수있고， 

둘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분 

리신설기업이 많이 창출되어 첨단기술산업의 집 

적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공헌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산업에 첨 

단기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지 역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의 발전에 공헌한다고 

하였다. 

부천시의 경우，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이 집적되도 

록 한 공간을 아파트형 공장 안에 ‘첨단산업 연구단 

지 라는 이름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첨단산업 

연구단지에서 시작된 혁신의 씨앗은 아파트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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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의 다른 기업에 전파되고， 더 넓게는 부천시 

전체로파급되기를기대하고있다. 즉첨단산업연 

구단지 조성으로 지역내 연계성을 높이고， 신설 첨 

단기술산업을 많이 창출하며， 지역산업구조를 고 

도화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이 효과를 높이려 하였 

다. 하지만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는데 그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첨 

단산업연구단지에서 창출된 지식이 이전되도록 기 

술 및 정보하부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내에 입지한 첨단산 

업 연구단지가 아파트형 공장의 혁신 창출의 공간 

이 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 

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의 기술협 력의 회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입주업체 

의 22.0%의 업체가 기술협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2) 첨단산업 연구단지 입주 업체와의 기술협력 횟수 
(단위 : 개사， %) 

훤포 전책 입주업체 일반'2tÃI 압주업체 첨단산업폈자 엽주엽채 

경험 없음 78 (78.0) 75 (82.4) 3 (33.3) 

1회 5 (5.0) 5 (5.5) 0 (0.0) 

2회 9 (9.0) 6 (6.6) 3 (33.3) 

3회 2 (2.0) 1 (1.1) 1 (11.1) 

4회 이상 6 (6.0) 4 (4.4) 2 (22.2) 

합계 100 (100.0) 91 (100.0) 9 (100.0) 

평균 1. 0회 0.8회 3.2회 

자료:설문조사 

〈표 23) 첨단산업연구단지내 생산 네트워크 업체 수 
(단위 : 개사， %) 

환Eε 전젝 입주업체 잃반단지 압주업체 첨단산업단자 입주업체 

0개 69 (69.7) 67 (75.3) 2 (20.0) 

1개 12 (12.10 10 (11. 2) 2 (20.0) 

2개 11 (11. 1) 8 (9.0) 3 (30.0) 

3개 1 (1. 0) 0 (0.0) 1 (10.0) 

4개 이상 6 (6.1) 4 (4.5) 2 (20.0) 

합계 99 (100.0) 89 (100.0) 10 (100.0) 

평균 0.9개 0.8개 2.17H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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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업체와 협력관계 희망 의견 
(단위:개，%) 

10 9 44 24 12 99 
전체 입주업체 

(10.1%) (9.1%) (44.4%) (24.2%) (12.1%) (100.0%) 

10 8 36 20 9 83 
일반단지 입주업체 

(12.0%) (9.6%) (43.6%) (24.1%) (10.8%) (100.0%) 

0 8 4 3 16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0.0%) (6.3%) (50.0%) (25.0%) (18.8%) (100.0%) 

자료 설문조사 

〈표 25) 첨단산업연구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이미지개선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전제 입주업체 
2 7 35 36 22 102 

(2.0%) (6.9%) (34.3%) (35.3%) (21. 6%) (100.0%) 

2 6 29 30 19 86 
일반단지 입주업체 

(12.3%) (7.0%) (33.7%) (34.9%) (22.1%) (100.0%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0 6 6 3 16 

(0.0%) (6.3%) (37.5%) (37.5%) (18.8%) (100.0%) 

자료 설문조사 

〈표 26) 첨단산업연구단지와 비슷한 업종전문화 아파트형 공장 공급에 대한 의견 
(단위 ‘ 개， %) 

흥H쌓C}-，!옳警01따 
협 繼z r 앓 

전체 입주업체 
2 3 31 35 32 103 

(1. 9%) (2.9%) (30.1%) (34.0%) (31.1%) (100.0%) 

일반단지 입주업체 
2 3 27 29 26 87 

(2.3%) (3.4%) (31. 0%) (33.3%) (29.9%) (100.0%)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0 0 4 6 6 16 

(0.0%) (0.0%) (25.0%) (37.5%) (37.5%) (100.0%) 

자료 설문조사 

다음으로 첨단산업 연구단지내의 업체와 생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개발， 정보획득 등 

네트워크를 가지는 업체의 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 혁신 활동에 있어서 파급효과도 부정적인 의견이 

와 같다. 그 결과 아직은 일반단지 입주업체와의 많이나타났다. 

교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첨단산업 연구 하지만 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업체와 협력관계 

단지 내의 업체들만이 기업간 협력이 비교적 활발 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36.3%의 

-26-



업체가긍정적인답변을하였다. 또한부정적인웅 

답은 19.2%에 불과해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첨 

단산업연구단지와 상호 교류가 활발해 질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 연구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첨단산업 연구 

단지가 아파트형 공장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창호 외(2어3)의 연구에서는 업종전문화 

아파트형 공장은 기술코드와 지식코드가 통일한 

업체의 집적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식의 축적 및 혁 

신역량의 증대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업종전문화 아파트형 공 

장은 업체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지식을 활 

용하고 학습공간으로서 혁신창출을 수행하는 한 

편 입주업체간의 마찰을 줄이고 작업환경의 개선 

에도 도웅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입주 업체의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첨단산업 연구단지와 비슷한 업종전 

문화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에 대한 입주업체의 의 

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 업체의 65.1%인 67 

개 업체가긍정적인답변을하였다. 일반단지 입주 

업체는 63.2%의 업체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업체는 4.8%에 지나지 않았 

다. 첨단산업 연구단지 입주업체는 75%의 업체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 

는없었다. 

어떤 지역에 첨단기술산업이 집적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이 

러한 첨단기술산업을 아파트형 공장 내에 유치하 

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첨단산업 연구단지 

의 지식 확산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그 파급효 

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입 

주 업체들이 첨단산업 연구단지 내의 업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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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단산 

업 연구단지가 아파트형 공장의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 

면 충분히 상호 교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업종전문화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에 대한 

의견또한긍정적인답변이 많았으며，이는앞으로 

조성될 다른 아파트형 공장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첨단산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혁신 공 

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 

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수있다. 

첫째，설문조사결과부천테크노파크의 경우다 

른지역의 아파트형 공장보다같은지역에서 이전 

한 업체의 비중이 크며， 도시환경 개선과 작업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업체들의 전반적인 입주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의 가장 단 

점인 사업장 확장의 어려웅으로 인하여 이전하려 

는업체가많으므로이를해결하기 위한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아파트형 공장이 혁신 공간이 되기 위해 입 

주 업체들의 혁신특성과 활동을 조사한 결과， 입주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증가 

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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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와 아파트형 공장내 

기업간협력 등혁신활동이 증가한것을알수 있 

었다.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으로 입주 업체간 활 

발한 상호작용이 예상되었으나， 입주 업체의 네트 

워크를분석한결과아직 아파트형 공장내 기업간 

상호 교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파트형 공장의 혁신 창출에 관계된 특성 

을 찾아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첨단산 

업 연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일반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비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많고， 지적 재산권 

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첨 

단산업 연구단지가 아파트형 공장의 지식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노 

동시장의 고도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 

치한 첨단산업 연구단지와의 상호 교류는 그리 크 

지 않고， 그 파급 효과 또한 아직 미약하지만， 많은 

입주 업체들이 첨단산업 연구단지 내의 업체와 협 

력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단 

산업 연구단지가 아파트형 공장의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여건이 마련 

되면 충분히 상호 교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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