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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韓國 自 훨b車 部品工業의 立t면變{t 

서울大學校 大學院 地理學科

趙 昌 術

이 論文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立地鼎究動向에서 立地要因을 살피고 아울러 

韓國 담動車 部品塵業의 立地類型과 立地要因을 파악하며 現代엽動車와 大宇담 

動車에 납품하는 下請業體를 사례로 立地變化의 過程과 立地變化要因을 규명하 

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그 鼎究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멈動車 部品業體의 立地에 영 향을 미 치는 立地要因들의 變化에 따라 工場立

地의 空間的 패턴이 어떻게 變化되는지를 논의하고 주요 立地要因으로는 딩動車 

塵業의 國際化， 生塵組織， 製品技術， 工程技術， 華新， 政府의 영 향 동을 살폈다. 

2) 韓國 염動車塵業의 발달은 政府가 國家의 戰略塵業으로 지정 · 육성하는 과 

정에서 급속히 成長할 수 있었으며， 또 外國 多國籍 企業과의 協力關係를 先進國

企業과의 技術提擺 및 部品供給關係를 맺는 한편， 그들의 世界的 판매망을 활용 

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韓國 自動車塵業의 發展過程은 輸入部品에 의한 組立段階 - 部品의 國塵化段階

- 輸出段階 - 海外組立段階로 요약될 수 있다. 

3) 핍動車 部品은 기능과 投入素材， 製造工程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하는 立地要因이 달라 입지 패턴 또한 다양하다. 

韓國 담動車 部品業體의 立地패턴은 大都市 地域에서 憐接 市道地域으로의 分

散패턴으로， 이런 分散碩向은 組立工場의 立地와 관련이 있으나 또한 政府의 工

業立地 政策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設問調훌에서 파악된 주요 立地要因으로는 母企業과 市場에의 近接性， 값싼 數

地確保로 확인되었다. 

4) 담動車 部品業體의 立地變化過程과 立地移動要因을 파악하기 위해 首都團의 

大宇멈動車와 東南團의 現代담動車에 納品하는 業體를 중심으로 1977 -1984, 

1984 -1988, 1988 -1991 , 各 時期別 立地가 변한 業體의 變化過程을 地圖化하였 

고， 移動要因을 設問을 통하여 파악했으며， 分布變化의 특색을 部品構造別， 技術

水準， 運送去離， 塵f庸規模에 따라 분석하였다. 部品業體의 分布는 母企業의 立地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現代納品業體가 東南團에 集中分布한 것은 節山에 母

企業이 立地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면 大宇 納品業體가 首都團과 東南園으로 양 

분되어 立地하고 있음은 母企業이 仁川과 옳山 두곳에 立地하고 있기 때문이다. 

部品構造別， 技術水準別 分布類型은 立地 패 턴이 다양하여 劃一的으로 말할 수 

는 없으나 高附加價植의 部品이나 멈動車의 性能과 관련된 部品， 機密을 要하는 

部品， 收益性이 높은 部品은 母企業에서 生塵하고， 일부 샤시部品， 重量이나 부피 

가 큰 車體部品은 母企業 주변에 입지한다. 

距離에 따른 分布變化는 現代담動車 納品業體는 薦山起點 半짧 80km 以內의 

東南團에 集中을 보인 반면， 大宇 納品業體는 仁川起點 半쩔 40km 以內 首都團

지역과 240km 以上의 東南團에 양분되어 분포하고 있다. 

塵健規模에 따른 分布變化는 全體的으로 中小企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母企業別로 살펴보면 하나의 母企業에 納品하는 부품업체는 中小企業의 비율이 

높고， 複數 母企業에 납품하는 部品業體는 大企業의 비율이 相對的으로 높다. 

立地移動 類型은 母企業과 聯關性이 크고， 立地移動 要因은 工場立地別 또는 

主去來處別로 볼 때 工場數地의 確保와 母企業에의 適期納品 필요성이 立地移動

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l 主要 用語 : 立地鼎究動向， 엄動車 部品훌業， 立地類型， 立地要因， 立地移動要因，

下請業體. JIT(適期配達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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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I 章 l좋 

1. 問題의 提起 및 짧究目的 

를& 
늄빼 

멈動車 工業은 19C初 英國 塵業華命期의 면방직 공업에 비교되는 20C의 代表

的 先導塵業으로 規模의 經濟(scale of ecomonies)가 요구되 며 수많은 工程段階를 

거쳐야하는 資本 및 技術集約的인 結合 機械工業이다，1) 특히 여러 관련산업에 대 

한 波及效果(spin-off effects)가 커 많은 나라에서 國家的 戰略塵業으로 보호육성 

하고 있다.2) 

自動車 塵業(Auto industry)은 部品塵業(Auto parts industη)3)과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생산하는 組立塵業(Auto assembly industry)4)으로 대별되고 部品塵業과 

完成車 塵業은 分業的 生塵體制를 형성하여 긴밀한 共生關係(symbiotic reiationship) 

를 유지하며， 部品塵業의 발전여하가 組立塵業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部品 및 素材工業으로부터 시작하여 完成車 工業으로 진행하는 

1) 韓國塵業銀行， 1984, r韓國의 塵業J ， p.335. 

2) P. Dicken, 1992, D'Global Shift : πle Inter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Jl. πle Guilford Press. 

London, pp.268-269. 

3) 이에 關한 昭究 論文은 다음과 같다. 

,,- A.K. Glasmeier and K. Patrizi, 1985 ,. "까le United States Auto Parts Industry A Technical 

Report on The Spatial 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Program in Community studies 

College of Human Developmen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A. K. Glasmeier and R.E. McCluskey, 1987, "US Auto Parts Production : An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and Location of a Changing Industry " , Economic Geography, Vol. 63. pp.142-149. 

* Is비ro， Katsuji, 1986, "Internationalization in Japan’s Auto Parts Indus따， ," Digest of Japan 

Industη and Technology, No. 22 1. pp.24-32. 

* J.M. Rubenstein, "Changing Distribution of American Motor-Vehicle-Parts Suppliers", The 

Geograpical Review, Vol. 78, No. 3. pp.288-298. 

4) 이에 關한 論文은 다음과 같다. 

* N.P. Hurley, 1987, "The Automobile Industry A Study in Indusπial 1ρcation"， in H.G. 

Roepke, and T.J. Mareash, (려s) ， Reading in Economic Geograph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pp.416-429. 

* J.M. Rubenstein, 1986, "Changing Distribution of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πle 
Geographical Review, Vo1.76, NO.3. pp.288-300.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韓國의 법動車工業은 수출 위주의 塵業政策에 의해 部

品塵業에서 完成車 생산으로 진행되는 정상적인 發展過程을 거치지 못하고 素材

및 部品을 수입하여 완성차를 생산한 다음 이를 수출하는 역진적인 패턴을 취해 

왔다.5) 

韓國의 핍動車塵業은 이와 같이 遊進的인 과정을 통하여 성장해 왔기 때문에 

小數의 完成車 組立業體(現代， 大宇， 起亞)는 크게 成長한 반면， 多數의 中小 部品

業體는 성장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6) 

또한 韓國의 엽動車 部品塵業은 그 역사가 짧고， 關聯塵業이 成熟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政府의 담動車 工業 育成政策이 주로 完成車 部門에 集中되었기 때 

문에 몇몇 品目을 제외하면 先進國에 비해 精密度， 品質 그리고 價格面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다. 

담動車는 單一商品으로 세계 최대의 交易商品이며， 자동차 산업은 한 나라의 

經濟力과 技術 水準의 R度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핍動車 塵業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담動車 部品塵業이라 할 

수 있다.1) 乘用車의 경우 全體 部品의 70% 이상을 부품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 

部品의 品質과 價格이 곧바로 完成車의 生塵性과 직결되고 있다. 

部品塵業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比重아 이처럼 큼에도 불구하고8)， 部品

塵業의 立地와 관련된 先行的 昭究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9) 따라서 韓國 自動

車 部品塵業의 發展過程과 그 空間的 構造를 밝히는 일은 의미 있는 課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완성차 부문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 

5) 李掌홈， 1990, 韓國 엽動車塵業의 國際觀爭力 分析과 國際化 戰略， p.2 1. 國際贊易經營

鼎究院.

6) 李掌홈， 1990, 前揚論文.
7) 韓國塵業銀行， 1990, ‘韓國의 塵業’ p.445. 

8) 1988년 팀動車製造業에서 部品工業比重은 生塵觀(3 1.6%) ， 附加價植(38.9%) ， 從業員數(60.1 %) 

9) 李相石， 1992, 韓國 덤動車 塵業의 生塵組織및 技術과 立地에 關한 鼎究. 全南大 大學院 博

士學位論文.

趙成旭， 1987, 韓國 법動車 部品工業의 連緊패턴에 關한 鼎究. 地理敎育論集， 第 18 號，

pp.67-93. 

朴珠洪， 1985, “工業立地 分析에 關한 鼎究: 우리나라 펌動車 部品 塵業을 中心으로 양明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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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 많은 關聯塵業과 地方 勞動

市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공엽은 製品의 種類와 

生塵工程이 극히 多樣하여 立地的 特性을 밝히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鼎究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本 鼎究의 주요 鼎究目的은 크게 두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부품산업의 立地 類型과 立地 要因(locationa1

factor)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現代범動車와 大宇담動車에 납품하는 下請業體

(subcontracting)를 사례로 立地 變化(locational c뼈nge)의 過程과 變化 要因을 밝히 

고저 한다. 

2. 짧究方法 및 論文의 構成

韓國의 담動車 部品塵業은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體系

的으로 收錄한 자료가 빈약한 관계로 다음과 같은 資料 活用의 制約이 있었다. 

첫째， 鼎究 덤的을 뒷받침할만한 상세한 情報가 수록된 자료가 미흡하여， 韓國

담動車 工業 協同組合에서 發刊한 「담動車 I業 便寶」에 수록된 部品業體에만 

국한시켰다. 

둘째， 時期 區分은 非公式 發刊 資料이지만 가장 오래된 자료로 생각되는 1977 

年과 公式的 자료 구득이 가능한 1984年， 팀動車 生塵이 100만대를 돌파하고 輸

出이 최고조에 달한 1988年， 그리고 가장의 最近 發刊資料인 1991年을 基準으로 

하였다. 

셋째， 部品業體가 핍動車와 關聯된 단 하나의 부품만 생산하여도 部品業體에 

포함시켰으며， 完全 分解 部品(CKD)과 中間 分解 部品(SKD)을 구분하지 않고 하 

나의 부품으로 보았다. 

本 鼎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鼎究의 方法은 첫째 韓國의 핍動車 部品工業

의 立地 類型 把握을 위해 기본 지표로 工場數를 이용하였다. 

즉， 1977년 3507~ ， 1984년 8357~ ， 1988년 10357~ ， 1991년 14107~ 部品業體의 年

度別， 團域別 分布圖를 작성하여 立地類型과 立地展開 過程을 파악하였으며， 從業

員數 및 從業員 規模에 따른 大 · 中 · 小 企業의 分布圖를 作成 이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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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模에 의 한 企業區分은 中小企業 基本法에 준거하여 업 체 당 300명 이상을 大

企業， 299-100명을 中企業， 100명 이하를 小企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母企業인 現代담動車와 大宇담動車에 각각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年度別

(1977, 1984, 1988, 1991年) 分布類型을 @ 部品構造別 技術水準，(2) 運送距離，@

從業員數 및 從業員 規模를 기준으로 細分하여 母企業을 中心으로 한 부품업체 

의 分布 特色을 고찰하였다. 즉 部品構造別， 技術水準의 特色은 年度別로 母企業

에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部品들을 車體， 샤시 그리고 엔진의 3개부류로 區分하 

고， 다시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部品과 기타 部品으로 分類하여 살폈고， 距離別

分布變化는 罷山의 現代핍動車와 仁J 11 의 大宇멈動車 組立工場을 各各 기점으로 

1977年에서 1991年에 이르는 동안 部品業體의 距離別 累積分布 변화에서 파악하 

였다. 

從業員數 및 從業員 規模의 分布變化는 年度別(1984， 1988, 1991年)， 園域別로 

살폈다. 現代담動車와 大宇핍動車를 事例鼎究 대상으로 選定한 理由는 現代는 東

南團， 大宇는 首都團의 담動車 組立工場을 代表할 수 있기 때문이며， 兩地域의 

母企業과 部品業體와의 立地關係를 파악하여 共通點과 差異點을 알고자 한다. 

세째， 1977 -1984年， 1984-1988年， 1988-1991年， 각 時期의 두 개 年度에서 

『담動車 工業便寶』에 나타난 部品會社名이 동일하면서 住所가 變更된 것을 立地

變化로 간주하여 그 변화 과정을 地圖化하였다. 단 지역내 移動은 제외하였으나 

他地域에 分工場을 설립한 경우는 移動에 포함시켰다. 部品業體를 單- 母企業에 

납품하는 業體와 複數 母企業에 납품하는 업체로 大別하고， 다시 單一 母企業에 

納品하는 業體는 @ 現代納品業體 @ 大宇핍動車에 納品하는 業體로， 複數 母企

業에 納品하는 業體는 @ 現代 및 他社에 納品하는 業體 9 大宇 및 他社에 納

品하는 業體로 區分하여 立地變化 過程을 살폈다. 

각 시기에(1977 -1984年， 1984-1988年， 1988-1991年) 입지가 變한 納品業體數

는 現代 納品業體의 경우는 2, 8, 29個， 大宇納品業體 3, 7, 21個， 現代 및 他社納

品業體 2, 31 , 2어固， 大宇 및 他社納品業體 13, 20, 26{固를 各各 地圖化하여 單

母企業과 複數 母企業에 納品하는 업체의 立地 變化를 비교하였다. 

네째， 立地選定 要因과 立地 移動要因의 파악은 주로 設問調훌에 의존했고(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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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設問調흉參照)， 面談調흉로 보완하였다. 設問調훌는 1993年 2~3月에 실시했으 

며， 設問調훌法은 全體部品業體 141이固(1992年 現在)에 대해 設問紙를 발송하여 

각 企業主의 設問應答에 의존했다. 이중 總 414個를 회수하였으나 이중 1561固는 

休廢業， 住所不明으로 退送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58個 業體의 應

答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는 調훌可能한 業體數의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母集團

의 立地選定要因이나 立地移動要因을 파악하는데 무리없는 標本率이라 생각된다. 

立地要因을 파악하기 위해 立地要因의 設問에 應答한 業體들을 @ 主去來處別

(母企業別)로 @ 團域別(工場立地別)로 立地選定要因을 區分하고 각각 第1要因과 

第2要因으로 나누었다. 主去來處別은 現代엽動車， 大宇담動車， 其他딩動車에 납품 

하는 부품업체의 立地選定要因을 第 1要因과 第 2要因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에 

項덤別 비율을 비교하였고， 또 團域別은 首都園， 東南團， 其他園域에 입지한 부품 

업체의 立地選定要因을 第 1要因과 第 2要因으로 구분， 각요인의 項텀別 比率을 

비교한 후， 全體部品業體와 去來處別， 團域別 部品業體 立地要因을 比較하여， 共

通點과 差異點을 찾았다. 

立地選定 要因 파악을 위한 設問에 應答한 2587~ 업체를 團域別로 분류하면 

首都團에 입지한 업체는 95개， 東南團은 1357~ 이고， 主去來處(母企業)별로는 現代

納品業體 94개， 大宇 47개， 기타 77개 였다. 

立地 移動要因은 移動을 경험한 業體의 응답을 기초로 立地選定要因 分析과 

같이 主去來處別， 團域別， 全移動業體의 立地 移動要因을 第 1要因과 第 2要因으 

로 구분， 각 요인의 項目別 比率을 비교하여 共通點과 差異點을 찾았다. 

立地移動을 경 험 한 業體에 移動要因 파악을 위 한 設問에 應答한 總 145개 업 

체를 團域別로 분류하면 首都團으로 移轉業體 56개， 東南園으로 이전한 業體 72 

개， 其他地域 17개이고， 主去來處別(母企業)로는 現代가 母企業이기 때문에 이통 

한 업체 46개， 大宇는 31개， 其他業體 45개였다. 

分析을 위 한 接近方法(또는 分析의 틀)은 담動車 部品業體의 거 의 전부가 下請

業體 또는 都給業體인 점을 감안하여 主로 企業組織的(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生

塵組織的)인 分析方法을 채택하였다. 이는 한 業體가 특정 生塵組織의 한 일원이 

되는 경우， 적어도 單期間에 있어서는 市場 메카니즘에 의해 영향받기 보다는 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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織 內部의 運動法則에 의해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下請業體의 상당 부분이 그 

들의 1위 母企業하고만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鏡爭關係에 있는 母企業과는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本 論文은 모두 6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 1章에서는 問題의 提起에 따른 鼎究

目的과 鼎究 方法을 제시했다. 第2章에서는 담動車 工業의 立地 관련 鼎究動向을 

제시함으로써 韓國에서의 鼎究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第3章에서는 韓國 핍動車 組立塵業의 發達을 살피고 發達 段階를 經濟開發 計劃

과 관련하여 時期別， 技術發達 段階別로 기술하고 담動車 組立工場의 立地와 成

長에 대해 알아 보았다. 第4章에서는 部品 塵業의 구조를 살피고 그 立地 類型과 

立地 要因을 분석하였다. 第5章에서는 4章에서 살핀 部品業體의 立地 變化 要因

을 現代自動車와 大宇自動車에 納品하는 部品業體 事例鼎究를 통하여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코자하였다. 이를 위해 現代自動車와 大宇멈動車 納品業體들의 構造

別，距離別，規#莫別 立地變化를 비교하고 그 變化要因을 분석하였으며， 立地移動의 

過程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第6章에서는 앞서 분석한 鼎究結果를 要

約 정리하고 앞으로의 鼎究方向 및 鼎究課題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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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H 章 핍f양린 動向 : 법動車 塵業의 lL:h也와 構造 變化

立地變化(locational change)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기존의 立地 場所를 떠나 다른 장소로 移動(relocate)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立地 變化는 기업체의 移轉뿐만 아니라 企業組織과 塵業構

造의 變化 및 生塵活動과 塵t庸의 地域間 成長 隔差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特定 塵業에 대한 立地變化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創業， 閔銷， 移轉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의 地域別 成長學 隔差와 企業組

織 및 塵業構造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1) 

製造業의 立地變化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運送費， 市場(需要)規模，

企業家의 行態， 企業組織， 社會構造 그리고 政府政策 등을 들 수 있다. 工業 地理

昭究의 鼎究 動向은 이처럼 다양한 立地 要因들 가운데 어느 요인을 더 강조하 

느냐에 따라 最少費用 理論， 最大需要 理論， 需要와 費用의 統合 理論， 行態的 接

近， 企業組織的 接近 (企業地理學)， 構造的 接近， 그리고 政治經濟的 接近 등으로 

변해 왔다.2) 

특히 McNee(1958)는 大規模 企業組織을 現代 塵業社會의 가장 중요한 空間組

織者(space-org뻐izer)로 인식하고 企業組織的 接近方法을 강조함으로써 工業立地

鼎究의 커다란 轉換點을 마련하였다. 한편 1970년대 중반부터는 經濟的 뼈面 이 

외에 社會的 測面과 政治的 測面이 工業立地 鼎究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됨에 따 

라 企業組織的 接近方法에 추가하여 構造的 接近方法(structuralist approach)과 政

治經濟的 接近方法(political economic approach)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1) Park, Sam-Ock, 1981 , Location Change in Manufacturing A Conceptua1 Model and Case 

Studies, PHD πlesis (Geography), Athens, Georgia University. pp.8-9. 

2) Park, Sam-Ock and Wheeler James O. 1983,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and Manufacturing 

Employment Change The Case of the Repubblic of Korea" Rigional Development 

Dialo맹e，Vo1.4， No.2. pp.45 -64. 

Lee, Deog-없1， 1992, Chaebols, Government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the Spatial Dynamics 

of Industη and Labour The Case of Samsung Group, PHD πlesis (Human Geography), 
Canberra. πle Australian Nationa1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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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工業地理 鼎究는 이들 주요 接近方法이 相互間의 連擊性을 결여한 채 排他的

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統合된 接近方法을 정립하려는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다，3) 

특정 산업의 입지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내부 또는 그 외부에 어 

떤 변화가 발생한 때문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멈動車 工業도 그 형성 초 

기부터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수반하여 입지패턴도 변화를 

거둡해 왔다. 本 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담動車塵業의 내부 또 

는 외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멈動車塵業의 입지패턴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世界 엽動車塵 

業의 成長過程(또는 國際化 過程)을 살펴봄으로써 韓國 멈動車塵業의 현 위치를 

파악한 다음(제 1 절)， 담動車塵業의 生塵組織 및 連緊構造를 살펴보고(제 2절)， 生

塵技術 및 生塵組織의 變化(제 3절)와 政府政策(제 4절)이 엽動車塵業의 성장과 

입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제 5절). 

1 . 世界의 自動車塵業: 國際化와 構造變化

自動車塵業은 鐵鋼， 非鐵金屬， 機械， 電氣， 電子， 石油化學工業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失端技術이 총망라되어야 하는 結合 組立塵業이다. 自動車塵業은 關聯塵

業의 발달 뿐만 아니라 設備投資와 技術開發에 막대한 資本을 필요로 하여 일부 

西歐 先進國의 大規模 多國籍 企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世界 自動車의 76%와 

96%가 각각 상위 10大 및 20大 담動車會社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형편이다.4) 핍 

3) R.Le Heron, 1990, "Goodman Fielder Wattie: Good Food World-Wide ? Internationalization 뻐d 

Perfonnance", in M.D. Smidt, and E. Weber, (eds.), πle Corporate Film in a Changing World 

Economy Case Studies in the Geography of Enterprise,London and New Y ork, Routledge 

pp.100-119: P. Dicken, 1990, "The Geography of Enterprise: Elements of a Research Agenda, 

in M.D.Smidt, and E.Wever, (eds.), The Corporate Film in a Changing World Economy: Case 

Studies in the Geography of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234 - 244: A. 

Sayer and R. Walker, 1992, The New Social Economy: Reworking the Division of labor, 

Cambridge and Massachusetts, Blackwel1. 

4) P. Dicken, 1992, Global Shift: πle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New York and 

Iρndon， πle Guilfor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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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車塵業은 대표적인 世界塵業(global indus따r)으로 마케팅뿐만 아니라 企業組織，

經營戰略， 資本調達， 製品디자인， 技術開發， 그리고 製品生塵이 國際的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5) 

( 1 ) 世界 멈 動車훌業의 成長過程

世界 담動車塵業은 그 성장과정에서 세번에 걸친 커다란 變華(transform따ion)을 

경험하였다.6) 첫번째 變化는 多數의 中小 組立業體가 맞춤 生塵(custom-b비1t)을 

하던 단계에서 1910년경 포드시스댐의 등장으로 標準化된 製品을 組立라인에서 

大量으로 생산하게 된데 기인한다. 이러한 生塵工程의 변혁으로 世界 담動車 生

塵의 중심은 그 발생지인 유럽에서 美國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美國은 1920년 

대에 世界 담動車生塵의 90%이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生塵方式의 혁신에 

의한 범動車塵業의 변혁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흉古化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世界市場은 小數의 大規模 多國籍企業에 의해 주도되게 되었다. 1920년의 경우 

美國에 80개 이상， 프랑스에 1507R 이상， 英國에 40개 이상， 이탈리아에 307R 이 

상의 담動車 生塵業體가 존재하였으나 現在는 각각 한 · 두 개의 大企業만이 살 

아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핍動車塵業의 小數 大企業에의 集中現狀은 國內市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1989년의 경우 世界的인 엽動車 메이커의 世界市場에 

서의 비중은 상위 5大 기업의 비중이 51 %(GM 15.6%, Ford 11.5% , Toyota 9.4%, 

Volkswagen 7.7% , Peuget-Citroen 6.5%)에 달하였고， 상위 17대 기업의 경우는 

90%를 점유하였다. 이들 大規模 담動車메이커는 경영활동도 多國籍化하여 GM과 

Ford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42%와 59%를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 동안 海外生塵의 비중이 相對的으로 작았던 日本 企業도 각국 정부의 輸入規

5) R. Gwynne, 1991, "New Horizons? The Third World Motor Vehic1e Industry in an International 

Framework", in Law, C.M.(eds.), Restructuring the Global Automobile Indusπy: National and 

Regional Impacts, 1ρ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61-87. 

6) A. Altsh띠er， M. Anderson, D. Jones, D. Roose and K.J. Womack, 1984, The Future of the 

Automobile, Cambridge and Massachusetts, Mπ pr않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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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근들어 海外生塵과 組立比重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1) 

두번째 변혁은 美國에서의 生塵方式 및 技術華新에 자극받은 유럽의 자동차업 

체가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과 製品多邊化의 추진 및 유럽共同市場의 형성에 힘 

입어 194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에 걸쳐 美國業體에 대해 觀爭力을 확보한 시 

기이다. 유럽의 完成車메이커들은 자동차의 利用 텀的， 道路 狀態， 消費者의 所得

水準， 그리고 消費 취향에 따라 매우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하여 多品種 小量生

塵體制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럽 共同體 市場의 결성으로 規模經濟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자 유럽기업들은 消費者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모텔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標準化된 製品만을 생산하던 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우 

위에 서게 되었다.8)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유럽의 世界 自動車生塵費중은 

14%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西部유럽 完成車메이커의 비중이 46%로 급성장 

하였으며 世界 담動車輸出의 약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번째 變華은 1960년대 말부터 工程技術(勞動 및 生塵組織，nT시스댐， 品質管

理시스댐 등)의 華新을 이룩한 日本企業이 世界 담動車市場에서 급속히 부상한 

시기이다. 日本은 이미 1981년에 北아메리카의 生塵水準을 능가하였고， 1991년에 

는 1 ，300만대를 생산하여 890만대를 생산한 美國을 크게 앞지르고 빔動車王國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 日本이 이룩한 변혁은 적극적인 技術導入， 政府의 支援， 낮 

은 임금 이외에 보다 끈본적으로 全社的인 品質管理， 適期配達(Just-in-time), 日本

式 勞使關係 등 工程技術의 薰新과 2차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인한 小型車 수요 

의 급격한 증대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때 自動車塵業의 觀爭力 變化는 先進技術

의 도입을 통한 技術隔差의 해소와 새로운 기술의 開發 및 市場與件의 變化에 

크게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世界 엽動車塵業의 成長과 관련한 또 다른 重要變華으로 製品開發과 生塵 및 

眼賣에 있어서의 國際化의 진행을 들 수 있다. 世界的 多國籍企業들은 갈수록 심 

화되어 가는 價格觀爭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도 協力關係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차 개발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제품의 壽命週期가 갈 

7) P. Dicken, 1992, OP, Cit, pp.289-291. 
8) D.T. Jon않 and A. Graves, 1986, "The Race for Pole Position: Revolution in the Car Industry", 

Maxim Today, 30: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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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단축되어 投資費를 분담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完成車 메이커들은 國籍과 鏡爭關係를 초월하여 製品開發과 部品供給 및 眼賣에 

있어 상호간에 긴밀한 協力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 또한 이러한 國際

的인 協力體制下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II -1 참조]. 

〔그림 11 -1) 자동차 산업의 국제협력광계 

자료 Financial times. 20. Octob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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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動車훌業의 市場 戰略과 國際化

世界 엽動車 메이커의 市場戰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첫 

째가 GM과 Ford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월드카(wo뇌d car) 전략이다. 월드차 戰略

은 製品開發과 生塵 및 眼賣에 있어서 國際分業을 추구하고， 통일된 기본 모텔 

(디자인)을 바탕으로 大量生塵을 추구하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設計의 彈力性 및 部品의 互換性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9) GM의 최초의 월드카인 J카의 경우 호주와 브라질에서는 엔진을， 프랑스 

에서는 베터리를， 싱가포르에서는 음향기기를， 日本에서는 변속기(Transax1e)를 생 

산하여 이 부품들을 세계 각지의 生塵據點에 보내어 완성차를 생산하고 판매하 

였다. 포드， 피아트， 폭스바겐， 르노， 닛산， 토요다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 

사한 經營戰略을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 전략은 특수 계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高級車生塵을 위주로하는 

전략으로 BMW와 Daimler-Benz, Volvo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이미 成熟段階에 들어서 멈動車塵業의 構造變化는 新規市場의 확대(new 

market growth)보다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이는 주어진 시장 규모하에서 제품 성능과 기능 및 가격 

면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핍動車塵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의미한다.10) 

세번째 전략은 柔軟的 담動化 생산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大量生塵과 製品의 

多樣化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日本 企業에 의한 製品生塵 및 工程技術의 

혁신은 첫번째와 두번째 생산방식으로 대표 되던 市場 戰略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日本의 완성차 메이커는 디자인과 제품 생산에 컴퓨터 시스댐을 활용 

하여 新製品의 開發費用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모렐을 신속히 개발하고 있다. 

9) K. Gooding, 1979, "How General Motors Aims not to be one of the Pack Overseas", Financial 

Times, 17 August: 7. 

10) D. Froggate, 1991, "Motor Components: μcational Issues in an International Industry" , in 

C.M.Law, (ed.), Restructuring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National and Rigional Impact, 

Iρ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l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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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製品生塵 및 工程技術의 혁신으로 인하여 日本 業體는 한국업체에 비해 

7배가 넘는 A件費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생산시스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勞動費의 비중을 감소시켜 담動 

車塵業의 입지를 先進 工業國에 集積시킬 것이란 예측을 낳게하고 있다，1 1) 

엄動車塵業의 성장과 관련하여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한 나라의 엽動車塵 

業은 세계적인 分業體系에 의해 지속적으로 統合되어 왔으며 그에따라 해외 부 

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英國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1980 

년대 중반 들어 1970년대에 비해 종업원의 1/3이 감소하고 國內需要 古有率이 

60%에서 40%로 크게 감소하였다.12) 英國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영국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고 外國으로부 

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영국의 주요 생산업체인 GM과 Ford가 월드카 戰略

의 일환으로 유럽내의 다른 국가로부터의 部品調達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 

다. 세계적인 多國籍 企業의 國際化(월드카) 戰略은 부품생산의 專門化와 規模經

濟를 통한 算古化를 초래하여 영세한 영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쇠퇴를 가속 

화 하였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國際化와 算古化현상은 柔軟 생산방식의 증대 

로 인하여 華直的 統合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專門企業이 탄생하여 지역내에서의 

連짧比重을 높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크게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13) 

이러한 영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어려움은 1980년대 후반 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英國에 直接投資하고 있는 Ford와 GM이 부 

품의 국내 조달율을 높이고 日本의 주요 완성차 메이커가 英國에 組立工場을 건 

설키로 한 데 기인한 것이다)4) 이렇게 보면 영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構造變

化는 영국에 입지한 완성차 메이커의 觀爭力 弱化 차원보다는 영국내 自動車 多

11) D.T. Jones and 1.P.Womack, 1985,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Future of the Automobile 

Industry", World Development, 13(3): pp.393-407. 

12) A.Amin 뻐d 1. Smith, 1991, "Vertical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 The Case of the UK Car 

Parts Indusσy"， in C.M.Law,(ed.), Restructuring the Global Automobile Indusπy: National and 

Regional Impacts, London and New Y ork• Routledge: pp.169-199. 

13) Ibid, p.169. 

14) K. Done, 1989, "Japanese Spring Board" , Financial Times, 13. Septemb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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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籍 企業의 世界化 戰略에 기인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영국은 세계 자동차 생 

산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화의 진전으로 인하 

여 같은 모델의 자동차가 세계 각국에서 동시적으로 생산되게 됨에따라 製品壽

命 週期理論은 더 이상 그 효용성을 발휘하기 힘들게 되었다.15) 

(3) 國際 分業體系 內에서의 韓國 自動車훌業의 位置

日本과의 寶易鏡爭에서 패배한 미국과 유럽은 寶易未字가 날로 심화되자 日本

에 대한 輸入規制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로 日本 완성차업체는 輸出物量을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 日本은 대미 수출의 주종을 中小型 乘用車에서 附加價↑直가 큰 

高級乘用車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日本이 점유했던 소형차 시장에서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 자동차산업의 여건 변화는 韓國 동 新興 工業國의 

수출 여건을 상대적으로 향상시켜 韓國의 소형차가 日本을 대신하여 미국 등 선 

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先進 工業國들은 開途國의 

자동차산업에의 참여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학 

관계 속에서 韓國의 자동차산업은 크게 영향받으며 성장해 왔다. 다시 말하면 韓

國 자동차산업의 成長過程은 國際分業體系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의 變選過程이 

라고 할 수 있다.16) 

유럽 공동시장의 형성은 유럽내 담動車慶業을 再構成 (restruct따ing)하는 데 커 

다란 영향을 미쳤다. Dicken (1 992)은 유럽 제국의 機能的 統合이 더욱 진전되고 

동구 유럽이 유럽 공동체 시장에 포함되면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보다 더 근본적 

인 構造 調整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Spain과 Portugal과 같이 저 

렴한 A件費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자동차산업은 보다 더 큰 변화를 겪을 것 

으로 전망된다. 1965년 미국과 케나다 사이에 체결된 범動車協定(Automobi1e Pact) 

역시 양국간에 기능적인 특화를 가져와 양국의 자동차산업을 재편성하는 데 커 

다란 영향을 미쳤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을 둔 멕시코의 北美 핍由寶 

15) R. Vemon, 1979, "The Product Life Cycle Hypothesis in a new Intem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1 , pp.255 -268. 

16) 閔康輝， 朴源莊， 尹益洙， 姜東辰， 1987, L"범動車I業의 未來像』 塵業鼎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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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地帶에의 통합은 또한 세계 주요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멕시코에 組立 工場을 

설립토록 강요하고 있다. 

韓國의 자동차산업은 1970年代 중반 이후 多國籍 企業들과의 合作 및 技術提

構 관계를 맺는 것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北美

地域의 승용차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뛰어든 이후 韓國의 자동차산업은 생산규 

모 면에서 급격한 증가 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공의 직접적인 이유는 韓國 政

府의 戰略的인 지원의 영향도 크지만 先進國 企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導入하 

고， GM이나 Ford社의 월드카 전략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미시장에 효과 

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데 그 원인이 있다. GM과의 合作投資會社인 大宇담動 

車(樣)는 GM의 독일 子會社인 Opel Kadett사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日本의 GM 

合作會社인 Isuzu사의 技術支援으로 韓國에서 생산하여 미국시장에 Pontiac Le 

Mans이라는 商標名으로 수출하고 있다 17)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 기업과의 연계 

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 온 것은 아니다. 예로써 大宇엽動車는 GM의 

세계 시장전략과 관련하여 유럽시장에의 수출을 포기해야만 했다. 國際化는 기업 

의 행동 공간을 확대시켜 주는 동시에 그만큼 외부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많 

은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韓國의 담動車 輸出은 1976年 現代담動車의 포니 수출을 그 효시로하여 80年

代 중반까지 小規模 輸出을 계속해 왔다. 1984年과 1986年 現代담動車의 캐나다 

및 미국 시장에의 진출로 韓國의 자동차산업은 大量輸出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 

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주요 완성차 메이커들은 國際的인 價格觀爭力을 확보할 

수 있는 大規模의 공장을 완공하였다 18) 국내 자동차 생산이 1985年의 378，아)()臺 

에서 1990年에는 1 ，322，000臺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의 需要 規模도 

1985年의 1조 2，514억원에서 1990年에는 5조 7，758억원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다.19) 

이렇게 볼 때 韓國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직접적으로 관 

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1987年 현재 韓國의 자동차 생산에 대한 수출의 비중은 

17) R. Gwynne, 1991, OP. Cit. p.73. 

18) 現代범動車(妹)， 1987, u'現代멈動車 二十年史.!]， p.9. 

19) 韓國塵業銀行， 1991. u'韓國의 塵業.!]， pp.247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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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로 日本(57.1%)， 西獨(56.0%) ， 프랑스(62.5%)， 美國(8.9%)， 英國(2 1.5%) 그리고 

스웨멘(50.2%)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 

2. 生塵組織과 連擊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복잡하고도 긴 生塵工程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單純化시킴으로써 生塵性을 크게 향상시켜 왔으며， 현재까지도 「分業」의 

代名詞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생산조직의 특성상 자동차산업은 多數의 中小 部

品業體와 이들로부터 공급되는 부품을 조립하여 完成車를 생산하는 大規模의 組

立企業으로 구성되어 진다.2 1) 따라서 구조적 특성을 달리하는 組立企業과 部品業

體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 

운 것이다. 日本 핍動車塵業의 높은 경쟁력은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그 하부체 

계를 형성하는 중소 부품 생산업체의 생산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本 節에서 

는 이러한 부품 생산업체와 완성차 메이커간의 분업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 

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 되어지며，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 산업의 連緊 構造

와 立地變化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 ) 企業間 分業 構造

업動車塵業의 부품 조달 방법 및 기업간의 분업 구조는 나라에 따라 각기 다 

르게 나타나며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22) 日本의 완성차업체 

는 부품 外注率이 높고 部品發注를 유니트화하여 소수의 專門業體에 집중시킴 

으로써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에 피라미드형의 華直的 系列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구미 제국은 완성차업체의 부품 外注率이 日本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고 부품업체의 독립성이 강하여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에 水平的인 分

業 關係가 형성되어 있다. 日本의 경우 직거래 부품업체 수가 200~3007R ， 품목 

20) P. Dicken, 1992, OP. Cit. p.273. 

21) M. Piore and C. Sabel,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22) 韓國塵業銀行， 1991, 前揚書，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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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래업체 수가 평균 2.2社에 불과한 데 비해 구미의 경우는 이보다 수십 배 

에 달하는 부품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日本의 완성차 업체는 엔진， 변속 

기， 엑슬 등 주요 부품만 자체 제작하고 있어 부품의 外注率이 70-85%에 달하 

며 1차 하청업체의 外注率(再下請率)도 50%선에 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外

注率이 50-66%로 日本의 경우보다 훨씬 낮고 대부분의 연계가 1차 下請業體

에서 끝난다.23). 따라서 중층적인 하청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日本에서는 零細企

業이 家內工業의 형태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는 관계로 歸女

勞動의 참가율이 높지만， 미국의 경우 가내 여성 노동의 참여는 거의 없는 것 

으로 조사 되고 있다 24) 

미국의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 산업 내의 동질 생산물 

에 대한 규모의 관계로 파악된다. 동일 산업에서 담由鏡爭을 통해 과점적 위치 

를 차지한 기업이 中核企業이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주변 기업으로 위치지워 

질 뿐이다. 그러나 日本은 미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다. 日本 경제는 자유 경쟁으 

로부터 발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국강병을 위한 明治政府의 근대산업 육성 정 

책에 따라 재벌이라는 中心 企業이 존재한 다음 周邊企業(中小企業)이 생성되어 

대기업에 포섭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韓國의 경우는 미국보다 日本의 경우에 

훨씬 유사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관계는 獨

立的이기 보다는 從屬的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日本의 경우 專門的인 멈 

動車 부품메이커로 성장한 일부 기업이 완성차 메이커의 통제에서 벗어나 製品

開發， 마케팅， 技術開發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외국 기업들과의 合作이나 관계 

강화를 통해 직접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보편화된 현상은 아 

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원래 中小 規模의 組立業體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는데 

1913년 포드社가 大量生塵 시스댐을 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 

면서부터 中小 組立業體들이 도산하여 완성차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實

23) Katsuji, Ishiro, 1986, "Internationa1ization in Japan‘s Auto Parts Industry", Digest of Japanese 

Industry and Technology, No.221 , pp.24 - 32. 

24) 李표範， 1986, l"범動車部品工業 發展의 背景 : 美國， 日本의 딩動車 部品工業을 中心으로d]， 

p.46. 

n 



古化 되었다. 또한 大量生塵 시스댐을 도입한 완성차업체가 부품 생산을 포함한 

전 生塵工程을 자사 내에서 포괄해 감으로써 중소 부품업체의 도산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 전체가 算古化되어 갔다. 한편 日本의 자동차 업계는 조립 기업과 부 

품 생산업체간의 분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층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토록 유도하여 기업내 華直的 統合보다 

는 부품업체와의 系列化를 통해 통합을 시도하였다. 日本 완성차 메이커의 높은 

가격 경쟁력은 미국업체에 비해 資本裝備率이나 자본 투자가 우월한 데 있다기 

보다는 오히 려 효율적 인 生塵組織(organization of production) 그 자체 에 있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25) 日本 완성차 업체의 i每外 直接投資가 歐美의 先進國에 비해 

훨씬 늦은 1980年代에야 이루어진 것도 日本 국내에 형성된 부품 생산업체와의 

효율적인 생산 조직 때문이었다. 

담動車塵業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技術黃新이 진전됨에 따라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26) 자동차의 電子化， 輕量化의 진전으로 새 

로운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계 및 전기， 전자부품 생산업체와 石油

化學， 鐵維 등 素材 生塵業體가 事業多角化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진출하는 

등 신규업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 예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電子部品 수요 

는 1985년의 110억 달러에서 1990년에는 219억 달러로 두 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完成車業體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거래 관계보다는 新製品 開發과 品質

등을 중시함에 따라 부품 조달선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自動車의 海外 生塵이 크게 늘어나고 現地 國家가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의 사 

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러한 

波及效果로 국내 부품 시장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부품 

생산 現地化 요구에 따라 日本의 북미 완성차 조립공장의 현지 部品調達率은 

1986年의 53%에서 1991年에는 74%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위해 日本 부품업체의 

海外 直接 投資가 크게 증가하였다. 韓國의 경우 완성차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로 

25) E. Schoenberger, 1986, "Technologica1 and Organizationa1 Changes in Automobi1e Production 

Spatial Implications", Reional Studies, 21(3): pp.199-214: A. A1tsh띠er， et, 1984, OP, Cit. 

p.l00. 

26) 韓國塵業銀行， 1991, 前揚書， pp.231 - 236. 

-18-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부품업체의 零細性으로 인해 대부 

분의 수출이 完成車業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67.5%)， 부품 업체의 海外 直

接投資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7) 

(2) 韓國 自動車훌業의 下請 生훌構造 

企業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업들과의 相互作用은 필연적인 

것인데 기업간의 거래 관계 가운데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大企業

과 中小企業의 관계이다. 이는 大企業의 生塵製品과 生塵方式， 사용하는 技術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둥이 中小企業의 그것과 크게 달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양자 간의 원만한 거래 관계가 사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 

적으로 中小企業의 특성은 大企業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또는 大企業과의 相

互關係 속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28)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관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都給去來(下請去來)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업 조 

직 내에서의 좋률直的 統合을 통한 자체 생산과 외부 시장에서의 거래 사이에 존 

재하는 準結合(quasi-integration)의 성격을 갖는다. 都給 去來는 供給者가 購買者로 

부터 주문받아 그가 정해주는 素材， 規格에 맞는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購買와는 다른 것이다. 기업간 분업 생산체제의 효율성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29) 첫째， 需要의 多樣化에 따른 多品種 小量生塵에 적합하다. 

둘째， 專門 分野에의 特化를 통하여 기업의 技術力과 生塵能力을 향상시키는 효 

과가 있다. 셋째， 巨大 組織에서는 할 수 없는 치밀한 組織運營이 가능하다. 넷 

째， 사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원이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시스댐화 할 

수 있다. 다섯째， 外部의 環境變動에 彈力的으로 적응할 수 있다. 여섯째， 母企業

의 資金負擔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분업 생산체제의 이점을 위하 

여 韓國 政府는 母企業과 部品業體들간의 효과적인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적 발 

27) 上揚書， p.252. 

28) 吳相落， 1990, fi'大企業과 中小企業의 새로운 關係 定立方案 模索，!]， 大韓商工會議所，

pp.l2-23. 

29) 上揚書，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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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中小企業 系列化 ↑足進法 및 下都給去來 工程化에 關한 

法律」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賣出賴 중 系列化 승인업체 

의 납품액 비중은 1989년 현재 49%를 차지하고 있다 30) 

전형적인 組立工業에 해당하는 핍動車塵業은 필요로 하는 많은 수의 부품들 

을 완성차업체가 모두 직접 생산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측면에서 

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차업체는 부품 생산을 專門的 生塵業體에게 

의뢰하는 기업간 分業生塵體系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組立部門과 부 

품 제조부문간에는 物資와 情報의 흐름에 근거한 긴밀한 연계가 존재하게 되며 

그 영향은 조립 기업과 부품 기업들의 空間的 立地패턴으로 반영되어 나타나 

게 된다. 組立企業과 部品企業들간의 기능적 연계를 규명하는 것은 韓國 자동 

차 산업의 입지패턴 및 空間的 分業構造를 밝히는 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韓國의 담動車塵業은 필요로 하는 관련 산업의 기반이 형성 되지 않은 상태에 

서 政府와 大企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부품은 해외 

에서 조달하거나 완성차 메이커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왔다. 

비록 政府의 積極的인 部品 國塵化 政策으로 인하여 부품 산업이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대부분의 部品業體가 專門性을 결여한 채 

多品種 小量生塵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생산기술의 결여와 완성차 생 

산의 實古化로 인하여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소수의 조립업체에 종속되어 불균등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1985년 현재 韓國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는 母企業에의 

納品比率이 8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1) 

1986년 현재 韓國 完成車業體의 賣出賴에 대한 平均 外注 比率은 75%에 달하 

고 있다. 이들 조립업체는 車體， 엔진， 트랜스미션 등 완성차의 성능과 직결되는 

核心 部品과 輸送費 부담이 큰 부품 및 收益性이 높은 일부 부품은 완성차업체 

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 韓國의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都給 關係는 주로 

1次 내지 2次 수급 기업에 한정 되어 있어 日本과 같은 重層的 系列化 단계에는 

30) 韓國塵業銀行， 1991, 前揚書， p.256. 

31) 現代범動車， 1987, 前揚書， p.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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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韓國 부품업체들의 專門化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는데 李相石(1992: 143)의 연구에 의하면 아시 

아담動車(珠)에 납품하는 업체의 약 69%가 經營 多角化를 통해 자동차 부품 이 

외의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都給 去來의 내용은 製品技術의 발달과 工程의 華新 등에 영향 받아 변화하는 

데 예로써 최근 자동차산업의 電子化로 인하여 기술 집약적인 부품의 수요가 크 

게 증가한 결과 外注 方式도 기존처럼 세세한 工程別로 나누어 주던 것을 이제 

는 부품의 뭉치별(유니트)로 發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32). 따라서 도급시스 

댐의 구성도 1次， 2次， 3次 등으로 重層化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亞엽動車(妹)의 

납품업체 가운데 母企業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의 일부를 다시 하청주는 기업의 

수는 說問에 應答한 85個 기업 가운데 68個 企業이었다. 再下請의 내용은 대부분 

낮은 熟練度를 요하는 勞動 集約的인 공정이 대부분(7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再下請을 주는 주된 이유는 單純 勞動力 求得(72%)， 低嚴한 貨金費用

(59%), 그리고 資本 不足(24%) 등이었다 그러나 아시아멈動車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기 업 에 대 한 納品週期가 不定期的(59%)로 나타나 韓國의 경 

우는 아직까지 중소기업 계열화가 질적인 측면에서 성숙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塵業 連緊패턴은 단순히 費用收益의 원칙에 근거하여 個別 獨立企業간에만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大規模 企業의 출현으로 인하여 企業 組織的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아시아自動車(妹)의 부품 연계패턴은 1976년 이 회사가 

起亞塵業(樣)에 의해 인수 되면서부터 크게 달라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록 

형식상 獨立 法A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起亞 그룹의 계열기업으로써 經營管

理 및 A事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의 생산이나 조달에 있어서도 起亞自動車(樣)

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담動車의 연계 구조를 살펴보 

면 京仁地域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50%이상이나 되며， 光州地域에 위치한 

부품기업의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32) 吳相洛， 1990, 前揚書， p.57. 

33) 李相石， 1992, 前揚書，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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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京仁地域에 위치한 부품기업들이 아시아자동차와 거래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비록 아시아자동차가 부품기업들의 적정한 生塵規模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市場規模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기아자 

동차와 동시에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納品去來의 總 規模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製品技術 및 工程技術의 같홉新 

技術黃新은 크게 製品華新(product innovation)과 工程華新(process innov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製品黃新은 新素材의 活用(예:프라스틱)이나 모델의 多樣化 및 

電子化 등을 들 수 있으며， 工程華新으로는 柔軟的 담動化 生塵方式의 도입이나 

llT방식의 部品調達 등을 들 수 있다. 本 節의 목적은 이러한 技術變化와 담動車 

塵業의 立地變化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1913년 포드에 의해 大量 生塵方式의 工程華新이 이루어진 이후 1970年代에 

日本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工程技術의 華新(柔軟的 生塵，llT시스댐 등)이 이 

루어지기까지 완성차메이커는 標準化된 大規模 市場 需要를 대상으로 제한된 범 

위의 모텔을 大量으로 生塵하는 체제를 유지하였다. 기존의 포드시스댐 하에서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거의 5년이 걸렸고 投資 費用도 약 3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所要費用 때문에 適正 生塵規模

가 2백만대를 초과하였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는 자동차산업의 技術 華新에 커 

다란 계기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기술 혁신의 주요 내용은 懶料 節約型 핍動車， 

新素材 사용을 통한 무게 減縮， 담動車 크기의 縮小， 電子化， 그리고 低公害 핍動 

車의 開發 등이다. 예로써 1980년 자동차 1대당 연간 에너지 消費量을 비교하면 

미국이 2，756리터 였던데 비해 日本은 1 ， 189리터에 불과하였다，34) 

‘포디즘’이란 用語가 대변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산업은 技術 黃新의 대명사처 

럼 인식 되어 왔다. Henry Ford는 生塵 工程別로 特化된 機械 設備약 未熟練 勞

34) 現代엽 動車(樣)， 1987, 前揚書，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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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力을 이용하여 標準化된 제품을 조립라인에서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價格 觀

爭力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주도하였다. 製品의 標準化는 

자동차의 수리와 부품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수요를 크게 확대하는 효과를 동시 

에 가져왔다}5) 1次 大戰이 끝나갈 무렵 포드는 이미 회사 자체의 港灣과 鐵道

및 發展設備를 갖추고 鋼鐵生塵에서부터 조립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한 

River Rouge Complex를 설립하였다. 포드의 모텔 T 자동차는 1921년에 미국시장 

의 55%를 점유하였으며 회사의 번영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고 포드주의 

(Forl이sm)는 현대사회 제조활동의 ‘國際的 標準’으로 인식되었다. 

포드의 이러한 성공은 그 당시 美國 市場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바 크다. 美

國 市場은 넓었고 규모가 컸으며 平等主義 思想、의 영향으로 消費者의 취향이 同

質的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요가 다양하였 

던 유럽 제국에서는 포드시스댐의 적용이 수월하지 않았다. 실제로 포드가 미국 

의 River Rouge 단지를 모텔로 하여 영국의 Dagenham에 세운 組立工場은 설립후 

20~30년이 지난 후에도 생산 규모가 수요에 비해 너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이러한 현실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유럽의 완성차메이커는 生塵 品目을 

多樣化하고 보다 柔軟的인 生塵體制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어느 생산시스템이 보 

다 유용한가 하는 것은 製品의 特性과 市場 規模， 消費者의 趣向등에 따라서 달 

라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實用性 寫主의 담動車 市場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需要

減退 현상이 일어나자 General Motors는 가격과 모텔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所

得水準과 使用 目的에 맞는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GM은 況用 機

械 設備를 개발하고 外部 企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비중을 늘리며 부품간의 互

換性을 높임으로써 제품 생산의 유연성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工程華新을 통해 

GM은 Ford의 시장을 공략해 나가 1927년에는 포드를 앞서게 되었다. 하지만 GM 

이 추구한 모텔의 다양화는 외관의 변화가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인 製品 機能과 

性能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35) S, Tolliday and J. Zeit1in, 1986, "Introduction between Fordism and Flexibi1ity", in S. 

Tollidays, and 1. Zeit1in,(eds.), πle Automobi1e Industry and Its Workers, Cambridge, Polity 

Press, pp.I-25. 

36) Ibid, pp.2 -4. 

” “ 



美國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所得水準과 국민의 消費性向 및 道路事情 등이 나 

라마다 크게 달라 멈動車 市場이 매우 세분되어 普通型 자동차와 특정 계층을 

향한 高級車의 시장이 혼재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37) 따라서 유럽 기업은 미국 

에서 처럼 특정 모텔을 기반으로 하여 부품간의 互換性을 높이는 방법으로 差別

化를 추진하기 보다는， 각기 다른 消費階層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 

는 戰略을 추진하였다. 유럽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價格 觀爭보다는 제품의 

差別化를 통한 소비자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제품 차별화의 필요성은 자 

동차 수요 시장이 점진적으로 館和狀態에 도달함에 따라 시장이 더욱 세분화 되 

고 景氣 變動에 더욱 민감해진 데도 크게 기인한다)8) 자동차의 수요는 크게 新

規需要(new demand)와 對替需要(replacement demand)로 나누어지는데 OECD제국의 

경우 85%가 대체수요이다)9) 景氣가 不況인 경우 濟在的인 需要者들은 기존에 

소유하던 자동차를 景氣가 回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새로운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日本은 원래 美國 企業과 合作會社를 설립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는 등 포드생 

산시스댐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낮은 個A所得과 불량 

한 道路事情 및 文化的 差異 등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포드 생산방식을 수정하 

여 日本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를 추구하였다.40) 市場의 俠小性과 需要의 多樣性

에 대처하기 위해 日本메이커는 大規模 機械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小規模 機械

로 분리하고 특수 지그(jig)와 부착물을 붙여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킨 多目的用

機械裝備를 개발하였다.41) 특히 컴퓨터와 로보트를 활용한 柔軟的 自動化 시스댐 

의 개발은 大量 生塵의 이점과 함께 제품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포드 生塵方式과 柔軟的 生塵方式은 각기 다른 형 태 의 勞動力을 필요로 하는 

데， 이는 生塵方式의 변화가 기업의 立地變化와 밀접히 관련되어 진다는 점을 시 

사한다. ffiM의 경우 柔軟的 自動化 設備機械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原料

37) Ibid, p.6. 

38) 閔康輝 外 3A, 1987, 前揚書， p.6. 

39) P. Dicken, 1992, OP. Cit, p.278. 

40) S. Tolliday and 1. Zeitlin, 1986, OP, Cit, p.14. 

41) 지그는 절삭공구를 정해진 위치로 이끄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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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와 勞動費 그리고 經常費의 비중이 48:10:42에서 77:8:15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總生塵費에서 勞動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입지가 低嚴

한 노동력을 찾아 입지를 이동할 것이란 주장은 그 설득력을 많이 상실하였다.42) 

따라서 勞動費가 低嚴한 開途國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본국으로 進輸入하는 戰略

은 재고의 여지가 있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메이커에 의한 海外 直接投資

에서 開途國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5%에 그치고 있다.43) 그러나 부품산업의 

경우 제품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 및 기계화의 가능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기술혁신이 모든 부품업체에 일률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춧점은 오히려 이러한 기술혁신의 효과가 업종이나 생산제품에 따라 어떻게 달 

리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 

製品華新 및 工程華新에 의한 각종 技術혹을新은 都給去來의 내용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44) 첫째， 機械加工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鐵鋼을 대체하는 

플라스틱 素材의 이용으로 기존 부품업체의 상당 부분이 업종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둘째， 電子化 및 新素材 사용의 확대로 所要 部品의 數가 현저히 감소하였 

다. 세째， 母企業이 외주 가공하던 것을 내부에서 제작하고 내부에서 제작하던 

것을 외주로 제작하게 되는 등 거래 구성이 변하고 있다. 情報化의 진전으로 母

企業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맡고 하드왜어 부분을 外注都給으로 돌리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柔軟的 生塵方式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및 適期 配達方式

(nT: just in time delivery system)이 일반화 되면서 조립업체가 부품생산업체로 하 

여금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納品토록 요구하 

고 있어 담動車塵業의 立地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Schoenberger( 1989: 

232)는 技術華新과 立地變化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해석하는데 많은 오류가 따 

를 수 있다는 조심스런 견해를 보이고 있다.45) 이는 산업의 입지가 技術뿐만 아 

42) E. Schoenberger, 1986, OP, Cit, p.209. 

43) Ibid, p.21O. 

44) 吳相洛， 1990, 前揚書， p.56. 

45) Schoenbεrger， E, 1989, "Some Di1emmas of Automation Strategic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chnologica1 Change in Production", Economic Geograhy, Vo1.65, pp.2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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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企業組織， 勞動市場構造， 政府政策 둥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 

향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핍動化 設備의 도입이나 技術黃新에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이러한 혁신의 영향은 零細 中小企業을 주축으로 하는 부품업체에서 보다는 

外部 金廳 調達 能力이나 자본 동원력이 양호한 대기업 중심의 조립업체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韓國 자동차 부품업체의 設備 專

用化率과 핍動化率은 각각 3 1.6%와 35.4%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며， 

설비 자동화의 애로 요인으로는 자금부담이 47.7% , 다품종 소량생산이 34.1%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6) 韓國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多品種 小量 生塵體制를 갖 

게 된 것은 技術華新을 통한 柔軟的 自動化 生塵體制의 도입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품별 납품규모가 작아 專門化를 이룩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柔軟的 生塵시스댐은 大量生塵을 통한 規模經濟의 이 

익을 경시한 것은 결코 아니며 製品의 多樣化와 大量生塵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 

념 인 것이다.47) Ballance와 Sinclair( 1983: 88)에 따르면 1959년에서 1973년 기간 동 

안 標準化된 大量生塵 技術의 도입은 약 33%의 단위당 生塵費用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48) GM의 월드카 戰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화가 더욱 심화됨 

에 따라 기업은 製品의 多樣化보다는 大量生塵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모델의 다양성 문제는 자동차산업의 국제화가 진전 

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49) 사실 생산의 柔軟化를 위해서 

는 部品의 標準化와 유니트화 및 互換性 증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Durand et al (1984: 229)에 의하면 프랑스 완성차 메이커의 경우 機械化率

(담動化率)은 1971년의 48.6%에서 1981년에는 83%까지 증대되었으며 부품의 수 

는 동기간에 3737R 에서 3007R로 감소되었다.50) 

46) 韓國塵業銀行， 1991 , 前揚書， p.255. 

47) P. Dicken, 1992, OP, Cit, pp.279-284. 

48) R.H. Ballance and S.W. Sinc1air, 1983, Collapse and Surviva1: Industry Strategies in a 

Changing World, Hemel Memstead and Herts, George Allen 뻐d Unwin. 

49) A. Sayer and R. Walker, 1992, OP. Cit. 

50) E. Schoenberger, 1986, OP, Cit,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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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政府의 影響

진정한 의미에서의 資本主義 國家는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政府의 國家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고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51) 실제로 정부는 國家主權의 수호자로서 국가경제의 전반에 걸쳐 통제와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비록 국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자본과 서비스 및 상품의 

국가간 이동이 상당 정도 증대하긴 하였으나 그것이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라고 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52) 政府는 國境 統制機能 이외에도 公

共支出，53) 展構創出，54) 塵業構造調整，55) 그리고 各種規制56)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韓國政府는 金廳， 塵業構造 調整， 塵業立

地， 勞動運動 등 국가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 

다. 韓國은 日本과 함께 國家 主導的 經濟開發(developmental state)의 전형적인 모 

델로 일컬어지고 있다.57) 韓國의 경우， 民間部門(private sector)에 대한 정부의 간 

여는 기업의 사유 재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51) R.J. Johnston, 1984, "Maxist Political Economy, the State and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8(4): pp.473 -492. 

52) R. Bryan, 1987, "The State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 Approch to Analysis", 

Journal of Comtemporary Asia, 17(3): pp.253-275. :A. Sayer and R. Walker, 1992, OP, Cit, 

pp.l43-144. 

53) R.B. Carson, 1. Ingles and D. Mclaud(때s.) ， 1973, Government in the American Economy: 

Conventional and Radical Studies on the Growth of State Economic Power, Lexington, 
Massachusetts, Toronto and 1ρndon， D.C. Heath and Company. 

54) L.J. King and G.L. Clark, 1978, "Government P이icy and Re힘onal Develop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 1): pp.l - 16. 

‘ 55) D. Massey, 1978, "Capital and Locational Change: the UK Electrical Enginee미19 and Electronics 

Industries" , πl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0(3): pp.39 - 54. 

56) T.L. Lui and S.W.K. C비u， 1992, "Commerical Subconπacting， Flexibility and Niches: Some 

Reconsiderations of the Hong Kong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A New 

Urban and Rigional Hierarchy? Impacts of Modernization, Restructuring, and the End of 

Bipolar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p.23 - 25. 

57) A.H. Amsden,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σialization， New Y 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 Johnson, 1982, Nπ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 -1975, Stanford an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Z. 

O띠s， 1991 ,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 Compartive Politics, 24(1):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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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기 때문에 韓國의 기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資本主義的 企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58) 

담動車塵業의 保護 및 育成과 관련한 政府의 간엽은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멈動車塵業의 경우 國家經濟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대부 

분의 국가들은 자동차 수입에 대해 높은 關鏡 障뿔을 설치하고 수입 대체 산업 

으로 육성해 왔다. 사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생산활동의 국제화는 이러한 贊易

障뿔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貨易規밟Ij는 자동차산업의 국 

제적 입지이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각국 정부는 多國籍 企業으로 

하여금 자국내에 生塵工場을 설립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부품띄 現地 調達

比率(local content ratio)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낙후지역 

에 조립공장을 입지토록 함으로써 國土의 均衝 開發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 

하고 있다. 1960년에 프랑스와 英國은 30%, 호주는 50%, 日 本은 40%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현재 100%가 념는 輸入關鏡를 각각 부과하고 있 

다. 현재 EC.와 미국은 11%와 3%의 輸入關鏡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일 예로 세계 각국은 日本에 輸出 멈 

律規制를 요구하고 있는데 日本자동차 수입에 대한 유럽의 규제는 英國의 경우 

는 國內 市場의 11%, 프랑스의 경우는 國內 需要의 3%,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는 3，000대 미만으로 輸入 物量을 제한하고 있다. 

開發 途上國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資本 및 技術

의 해외 의존과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開途國 企業의 대부분은 

國際市場에서 信用度가 높지 않기 때문에 外資 및 技術導入은 정부 주도로 이루 

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부의 私企業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정은 먼저 완성차의 수입을 크게 제한시키고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토록 한 다음 점진적으로 수입 부품을 국산화해 

나가는 수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投資資

本의 확보와 生塵技術의 導入， 核心部品의 供給， 담國市場의 保護 등이 요구되어 

58) Lee, Kyu-Uck, 1986, "πle Concerntration of Economy Power in Korea Causes, Consequences 

and p이icy"， KDI Warking Paper 8602, Seoul, Korea Development Istitute,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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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支援과 先進國 多國籍企業의 협조 없이는 開發 途上國에 자생적으로 성 

장하기가 힘든 산업이다. 실제로 196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자동차산업은 日本，

美國， 유럽 先進國의 多國籍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韓國 기업에 의한 완 

성차 생산에의 참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韓國의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韓國의 자동차산업은 1962년 정부가 「 담動車工業 保護法」을 제정 공포하고 본 

격적인 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국내 자동차산업 

의 保護育成을 위해 외국산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收入을 제한했으며， 자동차의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시설재와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될 때까지 면세로 도입토 

록 하였다.59) 韓國의 담動車塵業은 1962년 中間分解部品(semi-knock-down)을 도입 

하여 조립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후에 정부는 완성차의 제조를 

一元化하고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과의 技術 提構로 完全分解部品

(complete-knock -down)을 조립 생산토록 정책을 전환하였다 1970년 정부는 「멈動 

車工業基本育成計劃」을 수립하여 1974년까지 부품의 國塵化率을 크게 향상시킨 

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1974년 정부는 단순한 조립생산을 지양하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完成車와 

部品을 분리하여 육성시키려는 「長期멈動車工業振興計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 

에서는 中小企業의 系列化 및 專門化를 통한 부품공업육성의 목표가 설정되었으 

며 자동차 수출계획도 포함되었다. 정부가 國家戰略塵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던 

자동차산업이 1979년의 2차 石油波動으로 인하여 최악의 경영난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80년 「重化學投資調整惜置」를 발표하여 승용차 생산을 一元

化하였다가 1981년에는 다시 「담動車合理化計劃」에 의해 승용차 생산을 二元化

시키고 업체에 따라 生塵 車種을 特化시켰다.60) 또한 정부는 1979년에 「中小企業

系列化 ↑足進法」을 제정하여 자동차의 주요 기관 부품과 車體 및 乘用車의 변속 

기， 구동차축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중소 부품업체에서 생산토록 하였다.61) 大企

59) 現代법動車， 1987, 前揚書， p.8. 
60) 閔康輝 外 3A, 1987, 前揚書， pp.l -3. 

61) 韓國經濟法學會(編)， 1986, ff"韓國中小企業法鼎究"j]， 三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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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과 中小企業간의 系列化를 통하여 정부는 韓國 자동차 부품산업의 國塵化率을 

제고하고 부품업에의 專門化를 촉진하였다. 

정부정책이 자동차산업의 입지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現代멈動車의 薦山工團立地， 昌原機械工團의 설립， 그리고 부품업체 

의 協同化 團地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입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中小企業 系列化 f足進法 제정이나 中小企業 固有業種指定， 그리고 

담動車 部品 國塵化 計劃 등이 간접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입지변화에 영향을 미 

친 것이다. 환언하면 정부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인 완성차 생산 

업체 간의 分業을 촉진함으로써 부품업체의 성장을 가져왔고 계열화 정책의 수 

행을 통해 이들 부품 업체를 조립 기업의 주변에 집적토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 

다. 이렇게 해석하면 韓國 담動車塵業의 입지에 대한 정부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 

하며 지대하다 할 수 있다. 

5. 自動車塵業의 立地패턴 

하나의 完成車를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품의 수가 30，아)()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용되는 素材와， 機能， 요구 

되는 技術 水準，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市場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은 궁극적으로 완성차를 조립 

하는 데 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부품업체의 입지는 組立企業의 입지와 밀접한 相

互 關聯性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일반적인 가정은 최근의 부품 共

同開發과 適期 配達方式이 -般化되어감에 따라 그 설득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급한 일반화는 상당한 정도의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많은 

데 이는 完成車業體와 部品業體가 각자 특유한 立地的 論理(logic)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62) 組立企業의 立地는 走行 試驗場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넓은 工場 用

地를 필요로 하여 도시 주변부나 해안 매립지 및 간척지를 공장입지로 채택하고 

62) A.K. Glasmeier & McCluskey, 1987, "U.S. Auto Parts Production: An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and Location of a Changing Industry", Economic Geography, Vo1. 63: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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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部品工場은 그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으로 都市經濟를 필요로 하는 

점 둥이 그것이다. 本 節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입지 요인들이 실제 어떻게 입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美國의 법動車 部品企業은 鐵鋼의 주요 생산지이자 關聯塵業이 잘 발달된 五

大湖 南部地方에 집중 입지한 반면 組立工場은 主要 A口 集中地域에 입지해 왔 

다. 이는 完成車의 運送費 負擔이 부품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크고 애프터서비스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完成車業體는 대체적으로 넓고 저렴한 공장 용지를 찾아 교 

통이 편리한 大都市 周邊이나 海뿜 地域으로 이동 입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m 
시스댐의 도입으로 下請業體와 組立企業間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거래 관계 

도 短期的， 階時的이던 것이 長期的인 햇約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품업체는 조립 

기업의 인접 지역에 다시 집적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63) 실제로 m 
시스댐 하에서 組立工場과 部品工場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 적합한지에 대 

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대략 8시간 정도의 配達 時間距離가 

표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여) 이는 南韓의 전역을 커버하는 거리로 국토의 

면적이 좁은 韓國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른 스케일에서 集中 및 分散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韓國 自動車塵業의 新規立地는 기존의 중심지로부터 分散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西海뿔을 따라서 새로운 공장 입지가 예정되어 있다. 완성 

차업체들이 新.增設 예정 공장들의 입지를 모두 西海뽑 高速道路 건설 예정 지역 

을 따라 大都市 地域에서 遠距離에 위치한 海뭘 地域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렴한 

工場用地의 확보 이외에도 핍動車 輸出의 편의성을 고려에 넣은 것으로 사료된 

다. 現代멈動車가 薦山을 工場數地로 결정한 것은 蘭山이 特定 工業地域으로 고 

시되어 광활한 공장용지의 확보가 용이하였고， 工業用水의 供給， 工場 進入路， 港

灣 및 飛行場 施設 등 社會 間接資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 

에 같은 공업 지역내에 石油化學 및 알미늄製練業體가 입지하여 原料 및 中間材

63) J.M. Rubensteiπ 1988, "Changing Distribution of American Motor-Vehicle-Parts Suppliers", πle 
Geographica1 Review, 78(3): pp.282 - 295. 

64) A.K. Glasmeier & McCluskey, 1987, OP, Cit,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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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65) 

자동차 부품산업의 입지는 관련 기업 간의 連擊 및 適定 規模의 수요를 확보 

하기 위해 여러 母企業과 거래할 수 있는 대도시 지역 내부나 그 주변에 입지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專門 部品生塵의 경우 設備 投資나 技術 開發등에 많 

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大都市

地域이나 자동차 조립업체가 집중한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 한편 설비 투자의 부 

담이 적은 臨加工業體의 경우에는 입지 이동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또한 規模

의 經濟 효과가 크지 않은 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입지이동이 자유로운 관계로 주 

고객인 대규모 조립 기업의 주변에 인접하여 입지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환언하면， 생산하는 부품의 特性에 따라 부품업체의 입지패턴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수 있다. 

美國의 3대 자동차 메이커는 1920年 이래로 組立 工場을 기존의 생산 중심지 

에서 주요 시장의 주변에 입지시키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부품 산업에 있 

어서는 비슷한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中西部의 자동차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66)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저렴한 勞動力과 넓은 

工場數地의 確保 및 運送費 節減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립 기업을 따라 周邊

地域으로 工場을 移轉하지 않고 기존의 中心地에 集中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主要 核心 部品의 생산업체는 하나의 모기업보다는 여러 모기업을 상 

대로 하여 最少 要求↑直를 만족시키고 있다. 툴째， 여러 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요 완성차 메이커 및 都賣商과의 거래 중단은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커다란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세째， 완성차에 비해 部品의 運送費 負擔이 훨 

씬 작기 때문에 部品業體는 상대적으로 立地 移動의 필요성이 작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자동차 部品業體가 동일한 입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 

니다. 멈動車 部品市場의 유형은 크게 組立用 核心部品(OEM)과 修理用 部品(after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67) 組立用 核心部品은 利潤率이 높은 부문이므로 대 

65) 現代담 動車， 1987, 前揚書， pp.55-56. 

66) A.K. Glasmeier & McCluskey, 1987, OP, Cit, p.l46. 

67) Ibid,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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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생산되며 조립업체에 의해 內製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修理維持用 部品은 충격완화장치， 필터， 스파크플러그， 베터리， 머플러 등으로 

OEM보다 수요가 안정적이고 市場 指向的(market-orianted)인 성격이 강하다. 修理

用 部品은 대부분이 都賣商A이나 小賣商A들 또는 서비스 체인점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지가 인구 분포에 따라 보다 분산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수 

리용 部品(after market)을 생산하는 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의 분포가 중요한 입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主要 組立用 部品(OEM)의 경우는 주요 고객인 자동 

차 조립공장의 지리적 분포가 더 중요한 입지 요인이 된다.68) 

엽動車 部品塵業의 입지는 製品技術이나 工程技術의 변화에 따라 직 · 간접적 

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잦은 모델 변경과 관련하여 部品의 互換性을 

크게 높임으로써 자동차의 部品數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Schoenberger( 1986)에 의 

하면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 部品數가 1971년의 3737R 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300여 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Schoenberger는 이러한 部品의 標準化와 單純化 뼈 

向(互換性增大)은 部品業體의 입지를 보다 더 分散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포드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69) 또한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投入物에 대한 接近보다는 

市場에의 접근도가 더욱 중요한 입지 요인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이용이 확대 

됨에 따라 미국의 완성차업체는 10년 전에 비해 1980년대에는 철강 소비가 20% 

정도 감소하였으며， 알루미늄의 사용은 2/3, 프라스틱은 1/3정도 더 늘었다. 이러 

한 결과로 美國 中西部의 철강 중심지는 점차 自動車 部品의 생산지로서의 매력 

을 상실하고 있다.7이 

Estall(l 985:133)은 m시스템이 投入物 공급자들로 하여금 適期 納品을 요구함 

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간적 생산 집중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71) 아시아담動車(棒)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에 의하면 在庫回轉率이 

68) J.M. Rubenstein, 1988, OP, Cit, p.289. 

69) J. Holrn앙， 1986, "The Organization and Locational Structure of Production Subcontracting", in 

A. Scott, and M. SToper,(eds.), πle Geographical Anatomy of Industrial Capitalism: 

Production, Work and Territory, Boston, George Aiien 때d Uwin: pp.80-106. 
70) J.M. Rubenstein, 1988, OP, Cit,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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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의 18%에서 1990년에는 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部品 保管을 

위한 저장 면적도 차량 1대당 자재 점유 면적은 4년 사이에 약 40%가량 감소하 

였다. 따라서 새로운 在庫管理 및 部品 配達方式의 도입이 所要 用地 面積의 축 

소를 유도함으로써 생산 입지의 공간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 

력을 갖는다72). 결국 技術 및 工程의 華新은 기업간의 기능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정보와 재화의 흐름 및 그 타이밍의 변화를 초래하여 입지 패턴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담動車 部品業體의 입지는 JIT시스템과 같은 部品 配達方式에 의해서도 영향받 

지만 그 외에도 原副資財의 供給， 關聯 企業의 立地， 勞動力 確保， 工場數地의 確

保， 政府 政策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 JIT시스템은 공장 내에서 

의 組立 라인 生塵 시스템(conveyer be1t production system)에서 지역 차원 生塵 시 

스댐(regional production system)으로 확대시킨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部品業體의 

입지를 조립 공장의 주변에 집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73) 重層的인 下請

組織과 m’시스댐에 의한 空間的인 統合 때문에 日本의 자동차산업은 日本業體가 

미국의 무역규제가 심화될 때까지 해외 直接投資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74) 그러나 生塵 I程 및 製品 技術의 華新이 산업의 

공간적 집중을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塵業 空間 (new industrial space)을 형성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업간 정보교환에 관한 각종 첨단 네트워크의 발전 

으로 오히려 산업이 분산 입지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 담動車 部品業體의 공간적 입지 패턴은 조립공장의 입지와 정부의 공업 

단지 조성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半月工團과 昌原工團은 자동 

차 부품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품업체의 공간 

적 집적은 새로운 조립 공장의 입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71) R.c. Estall, 1985, "Stock Control in Manufacturing: Just-in-Time System and its Locational 

Implications", Area, Vol. 17, pp.129-132. 

72) 李相石， 1992, 前揚書， p.140. 

73) C. McMillan, 1984, πle Japanese Industrial System,Walter de Gruyter, New York, p.214. 

74) P. Pheard, 1983, "Auto-Production Systems in Japan: Organization and Locational Features",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Vol. 21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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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李相石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입지 패턴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되어 진다，75) 첫째， 部品業體들의 입지는 조립 기업의 입지에 의해서 크 

게 영향받고 있다. 이는 부품업체들이 조립 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근거리 지역에 입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립 기업의 입지로 

부터 다소 떨어져 있는 거의 모든 부품업체들은 교통이 편리한 高速國道의 연변 

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유인 및 집적의 이익과 같은 개별기업의 

필요에 의해 대부분의 주요 부품기업들이 大都市 近했의 工業團地나 協同化團地

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품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天

安， 溫山， 節州 등 8개 지역에 協同化事業 推進 또는 農工團地 指定을 통해 자동 

차 부품 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부품 기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모기 

업과의 교통의 편리성 이외에 工場 用地의 확보나 地價問題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京仁地域에 입지하는 대부분의 부품 기업들은 조립 기업과의 연계를 

원활히하고 보다 넓은 공장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都市 外願 地

域으로 이전하였다. 

1975년 現代담動車가 系列化한 業體數는 京仁地域 2567~ (40%), 體南地域 1737~ 

(40%)로 京仁地域의 비중이 훨씬 높았으나， 1986년 말에는 그 지역적 분포가 京

仁地域 l007~(39%)， 鎭南地域 159개 (61 %)로 영남지역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 

었다，76) 그러나 이들 협력업체의 입지 변화 패턴은 기능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表 II -1 참조> 附加 價植가 크고，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전장 

품이나 機械加l品 및 기타 부문의 경우는 京仁地域이 아직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반면， 부피가 커서 운송비의 부담이 큰 프레스， 고무， 프라스틱， 내장 

등은 조립공장이 위치한 鎭南地域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7) 이는 技術 集約的이고 高 附加價{直 塵業인 경우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고 

單位當 運送費가 낮아 여러 조립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기존의 중심지에 계 

속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75) 李相石， 1992, 前揚書， pp.105 - 108. 

76) 現代멈 動車， 1987, 前揚書， p.264. 

77) 前揚書， p.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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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n -1) 現代自動車 協力業體의 機能別， 地域別 現況

기계가공 전장 프레스 고무 플라스틴 내장 기타 계 

경 인 35 26 6 4 4 4 21 100 

영 남 43 12 52 10 17 10 15 159 

합 계 78 38 58 14 21 14 36 259 

出處: 現代범動車. 1987b: 608 

現代自動車는 협력 업체 가운데 아직도 100여개 업체가 京仁 地域에 위치하고 

있어 部品의 適期 供給， 技術陳 派遺의 어려움 등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6년 

부터 薦山 工場과의 근거리 지역으로 이들 업체의 入住를 유도하기 위한 공업단 

지 조성을 慶南 彦陽(울주군)， 梁山， 그리고 慶北 月城에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 및 京離 地域의 4개 업체가 彦陽團地에 또 다른 京仁地域의 3개 업체가 月

城團地에， 그리고 領南地域의 107R 업체가 陽山團地에 입주하였다. 또한 1984년 

에는 京仁地域의 5개 업체가 慶州와 蘭山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1985년에는 1 

개 업체가 薦山으로， 1986년에는 京仁地域의 5개업체와 옳山의 2개 업체가 蘭山

과 慶州로 이 전하였다，78) 

6. 要 約

넓은 의미에서의 立地 變化는 企業體의 設立， 閒銷， 移轉뿐만 아니라 이미 존 

재하는 업체의 지역별 성장률 격차와 기업 조직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本 章에서는 자동차 部品업체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立地要因들의 

변화에 따라 工場立地의 공간적 분포패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주 

요 立地要因으로 자동차산업의 國際化， 生塵組織(企業의 下請生塵組織)， 製品技術

및 工程技術의 華新， 政府의 影響을 들고 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78) 前揚書， 1987, pp.609-6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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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立地 變化 要因들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 입지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 멈動車 部品業體의 입지가 政府政

策이나 下請生塵組織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 西歐 先進國의 경우는 生

塵 및 經營의 國際化와 技術黃新에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立地要因의 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地理的인 차이뿐만 아니 

라 時代的인 차이에 따라서도 크게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는 交通 및 通信技術

의 발달로 거 리 에 따른 제 약이 갈수록 감소하고， 企業組織 또는 生塵組織的 要因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韓國의 경우 國土가 협소하 

고 해외 부문에의 依存度가 높아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急先務

이기 때문에 國際化 要因과 生塵組織的 要因이 다른 요인에 비해 韓國 자동차산 

업의 입지 변화에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거의 모든 

新規 組立I場의 입지가 항구를 낀 해변에 위치하고 있고 下請 生塵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論文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까지 언급한 자동차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時代別， 地域別로 어 

떻게 韓國 자동차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本 論文에서는 靜態的인 接近보다는 動態的인 接近을 시도함으로써 이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 
기
 



第m 章 훌훌國 홉 훌h車 組그노工業의 훌훌達고} 立t샌變↑t 

1 . 韓國 自動車 組立工業의 發達過程

韓國의 自動車 工業은 解放前에는 日本， 解放 後에는 美國의 군수 차량에 補修

用 부품을 생산하거나 그것을 再生塵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1960年代에 들어 

서 비로소 근대적인 자동차 공업의 발달이 經濟開發 計劃과 더불어 태동하기 시 

작하였다. 이 때문에 韓國 엽動車工業의 발달 과정은 경제개발 계획의 시기와 연 

관시켜서 KD부품 組立段階(1962-66)， 國塵化 初期段階(1967-71)， 固有모텔 開發

段階(1972-76)， 量塵體制 準備段階(1977 -81), 輸出基盤 確立段階(1982-86)， 大量

輸出段階(1987 -91), 技術 先進化段階(1992-96)로 구분할 수 있다1)<표 ill-l>. 한 

편 유재헌2)은 技術 水準에 근거하여 初期 未熟한 經驗期(1960년이전)， 近代的 組

立段階(1962-73)， 製造 生塵段階(1974-8 1)， 輸出 및 技術 開發段階(1982년이후) 

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時期 區分은 각자의 基準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本 論文에서는 위의 두 방법을 종합하여 1962년을 기점으로， 그 以

前과 以後로 대별하고 以前을 初創期， 以後는 다시 1981년을 기준으로 하여 1980 

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1962년은 근대적 생산 라 

인에 기초한 完成車 組立時期를 기준으로 삼았고， 1981년은 담動車 合理化 惜置

가 이루어진 시기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 1 ) 初創期(1962年 以前)

韓國에 자동차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李朝 말엽인 1903년으로 공업 여건이 전 

혀 구비되지 않은 狀態로 자동차를 修理하는 整備工場이 있었을 뿐이며， 韓國 법 

動車工業의 簡뽕期는 日帝 植民時代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日本인이 경영하던 포드 및 시보레 자동차 대리점에 車體工場과 整備

1) 塵業鼎究院， 1989, r韓國의 部品塵業 冊究報告書J ， 138號， pp.208 - 209 

2) 류재헌 外 4A, 1990, L'"韓國 資本主義와 멈動車塵業.!l. pp. 1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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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場이 있었으나， 2次 大戰의 발발로 미제 차량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자 日本 자 

동차 업체가 韓國에 진출하여 부품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 

계 공업의 낙후와 日本 대자본의 횡포로 修理 및 整備만을 담당하는 정도였다，3) 

〈표 m- l) 韓國 자동차산업의 발달과정 

저11 차 경제개빌 저12차 경제개발 저13차 경제개발 저14차 경제개발 저15차 경제개발 저16치 경제개빌 저17차 경제개빌 

5개년계획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5개년계획 5개년 계획 

기간신업의 대외지향적 줄회학공업 t!업구조 비교우위 t업 국제경쟁력 자율과경쟁질서 힐립 

건설 공업회후진 차~;:: 고도회추진 구조의구축 기빈구축 경제의 내실회효용화 

62-66 67-71 ’72-'76 77-81 82-86 ~ 1 I '92-'96 I 

KD 조립단계 국신회 초기딘계 고유국산차개블틴계 앙산체제준비단계 수출기반확립딘계 대랑수출딘계 기술 선진회 딘계 

‘ 자동차공업 • 자동차공업육성 • 장기자동치 공업 ‘ 자동차공업 ‘ 앙신체제 확립 • 전차종생산 • 기술력의 선진회 l 

육성착수 기본계획 수립 진홍계획 수립 힐리회계획 딘행 * 전륜구동승용차 자유회(81.2.28 * 규모의 경제실현 

‘ 완성차 수입금지 • 부품의 국신회 ‘ 국신고유모덜 ‘ 본격적 수출전략 개빌 조치해제) • 수출시장의 

저|고 및 전문 승용차개빌 산입회추진 ·미국수출개시 ‘ 자동차수입 다변회 

계열회추진 • 승용차 처녀수출 • 생산의 국제 자유회 • 세계 5대 자동차 

‘ 대규모 종합공장 분업회 • 배기기스 및 생신 수출국 

건설 소음규제깅회 진입준비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1992 0'자동차 공업 편람j ， p.7 

解放 以後 자동차 산업은 수리업 종사자들이 民需用 自動車와， 美軍納 자동차 

의 부품을 생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韓國의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생산 이 

전에 이미 부품공업부터 발달한 특정을 보였다. 그러나 완성차 생산의 발전이 뒷 

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품공업 중심의 자동차 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 

다. 한편 근대적 설비 및 생산라인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시도된 최초의 國塵 組

立自動車는 「시발 자동차」인데 이는 이후 韓國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완성 

차 업체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時期를 전후하여 1944년 起亞

塵業의 전신인 경성정공이 설립되어 자전거， 이륜차 등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3) 李相石， 1992, 前揚書，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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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에는 大宇 자동차의 전신인 신진공업사， 그리고 동아자동차(현 쌍용 자동 

차)의 전신인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가 설립되었다. 

(2) 1980年代 以前 (1962-1981 ) 

韓國의 近代的 담動車 組立生塵은 經濟開發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로 정부는 國家 戰略塵業으로 자동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中間分解 部品

(semi knock down)을 도입하여 組立生塵을 추진했으며， 이 계획으로 日本의 닛산 

과 技術提擺하여 새나라 자동차를 설립하고， 완성차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 완성 

차 조립 목적 이외의 부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서 정부 

는 부품의 국산화 및 자동차 산업의 一元化를 위하여 中間分解 部品組立 方式에 

서 完全分解 部品組立 生塵方式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964년 新進

엽動車가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하여 日本 도요타와의 技術 및 資本을 提操하여 

완전 분해 부품 조립 생산 방식에 의해 「코로나」를 생산하였다. 

1965년에 설립된 아세아 자동차는 피아트와 기술 제휴로 피아트를 생산하였고， 

1967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기술 제휴로 코티나를 1968년부터 생산하 

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담動車工業 基本 育成計

劃」을 수립 추진하고， 1974년 말까지 자동차 부문의 완전 국산화를 목표로 국산 

화 품목을 지정， 국산화 달성 실적에 따라 생산 대수를 배정하고 중형 승용차의 

수입 쿼타(Quota)를 주는 등의 시책을 폈다.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세계 자동차의 수요 패턴이 小型車 中心으로 변화하자 

정부는 종래의 완전 분해 부품 조립에서 벗어나 완전히 국산화된 국산차를 생산， 

수출하기 위하여 完成車 部門과 部品 部門을 분리 육성시키는 『長期 담動車工業 

振興計劃』을 수립하였다. 1972년에는 日本의 도요타가 철수하고 신진이 도요타 

대신 GM과 合作으로 GMK를 설립하였으며， 起亞가 승용차 생산에 뛰어들어 現

代， 起亞， GM, 아세아 등 4개 업체가 완성차 생산에 참여하였다. 한편 아세아 자 

동차가 起亞에 합병됨으로써 완성차 생산은 三元化 되었는데 現代는- 포니를， 起

亞는 브리사를， GMK는 제미니를 생산하였다. 이후에 GMK에서 신진이 탈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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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는 大宇가 참여하였다長期 멈動車工業 振興計劃」으로 정부는 59개 품 

목에 2287ß 업체를 系列化하여 國塵化 및 量塵體制로 돌입하였다. 한편 1970년 

중반부터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대폭적인 설비 확장을 추진한 결과 1979년 

에는 자동차 생산이 연산 20만 대를 돌파하였다. 

(3) 1980年代 以後

1960년대가 KD部品 組立 段階였다면 1970년대는 部品 國塵化 및 生塵 基盤 構

葉段階라 할 수 있다. 1979년 말부터 시작된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1980년대 

부터 世界 및 國內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여 자동차 업계도 최악의 위기에 봉착 

하였다. 이에 정부는 불황 타개책으로 승용차 생산의 一元化를 골자로 한 「핍動 

車工業 統合 惜置」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GM의 월드카 전략도입 추진 및 통합의 

어려웅으로 1981년 다시 「멈動車l業 合理化 計劃」을 단행하여， 승용차는 現代와 

大宇로 二元化하고， 승용차 이외의 중소형트럭， 버스 그리고 일부 특장차는 起亞

와 東亞로 합병 생산토록 하였다. 한편 대형트럭 및 버스는 경쟁 체제를 유지토 

록 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차종 별 생산 체제의 정비를 실현하였다. 

1982년 이후 경기의 회복과 생산능력의 확대로 현대는 1985년 포니 엑셀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대우는 1986년 연산 17만 대의 공장을 준공하여 담動車 

量塵體制 段階에 돌입하였다. 

한편 現代가 개발한 포니 엑셀이 1985년에는 캐나다에 다음해는 美國 시장에 

수출 되고， 1987년에는 大宇의 르망과 起亞의 프라이드가 美國 시장에 수출 되어 

자동차 輪出 塵業化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현대가 캐나다에 승 

용차 생산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生塵據點 多邊化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86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출이 1987년 54만대， 1988년 57만대로 급증하였고 

국내 생산도 100만 대를 돌파하였다. 1980년대후반에 업動車化 時代(Motorization)

의 초기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내수 판매도 1981년의 13만 대에서 1991년에는 

150만 대로 급증하여 10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생산 증대를 보였다(<표 ill-2>, 

[그림 ill-1] 참조). 한편 1980년 이래 輸入 핍由化 의 물결을 타고 국내에 상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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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수입 자동차는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수요를 넓혀가고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수출 증대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의 안정적 

확보， 선진 자동차 공업국으로의 정착 측면에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技

術 開發에 주력하여 안전도 및 경제성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自動車 騙ffT場의 生塵組織 變化

韓國의 멈動車塵業은 80년대 量塵體制의 확립을 기반으로 한 생산 증가와 國

內외 需要의 급증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1982년의 담動車工業 育成計

劃에 의해 생산 차종의 제한을 받고 있던 자동차 업체들은 1986년 「工業發展法」

에 의한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로 차종별 생산 제한 조치의 일부가 완화됨에 

따라 제한적인 경쟁 생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1989년부터 완전 自由 觀爭 體制에 

돌입하게 되었다. 

즉， 起亞담動車가 승용차 생산을 재개하고， 現代담動車와 大宇멈動車가 중소형 

버스 및 트럭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989년 7월부터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자유 

로와짐에 따라 기존 업체를 중심으로 車種의 多樣化가 이루어졌다. 한편 大宇 造

船이 輕自動車의 생산에， 現代精工과 아시아 자동차가 Jeep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생산 구조가 더욱 다변화 되었다. 

〈표 ill-2) 韓國의 자동차 생산대수 및 수출량 

년 총생산량 총수출량 년 총생산량 총수출량 

1976 49,545 1,243 1984 265,362 52,350 

1977 85,219 9,136 1985 378,162 123,110 

1978 158,958 26,337 1986 601 ,546 306,369 

1979 204,447 31 ,486 1987 979,739 546,310 

1980 123,135 25,252 1988 1,083,655 576,134 

1981 133,084 24,937 1989 1,129,470 356,040 

1982 162,590 20,602 1990 1,321 ,630 347,100 

1983 221 ,019 25,356 1991 1,497,818 390,362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내부자료 

-42-



i 

j* 

*j 

AJ 

j 

」
-
-
-
，

.• 
, 
----, 디 총생산 + 수출 。 내수 

빼
 밟
 따
 

A틀
@
를
흩

V
 

뼈
 야
뻐
 따 떠
 따
 때
 O 

1 를7를 1를771훌7홉 1를?를 1를홉) 1를를1 1 훌훌2 1훌훌;5 1를64 1훌훌l 1를aB 1훌훌7 1훌훌S 1를훌톨 1훌훌) 1를를1 

〔그림 ID- l) 韓國으| 자동차 연도별， 생산， 수출， 판매량 

資料 : 한국 자동차 공업협동조합 내부자료 

韓國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 現代自動車， 大宇담動車， 起亞自動車， 亞細亞담動 

車， 雙龍엽動車 둥과 같이 대규모 기업 집단의 조립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 

으며， 이들은 일부 核心 部品과 엔진 및 샤시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現代엄動車는 1967년 12월 美國 Ford사와 技術 提擺로 생산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주도해온 최대의 완성차 메이커이다. 각종 승용 

차와 버스， 트럭， 그리고 특장차를 생산하여 국내 판매 뿐만 아니라 美國， 캐나 

다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現代자동차의 기술 수준은 설 

립 초기에는 부품의 조립에 불과했으나， 日本 미쓰비시와 기술제휴를 통한 기 

술 축적， 끊임없는 자체 연구 개발로 1974년에는 최초의 고유 model인 포니를 

개발하여 고유 모텔 생산국이 되었다. 현대자동차는 대량생산과 수출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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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1975년 당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일괄 생산체제를 갖춘 종합 조립 

공장을 蘭山에 완공하였고， 國內 · 外의 수요 증가에 따라 1979년에는 승용차 

생산시설을 年塵 10만대로 확장하여 大量 生塵體制로 돌입하였다. 1980년 제2 

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1981 년 정부의 담動車 合理化 惜置

에 의해 現代멈動車는 승용차와 대형 상용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X카라는 프로젝트 네임으로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신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2년에는 미쓰비시와 전면적인 合作

關係(12.6% 지분)에 돌입하였고， 1985년에는 30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신설하 

여 북아메리카 시장의 공략에 나섰다. 또 1989년에는 世界化 戰略의 일환으로 

캐나다에 10만대 규모의 조립 공장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現代핍動車와 生塵 連緊를 맺고 있는 그룹 내 계열사는 現代담動車 써비 

스， 現代電工， 캐피코 등 3개 사이나 이중 캐피코와의 연계성이 강하고 現代의 

방계그룹인 한라그룹의 만도기계와 한라공조， 그리고 금강그룹의 (주)금강과도 

긴밀한 생산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 부문은 공장 관리본부 이외에 모두 17 

개 事業部， 218개 部著로 구성돼 있다. 이중 153개 부서는 薦山에， 65개 부서는 

서울 本社에 소속되어 있으며， 節山 공장의 총인원은 32，058명이다. 17개 사업부 

중 直接 生塵 部門은 完成車 組立工場 5개 (1 ，2，3 工場은 乘用車 生塵， 4，5 工場은 

商用車 생산)와 MIP(made in plant)를 생산하는 엔진기어 사업부， 소재 사업부， 시 

트 사업부， 기계 사업부 등 4개가 있고， 間接 支援 部門으로는 資材本部， 生塵技

術部， 鼎究所， 전산파트， 海外事業部 등이 있다. 각 공장의 부서 조직은 工程別로 

8 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直接 生塵 部暑로는 프레스 공정을 담당하는 프레스 

부， 차체를 용접하여 완성하는 車體部， 도장 처리를 하는 蠻裝部， 조립을 맡고 있 

는 의장부， 최종 검사를 맡고 있는 品質管理部 등 5개 부서가 있고， 支援 部響로 

는 生塵管理部와 業務部， 그밖에 장비 및 설비의 예방， 보전과 수리를 담당하는 

保全部가 있다. 최근 자동차 생산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內需의 增大

와 輸出 市場의 多邊化에 따른 유럽시장 특히 東歐團市場의 수출 증가로 승용차 

생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생산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l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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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파 -3) 현대자동차의 생산 및 수출량의 변화 

구 1:;‘----j---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생산대수 428,934 606,818 647,387 614,379 676,067 767,070 

(승용차) (405,177) (544,648) (584,339) (525,857) (557,683) (641 ,350) 

수출대수 302,134 407,924 407,719 215,101 225,393 254,555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1992 , r자동차공업편람J , p.215. 

韓國 자동차 산업은 大宇담動車의 현 富平 공장 위치에 1937년 국산 자동차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이며 1962년 「새나라 자동차」가 발족되었다. 본격적인 발 

전의 계기는 현재 大宇자동차의 옳山공장에서 韓國 최초의 세단형 승용차인 「신 

성호」를 제작한 「新進工業」이 1965년 새나라 부평 공장을 인수하고 日本 도요타 

와 기술 제휴하여 「新進담動車工業」을 출범시키면서부터이다. 

新進담動車工業은 1972년 도요타의 철수로 동년 美國 GM과 합작으로 rGM 

KO묘AJ를 설립하여 1976년 상호를 「새한자동차」로 바꾸었다. 한편 大宇그룹은 

1978년 새한 자동차의 경영에 참였으며， 1983년 GM으로부터 새한 자동차의 경영 

권을 인수 「大宇담動車 妹式會社」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大宇법動車는 이를 계기 

로 經營， 技術 開發， 飯賣 등 전분야에 걸쳐 일대혁신을 단행하고， 小型車인 맴시 

와 中型車인 로얄 시리즈를 생산하였다. 아울러 1984년 6월， GM과 더불어 World 

car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신공장 건설， 부품업계의 육성을 통하여 수출 전략형 

의 르망 승용차를 개발하였다. 中型車 부문에서는 1972년 레코드 1900을 개발， 

국내 고급 승용차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이후 성능과 안전성 향상 및 모델을 다 

양화한 로얄 시리즈를 생산하였다. 

大宇자동차는 GM의 提擔業體로 소형차 생산에 特化되어 日本의 이스즈 및 닛 

산에서 기술 공여를 받고 있다. 1987년 對美 輸出을 시작으로 캐나다， 사우디아 

리비아， 뉴질랜드 그리고 東歐團에도 진출하여 수출 차종의 多樣化와 輸出 地域

의 多邊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생산 능력에서 승용차의 경우 1985년 66，000대 

에서 1992년 518，000대로 8배， 트럭은 10，000대에서 40，000대로 4배， 버스는 5，α)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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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6，아)()대로 1.2배의 신장을 가져왔고， 현재 從業員 規模는 17，219명이다. 本

社는 仁川에 소재며， 생산 공장은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는 富平 공장， 대형 버 

스를 생산하는 옳山 공장， 프레임을 생산하는 東棄 공장 등 3개가 있으나， 1994 

년 말까지 全北 群山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어서 富

平 공장과 함께 연간 82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富平工場의 생산 조직은 트럭공장， 승용차1.2공장， 엔진구동공 

장으로 되어 있고 트럭공장은 제조부와 품질관리부， 승용차1 .2공장은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와 품질관리부， 엔진구동공장은 엔진부와 싸시부로 分業化 되어 

있다. 또 쏠山工場은 조립과， 도장과， 의장과， 공무과로， 동래공장은 공정과， 집성 

과， 공작과， 부품제작과로 구성되어 있다. 大宇자동차와 생산 연계를 유지하고 있 

는 그룹 내 계열사는 大宇기전(42.2%)， 코람플라스틱 (8.8%)， 大宇精密(7.2%)， 大宇

重工業(26.7%)， 大宇電子(4.7%)， (妹)大宇(10.4%) 등이 다. 

1944년 창립 이래 日本 마쪼다와 기술 제휴로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를 생산 

하는 起亞엽動車는 系列社인 아시아자동차를 통해 대형 승합차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光明市 所下里 공장은 주조， 기공， 프레스， 엔진， 자체， 차축， 도장， 조립공 

장 등 생산조직을 구비한 대단위 結合핍動車 組立工場으로 각 단위공장에서 생 

산된 제품과 외부에서 납품된 부품들이 Conveyer Belt System방식으로 완성차를 

조립하며 4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다가올 西海뽑 時代를 예견하여 京鐵 華城觀에 70만평 규모의 엔진구동， 

프라스틱， 프레스， 자체조립， 도장， 조립공장을 갖춘 牙山灣 제2공장의 건설로 

1995년 부터는 60만대를 생산목표로 하기 때문에 총 생산능력은 100만대로 증대 

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자동차생산은 1986년 103，520대에서 1991년 425 ，296대로 

5년동안 4배， 고용은 1986년 9， 166명에서 1991년 22， 103명으로 2배이상 증대하였 

다. 起亞 담動車의 그룹내 계열사와의 후방 연계로는 기아기공(부품 및 공작기 

계)， 기아정기(부품 및 특장차)， 서해공업(금형 및 부품)， T.R.W 스티어링， 昌原工

業(部品)， 아주금속(부품) 둥 6개 업체이며 前方 連緊업체는 K.M 코펄레이션(수출 

대행)과 기아써비스(정비) 등이나 특히 기아기공(24.7%)과 기아정기(10.0%)가 높 

은 연계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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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龍자동차는 1955년 하동환 자동차에서 출발하여 1981년 合理化 惜置시 특장 

차 전문업체로 선정됐으나， 1984년 지프 전문업체인 거화에 인수되어 코란도를 

생산하였다. 그후 1987년에는 雙龍그룹에 인수되어 쌍용자동차로 상호를 변경， 

웨곤형 지프인 훼밀리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松웠의 제 1공장은 샤시 조립라인을 

비롯하여 버스， 특장차 라인을 갖추고， 차량생산을 하고 있으며， 富平 공장은 부 

품 생산공장으로 휠디스크를 비롯한 기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1994년까지 현 

재의 공장을 증설， 소형 트럭과 버스 및 FJ-car를 생산할 예정이며 1995년까지는 

慶北 達城 공장을 준공하여 대형 트럭 및 승용차를 연20만 대 생산할 계획이다. 

엽動車生塵은 1986년 5，759대에서 1991년에는 24，663대로 4배， 從業員은 1986년 

3，342명에서 1991년에는 6，460명으로 2배 증가하였다. 

大宇造船은 1978년 설립 이래 대형 선박 및 프랜트류를 주로 생산했으나 1987 

년 이후 만성적인 노사분규와 조선업의 불황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9년 日本의 스즈키사와 기술 제휴하여 輕自動車의 생산 

을 시작했다. 1991년 준공한 昌原工場에서 輕乘用車 티코를 생산하고 있으나 최 

근 판매 부진으로 대우자동차 판매조직의 일부를 혼합 운영할 계획이며 1991년 

에는 44，251대를 생산하였다. 

亞細亞 담動車는 起亞엽動車의 系列社로 1965년 설립이래 피아트의 자본 및 

기술 도입으로 대형트럭 및 승용차를 생산하였다. 1981년 담動車 合理化 惜置에 

의해 防衛用 車輔 專門業體로 선정되어 군용 차량 및 대형 트럭， 버스를 생산하 

며， 1990년 日本 다히하즈와 기술 제휴하여 경상용차도 생산하고 있다. 允州 공 

단의 생산조직은 제 1.2.3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대수는 1986년 6，619대에서 

1991년 28，020대로 4배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1년 종업원 규모는 7，545명으로 

나타났다. 

1977년 설립이래 철도차량， 4륜구동 지프 등을 생산하는 現代그룹 산하의 現代

精工은 1990년 日本 1v1M:C의 트랜스미션， 보디 및 샤시 등에 관한 기술공여와 現

代엽動車의 엔진 공급으로， 4륜구동 지프의 양산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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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自動車 組立 工場의 立地와 成長

담動車塵業은 전형적인 組立 工業으로， 多數의 中小 規模 部品 供給業體와 水

平的 또는 華直的인 下請 體系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 공업의 입지 변화 

는 부품 공업의 입지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완성차의 조립에는 많 

은 수의 부품이 필요하고 그 부품들은 대부분 독립 기업에 의해서 제조되며， 최 

종 조립 前에 중요한 세가지 공정은 차체， 부품，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제조로，특 

성상 각 공정은 地理的인 分離 가능성이 크다4)([그림 III-2] 자동차 생산체계). 

1992년 현재 완성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現代담動車， 大宇담動車， 起亞엄動車， 

亞細亞엽動車， 雙龍담動車를 비롯하여 최근 경승용차 생산에 참여한 大宇造船까 

지 6개 업체이다[그림 III -3]. 이들 6개 조립 공장의 입지는 韓國 자동차 산업의 

再編 過程[그림 III -4]과도 관련이 있는데， 최근 新.增設된 조립 공장들의 경우 공 

장 부지 확보 문제， 부품 공급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소비 시장 들을 고려하여 

대도시 근교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공급t엄 I I 

|강칠기E님속|니 

l 고 무 ] 

l 전 자 | 
| 프리스틱」 

| 유 리 I I 
l 직 물 l 끼 

차체판넬의 

저|조와 프리|스 

차 처| 

-닙r E i그5 

차처|조립과도징 

(j) 기계 · 전자부품 저|조(카던러|타 • 브레이크 처|계) 

11 휠 · 타이어시트 · 배끼처|계 등 저|조 

〔그림 ID-2J 자동차 생산체계 

1:‘ 
비 

--’ 
시 

립 장 

資料 P. Dicken. 1992. Global shift industrial change in a turbulent world 

4) P.Dicken, 1992, OP. Cit,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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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륜차이상생산 

1962 1967 1972 1982 1987 1992 

〔그림 III-4J 자동차 생산업체 개편과정 

자료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1992. ~자동차 공업편람.9. p.7. 

우리나라 엽動車 組立工場은 首都團과 東南團에 집중돼 있는데 首都團에는 起

亞自動車， 大宇담動車 그리고 雙龍핍動車가 입지하여 연간 65 만대를 (1991년 승 

용차 기준) 생산하고 있으며， 東南團에는 現代담動車가 77만대 생산 능력을 갖추 

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주변에 대부분의 신규 완 

성차 생산 공장의 입지가 예정되고 있어 光州에 입지하고 있는 亞細亞 自動車

(28，000대의 공급능력 보유)와 함께 西海뿜 地域이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現代담動車가 薦山에 입지하게 된 이유는 넓은 공장용지의 확보가 용이 

하였고， 용수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관련업체가 많이 입지하여 원료 및 중간재의 구득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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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5J 한국자동차 기업과 다국적기업과의 관계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1992. r자동차 공업편람.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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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의 비약적 발전기인 1980년대 중반 이후 업체별 新 · 增設 실적을 

보면， 現代자동차는 1985년에 30만대 규모의 X차(포니엑셀) 생산공장의 건설에 

이어 1987년에는 30만대 규모의 제 2공장을 증설하였고， J카(엘란트라)를 생산하 

는 제 3공장도 현대 계열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罷山에 건설하였다. 

大宇자동차는 1986년 연산 17만대 규모의 르망 공장을 신설한데 이어 1988년 

에는 동공장의 생산 능력을 33만대 수준으로 증설하였다. 

起亞자동차는 1987년 12만대 규모의 프라이드 공장 건설에 이어 1988년에는 

牙山灣 제 2공장을 착공하여 1989년말 15만대 규모의 一段階 증설을 완료하였다. 

大宇를 제외한 이들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과 본사의 입지를 달리하고 있는데 대 

우 자동차는 仁川에， 나머지는 모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그림 III -3]. 

국내 자동차 조립 기업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先進國의 多國籍 企業들이 

소형차 및 부품 생산기지를 신흥 공업국에 입지시키려는 전략에 따라 이들과 연 

계 관계를 맺게 되었다[그림 III -5]. 

現代자동차에는 美國의 크라이슬로와 제휴하고 있는 日本의 미쓰비시자동차가 

13%의 자본을 참여시키고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미쓰비시에 대한 소형차 조달 

전략의 일환으로 미쓰비시와의 제휴를 통해서 韓國 최초의 고유 모텔인 포니가 

출현되었으며 이를 통해 크라이슬러 · 미쓰비시 · 現代의 三角分業이 이루어지게 

됐다. 

大宇자동차는 1972년 GM과의 합작으로 rGM KOREA J 를 설 립 한 이 래 1984년 

부터 GM과 그 자회사인 서독의 오펠사로부터 소형차 모텔 및 주요 부품을 도입 

하여 월드 카인 르망을 생산하고 있다. 또 日本의 이스즈사에서는 대형 상용차 

기술을， 닛산에서는 소형차 기술을 제공받아 GM-이스즈-大宇의 제휴 관계가 형 

성돼 있다. 

起亞자동차는 1981년의 담動車 合理化 惜置로 승용차 생산이 중지돼기 때문에 

상용차만을 생산해 왔으며， 이시기에 마쪼다와 合作投資 (8%)를 하게 됐다. 한편 

1987년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자 포오드사와 합작(10%)으로 승용차 생산을 재개 

하여 포오드-마쪼다-起亞의 제휴관계가 이루어졌다. 그외 亞細亞自動車는 1976년 

起亞팀動車에 인수된후 日本의 히노사와 상용차 기술 제휴를 하고 있으며，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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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영국 팬더사에 91%를 출자하였고， 독일 밴츠사와는 소형 상용차 생산， 

기술제휴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韓國의 자동차 업계는 단순한 수출 단계를 넘어서 해외에서 직접 

완성차를 조립 · 판매하는 전략이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現代자동차에 의한 캐 

나다 現地工場建設을 시발점으로 하여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해외 現地組

立工場의 건설은 보다 최근에는 東南亞 地域에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韓國 자동 

차 업체들이 東南亞 지역에 현지 조립 생산방식으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이들 

국가가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탓에 완성차에 대한 輸

入 規制가 갈수록 심화되고， 또한 성공적인 경제개발 계획에 추진으로 인하여 소 

득이 향상되어 북미에 이어 韓國의 제2의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5) ， 

大宇자동차의 수출을 전담하는 (妹)大宇는 필리핀의 트램스팝社와 年塵 l만대 

규모의 르망레이서와 에스페로 조립 생산공장 및 판매회사를 60대 40의 비율로 

설립하기로 계약했다. 大宇그룹은 또한 대만 및 베트남에도 현지 조립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現代자동차는 타일랜드에 UAS社와 자동차 조 

립생산 계약을 맺고 1993년 중반부터 엑셀을 조립생산하게 된다. 한편 起亞자동차 

는 베트남의 VCM社와 함께 프라이드와 베스타를 조립생산할 계획이며， 같은 방 

식으로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제 韓國의 자동차 산업도 

본격적인 해외 생산 시대를 맞고 있어 입지 문제도 國際化되어 가고 있다. 

4. 要 約

本 章에서는 韓國 自動車工業의 發達過程과 完成車業體의 立地 패턴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韓國의 자동차 산업은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國家 戰略塵業으로 지 

정하여 육성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시장을 

강력히 규제하는 關聯 各種 育成策과 合理化 惜置를 취하여 보호 · 육성하였다. 

韓國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은 外國 多

5) 한겨 례 新聞， 1993, 5, 2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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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籍 企業과의 協力關係이다. 韓國의 완성차 업체는 선진국 기업으로 부터 기술 

을 제공받고 부품 공급 관계를 맺는 한편 그들의 세계적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이들 多國籍 企業과의 협력을 통하여 해외 수출이 크게 신장된 

데 기인한다. 

韓國의 자동차산업은 이제 世界的 시스댐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 

외 부문에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國際 觀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大量生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수출의 필요성에 의해 대부분의 완성 

차 생산공장이 항구 시설을 갖춘 해안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출 단계를 넘어 海外 組立工場을 설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기존의 수출시장을 계속적으 

로 확보하기 위해 조립 공장의 입지가 선진국에 한정되었으나 보다 최근에는 필 

리핀，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韓國 자동 

차산업의 발전 과정은 수입부품에 의한 組立段階 • 部品 國塵化段階 • 輸出段

階 • 海外 組立段階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각 단계마다 법動車塵業의 成長과 

立地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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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N章 훌훌國 법 動車 숍B品 工業의 分布오} 立地 훌훌因 

1 . 自動車 部品 塵業의 分類와 構造

( 1 ) 部品의 分類

멈動車 部品의 數와 種類 및 素材는 자동차가 고급화 되고， 性能이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요구된다. 담動車 部品은 일반적으로 機能과 投入 素材 및 

製造 工程에 따라 分類되어진다.1) 자동차 부품은 그 構造面에서 車體φody)와 샤 

시 (chassis) ， 그리고 엔진(engine)등 세가지로 구분되기도 하고， 車體와 샤시 등’ 두 

가지로 구분 되기도 한다. 車體는 運轉者 및 乘客의 座席과 貨物을 積載하는 부 

분이며， 샤시는 엔진을 포함하며 車體를 뺀 나머지 부분이다. 商工部의 分類는 

機홉많” 分類에 따른 것으로 動力 發生裝置， 動力 傳達裝置， 샤시장치， 車體， 車體

의장품 등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담動車 部品은 또한 주된 製造 工程에 따라 績造品， 鍵造品， 機械 加工品， 프레 

스 加I品， 組立 部品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投入 素材에 따라 鐵鋼品， 비철금 

속품， 고무제품， 그리고 기타 제품(프라스틱)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기타 분류 

방법으로는 使用 形態 즉， 共通性과 互換性에 따라 要素部品， 況用部品 및 專用

部品으로 분류되고， 流通過程에 따라서는 組立用 部品(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補修用部品(a담er market)으로 分類되 기도 한다. 

한편 組立段階에 따라 基魔部品(CKD), 中間部品(SKD) 그리고 組立部品(assembly)

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本 鼎究에서는 部品의 構造에 따라 車體， 샤시， 그리고 엔진 둥 셋으로 구분하 

고， 각 部品에 따라 相對的으로 技術 水準이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 

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품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원자재가 없고 敏工具 퉁 시설비에 많은 資本投資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부품， 외국과 技術 提擔로 생산하는 부품 등이다. 

1) 塵業鼎究院， 1989, li韓國의 部品塵業.10 p.2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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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部品工業의 構造

엽動車 部品工業의 構造는 部品 需要者인 小數의 大規模 完成車 製造業體와 

部品의 供給者인 多數의 觀爭的 中小企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動車 部品 業體

는 完成車業體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相互間에 원활한 협력관계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分業 生塵體制가 구축되어야 한다. 母企業의 

生塵 形態는 內製(엽體生塵)와 外製(注文生塵)로 구분되고， 內 · 外製의 비율은 母

企業의 戰略的， 經濟的 利點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통 注文 生塵은 專門化된 

技術과 設備를 구비한 部品業體가 담당하고 있다. 母企業과 受給 企業 간에는 장 

기간에 걸친 거래에 의하여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기존의 中層的 分業 構造에서 

이들 受給 企業은 1次 내 지 2次 受給 企業群에 속한다. 

1986年에 韓國 완성차업체의 外注 比率은 75%에 이르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現代멈動車와 大宇팀動車의 外製와 內製의 비율은 70:30이나， 起亞멈動車는 89:11 

로 外注率이 타업체에 비해 높은데 그 이유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系列 部

品業體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의 경우는 外注비율이 80% 

정도로 상당히 높으나， 미국은 자체 생산비중이 크기 때문에 45~55%로 낮아 커 

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기 日本의 下請構造는 피라미드식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 

문에， 母企業이 소수의 1차 下請企業만 관리하면 全 階層의 下請企業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下請企業이 階層的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많은 母企業은 납품업체와 직접적인 거래해야 하며， 직접 거래하지 않는 공 

급업체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內製에 의존하는 

부품은 주요 核心 部品이거나 기밀을 요하는부품， 輸送費 負擔이 큰 부품， 그리 

고 핍社 生塵의 경우 收益性이 높은 부품등이다. 반면에 外製에 의존하는 부품은 

勞動 集約的 性格이 강한 부품이거나， 要素 部品， 전장품， 고무 제품， 프라스틱 

그리고 유리 제품 등이다. 國內 自動車 部品工業은 80年代들어 완성차의 수출 급 

2) 洪性元， 金iE洪， 司空積， 1987, r韓國 · 美國 · 日本 · 브라질 담動車 部品I業.分業體系의 比

較分析 - 都給去來 實態를 中心으로J ， 塵業鼎究院， pp.40-4 1. 

3) 林iE樹， 1990, “멈動車 工業$ 좋 ~t ~ 下請φ 生塵~'J.. T L. “ r 멈動車 塵業m 國際化 k 生

塵~'J..주L. J ， 中央大出版部， 東京.， pp.6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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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부품의 수요급증에 따른 생산 규모의 확대와 자동 

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새로운 소재가 많이 이용됨으로 電子 部品業體

와 石油 化學 관련업체 등이 사업의 多角化를 통해 멈動車 部品塵業에 진출함에 

따라， 部品業體 數는 1977年 355個 업체에서 1991年 1 ，4 10個로 4배의 수적인 증 

가를 나타냈다〈표 N-l>. 

〈표 N- l) 한국자동차 부품업체수의 연도별 · 권역별 분포 

지 。-j1 1977년 1984년 1988년 1991 년 

서 울 187 (52.7) 255 (30.4) 170 (15.7) 173 (12.3) 

인 천 28 ( 7.9) 67 ( 8.0) 94 ( 8.7) 119 ( 8.4) 

켜U 기 37 (10.4) 206 (24.5) 320 (29.5) 359 (25.5) 

수도권계 252 (71.0) 528 (63.0) 584 (53.9) 651 (46.2) 

-님「 산 51 (14.4) 138 (16.4) 156 (14.4) 166 (11.8) 

대 구 24 ( 6.8) 51 ( 6.1) 81 ( 7.5) 103 ( 7.3) 

겨U τ 닙되「 1 ( 0.3) 11 ( 1.3) 37 ( 3.4) 67 ( 4.8) 

켜U L口↓ 15 ( 4.2) 70 ( 8.3) 157 (14.5) 288 (20.4) 

동남권계 91 (25.6) 270 (32 .1) 431 (39.7) 624 (44.2) 

~ 북 0(0.이 1 ( 0.1) 1 ( 0.1) 4 ( 0.3) 

저'--' Ln• 0(0.0) 5 ( 0.6) 4 ( 0.4 7 ( 0.5) 

과。 -;a「; 1 ( 0.3) 22 ( 2.6) 39 ( 3.6) 71 ( 5.0) 

서남권계 1 ( 0.3) 28 ( 3.3) 44 ( 4.0) 82 ( 5.8) 

충 북 o ( 0.0) o ( 0.0) 6 ( 0.6) 18 ( 1.3) 

* 'J 8 ( 2.2) 3 ( 0.4 9 ( 0.8) 23 ( 1.6) 

대 저'--' 3 ( 0.9) 9 ( 1.이 9 ( 0.8) 9 ( 0.7) 

중부권계 11 ( 3.1) 12 ( 1.4) 24 ( 2.3) 50 ( 3.6) 

기 타 2 ( 0.2) 2 ( 0.2) 3 ( 0.2) 

총 계 355 (100.0) 840 (100.0) 1085 (100.0) 1410 (100.0) 

) : 업체수의 전국비율 단위 : 업체수 

자료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Ii"자동차 공업편람J. 1978 , 1985 , 1989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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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한국자동차 부품업체 종업원수의 연도별 · 권역별 분포 

단위 : 업체수 및 종업원수 

| 

이
∞
 
| 

1984년 1988년 1991 년 
지역 

종업원수(%)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종업원수(%)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종업원수(%)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서울 41 ,986 (22.9) 209(82.0) 21( 8.2) 25( 9.8) 27,579 ( 8.8) 139(8 1.8) 16( 9.4) 15( 8.8) 31 ,479 (1 1.5) 129(74.6) 22(1 2.끼 22(1 2.7) 

인천 28,260 (15.4) 4α59.7) 18(26.9) 9(13.4) 50,134 (15.9) 5 1(54.3) 30(31.9) 13(13.8) 39,373 (14.4) 82(68.9) 15(1 2.이 22(18.5) 

경기 27,542 (15.0) 14α68.0) 53(25.7) 13( 6.3) 79,020 (25.1) 177(55.3) 102(31.8) 41 (12.9) 67,370 (24.6) 219(61.0) 73(20.3) 67(1 8.7) 

수도권계 97,788 (53.3) 389(73.7) 92(17.4) 47( 8.9) 156,733 (49.8) 367(62.8) 148(25.3) 69(11.9) 138,222 (50.5) 43아66.0) 110(16.9) 111 (17.1) 

부산 36,385 (19.8) 104(75.4) 24(17.4) l아 7.2) 63,264 (20.1) 115(73.7) 27(17.3) 14( 9.이 23,909 ( 8.7) 131(78.9) 16( 9.6) 19(11.5) 

대구 5,692 ( 3.1) 33(64.7) 14(27.5) 4( 7.8) 12,614 ( 4.이 46(56.8) 24(29.6) 11(13.6) 11 ,805 ( 4.3) 71(68.9) 13(12.6) 19(18.5) 

경북 1,825 ( 1.0) 6(54.5) 4(36.4) 1( 9.1) 10,831 ( 3.4) 19(5 1.4) 7(18.9) 11(29.꺼 11 ,167 ( 4.1) 36(53.7) 15(22.4) 16(23.9) 

경남 32,541 (17.7) 38(54.3) 19(27.2) 13(18.5) 54,797 (17.4) 8이5 1.0) 45(28.7) 32(20.3) 56,255 (20.6) 191(66.3) 44(15.3) 53(18.4) 

동남권계 76443 (41끼 181(67.0) 61(22.6) 28(10.4) 141 ,506 (45.0) 26α60.3) 103(23.9) 68(15.8) 103,136 (37.7) 429(68.8) 88(14. 1) 107(17.1) 

전북 80 ( 0.0) 1(100.0) 149 ( 0.0) 1(100.0) O( 0.0) 666 ( 0.2) 1(25.0) 2(50.0) 1(25.0) 

전남 3,289 ( 1.8) 3( 60.0) 1(20.0) 1(20.0) 268 ( 0.1) 3(75.0) 1(25.0) 어 0.0) 474 ( 0.2) 5(71.4) 2(28.6) 아 0.0) 

광주 2,951 ( 1.이 21( 95.5) 1( 4.5) 6,469 ( 2.1) 35(89.7) 3( 7.7) 1( 2.이 3,187 ( 1.2) 64(90.1) 6( 8.5) 1( 1.4) 

서남권계 6,320 ( 3.4) 25( 89.3) 1( 3.6) 2( 7.1) 6,886 ( 2.2) 38(86.4) 5(11.3) 1( 2.3) 4,327 ( 1.6) 70(85.4) l아 12.2) 2( 2.4) 

충북 5,327 ( 1.7) 2(33.3) 1(16.7) 3(50.0) 16,238 ( 5.9) 9(50.0) 4(22.2) 5(27.8) 

충남 11 (0.이 1(100.0) 934 ( 0.3) 5(63.0) 2(25.0) 1(1 2.0) 8,157 ( 3.0) 6(35.3) 3(1 7.이 8(47.1) 

대전 2,668 (1.4) 3( 27.3) 7(63.6) 1(9.이 3,033 ( 1.0) 2(20.0) 3(30.0) 5(50.이 3,242 ( 1.2) 5(33.3) 7(46.6) 3(20.1) 

중부권계 2,679 (1.4) 4( 33.3) 7(58.4) 1(8.3) 9,294 ( 2.9) 9(37.5) 6(25 이 9(37.5) 27,637 (10. 1) 20(40.0) 14(28.이 16(32.이 

기타 143 ( 0.1) 2(100.이 이 0.0) O( 0.0) 205 ( 0.1) 1(50.0) 1(50.0) 0( O.이 233 ( 0.1) 이 0.0) 3(100.이 α 0.0) 

총계 183，373(100.이 601 (71.5) 161 (19.2) 78( 9.3) 314,624(100.0) 675(62.2) 263(24.2) 147(13.6) 273,555(100.0) 949(67.3) 225 (16.0) 236(16.7) 

* 업체를 종업원 규모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소기업은 종업원수 99명 이하， 중기업은 100-299명， 대기업은 300명 이상으로 분류하였음. 
1988년 및 1991년도의 표에서도 동일한 분류에 따름 

자료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 공업편람J. 1985. 1989. 1992 



그러나 이와 같은 量的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 공업은 내수시 

장 규모의 협소와 多品種 小量 生塵體制로 인해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 

고 있는 형편이다. 完成車 業界의 生塵據大 및 技術開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技術 및 品質 水準의 향상에 先進國 담動車 部品業體와의 國際的 提擺

關係의 필요성이 있고 자동차 산업의 國際化 진전에 발맞추어 담動車 部品業體

의 해외 생산 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部品業體의 從業員 規模構造에서는 小企業

이 1984年， 1988年， 1991年에 각각 601個(7 1.5%)， 675個(62.2%)， 949個(67.3%)로 總

對的인 숫자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部品業體에서의 相對的인 比率은 감소하였다. 

반면에 大企業은 1984年， 1988年， 1991年에 각각 78個(9.3%)， 147個(13.6%) ， 236 

個(16.7%)로 總對的 숫자 뿐만 아니 라 相對的 比率도 꾸준히 증가하였다〈표 w 
-2>. 大規模 部品業體의 증가율이 小規模 部品業體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으나， 아 

직도 小規模 部品業體가 압도적 다수를 접하고 있으며 小企業과 大企業의 兩分

化 現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完成車業體

1 

次
受

給

企
業

2 

次
受

給
企
業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 

산업연구원. 1987. r한국 · 미국 • 일본 • 브라질 자동차 부품공업 분업체계의 비교분석J.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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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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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자동차 메이커 기초재료 공급업체 

철강， 프라스틱 
알미늄，고무 

하청계층 
기업규모 
(종업원수) 

부품메이커 

대기업 

30001상) 

2차 

업
 

% 렁
」
 
떼
 

3 ， 4차 가공업체 

프레스， 판금 가공， 단조， 주조， 열처리 

도금， 도장， 용접 

소기업 

(1-29) 

〔그림 IV-2J 일본자동차 부품공급체계와 기능계층 

자료 P. Sheard. 1983. Auto production system in Japan. p.29. 

펌動車 部品工業의 分業 生塵構造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專門 部品 業體，

加工 部品과 要素 部品을 생산하는 群小業體， 그리고 기타 관련업체들로 構成

돼 있다. 완성차업체는 엔진과 車體를 생산하고 그 외는 外注에 의존하며， 專門

部品業體는 6大 주요 機能 部品을 생산하고， 1次 受給 企業群을 형성한다. 加工

部品業體는 주조， 단조， 도금， 도장， 기계 가공， 열처리， 프레스 등의 공정을 담 

당하나， 要素 部品業體는 스프링， 나사 등 단순 부품을 생산하고， 부품 관련업 

체인 도료， 타이어， 맛테리 등은 자동차 산업의 간접적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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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핍動車 部品 工業은 대체로 완성차업체를 정점으로 한 華直的인 납품 

관계를 맺는 重層的 피라미드型 分業 生塵 構造를 이루고 完成車業體는 1차 受

給業體와 1차 受給業體는 각각 독자적으로 多數의 2차， 3차 受給業體와 거래 관 

계를 맺고 있다[그림 N-2].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이러한 中層的인 下請 構造가 

아직 일반화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韓國 자동차산업의 역사가 짧아 中小 部品

業體의 육성이 미약하고， 系列化의 제도적 추진도 1970年代 후반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韓國의 엽動車 部品生塵 組織은 日本式 華直的 系列化와 美國式 水平

的 系列化의 折表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2. 分布 類型

自動車 部品業體의 分布를 時系列的으로 살펴보면 1977年에서 1991年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7年에는 전체 355個 部品業體 중 首都園에 

252個(71 %), 東南團에 91個(25%)로 首都團에 집중돼 있다. 이어서 1984年에는 전 

체 840個 업체 중 首都團에 528個(63.3%)， 東南團에 270個(32%)가 분포돼 있으며， 

1988年에는 전체 1085個 업체 중 首都團에 584個(53.3%)， 東南團에 431個(39.0%)

가 立地하여 首都圍의 比重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東南團의 비중은 증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추인은 1991年의 경우， 더욱 심화되어 전체 1410個 업체 

중 首都團에 651個(46.2%)， 東南團에 624個(44.2%)가 立地하여 兩分化 分布 패턴 

을 나타냈다. 年度別 分布類型을 보면， 1977年에는 首都團內의 서울과 그 주변 

衛星都市 및 近했都市에 집중 분포한 單核의 분포 패턴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1984年에는 l次 核心 地域인 首都團內 서울에서는 京仁 및 京쏠高速道路를 따라 

衛星都市 및 近했의 工團 地域으로 분산됐고， 2次 核心地域을 이룬 東南團內의 

옳山에서도 주변 도시 지역이나 薦山， 그리고 大邱 地域으로 분산됐지만， 뚜렷한 

兩核 構造를 나타냈다. 한편 1988年에는 I次 核心 地域인 首都團內에서는 西海뭘 

및 首都團 남부 지역으로 분포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次 核心 地域인 東南團內

에서는 옳山에서 그 주변 지역으로의 분산과 더불어 蘭山 및 大邱를 중심으로 

각각 새로운 核心 地域이 형성되었다. 

4) 洪性元 外， 1987, 前揚書，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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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年에는 1次 核心地域이 京離 西南地域과 京쏠高速道路를 따라 분산이 더 

욱 확대되었으며， 2次 核心地域도 옳山 주변 工團 및 馬山， 昌原 동으로 분산이 

심화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薦山 및 大邱가 3次， 4次 核心 地域을 형성하여 담 

動車 部品塵業의 立地가 多核化 되었다고 할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東南圖

은 하나의 광범위한 核心地域으로 볼수 있다[그림 N-3 .4]. 

時期別 分布 變化를 보면， 1977 ~ 1984年 기간에는 首都團地域 內에서는 서울시 

內部地域(예를 들면 永登浦， 九老)으로 일부업체의 集中化(centralization)와 서울에 

서 인접지역인 京離 地域으로 다수업체의 했外化(suburbanization)가 나타났고， 東

南團에서는 쏠山市 내부지역으로의 집중화와 동시에 일부업체의 했外化 현상이 

나타났다. 

1984~ 1988年 기간에는 공업의 分散化(dispersion)라는 측면에서 주로 서울에서 

近했地域， 衛星都市， 周邊工業團地로의 분산이 심화됐으며， 아울러 일부업체의 東

南團 地域으로의 移動도 병행되었다， 1988~ 1991年 기간에는 앞의 두 기간보다 

분산이 더욱 확대 되었다. 首都團 地域 內에서는 서울로부터 京仁高速道路， 京옳 

高速道路 그리고 서남해안축을 따라 衛星都市， 工業團地， 中小都市 등으로 분산 

되었고， 동시에 首都團에서 옳山 주변 공단과 罷山으로의 분산도 供行되었다. 반 

면 東南團內에서는 옳山에서 馬山， 薦山， 大邱 축을 따라 선택적으로 분산이 이 

루어졌다[그림 N-5]. 

首都團 地域의 部品業體틀은 大宇， 起亞， 雙龍自動車의 組立I場을 중심으로 

서울의 九老工團과 永登浦工團， 仁川 南東工團， 富)11 ， 安山의 半月工團， 始華工團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반면에， 東南團은 現代엽動車와 大宇핍動車의 組立

工場을 중심으로 옳山의 新平， 長林， 沙上工團， 西大邱 工團， 大邱 제 3공단， 城西

工團， 薦山 尾浦工團， 陽山工團 등에 밀집해 있다. 

韓國 엽動車 部品業體의 空間的 立地패턴은 組立工場의 立地와 政府의 工業

團地 造成政策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半月工團과 昌原工團은 자 

동차 부품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품업체의 

空間的 集積은 새로운 조립공장의 입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李相石(1992)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입지 패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5) 첫째， 部品業體들의 입지는 組立企業의 입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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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부품업체들이 조립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近距離 地域에 입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組立企業의 입지로부터 다 

소 떨어져 있는 거의 모든 부품업체들은 교통이 편리한 高速國道의 연변에 위 

치하고 있다. 세째， 政府의 政策的 請引 및 集積의 利益과 같은 개별기업의 필 

요에 의해 대부분의 주요 부품기업들이 大都市 近했의 工業團地나 協同化團地

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政府에서는 部品受給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天安， 溫山， 節州 둥 8개 지 역 에 協同化 事業推進 또는 農l團地指定을 통해 자 

동차 부품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네째， 부품기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모 

기업과의 교통의 편리성 이외에 工場用地의 확보나 地價 問題가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 京仁地域에 입지하는 대부분의 부품기업들은 조립기업과의 연계 

를 원활히 하고 보다 넓은 공장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全體 部品業體 從業員 數의 變化는 1984年 183，373명에서 1991年 273 ，555명으 

로 7年 동안에 거의 1.5배 증가는 同期間 業體數의 增加率과 비슷하다. 團域別

從業員 數의 分布 變化는 首都團이 1984年 97，788명 (53.3%)에서 1991年 138，222명 

(50.5%)로 변하였고， 東南園은 1984年 76，443명 (4 1.6%)에서 1991年 103 ， 136명 

(37.0%)로 변하였다.6) 업체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수의 분포도 首都團

과 東南團으로 兩分 되었으며， 두 권역 공히 상대적 비중이 최근들어 감소하고 

있다. 東南團의 경우는， 現代법動車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하여 部品業體의 집 

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담動車 部品塵業의 立地는 核心 園

域 內에서의 分散과 동시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타 지역으로의 분산이 진행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N-6]. 

全體 部品業體의 從業員 規模別 變化를 살펴보면 1984年 8401固 업체 중 大企

業 78個(9.3%)， 中企業 161個(19.2%)， 小企業 601個(7 1.5%)이던 것이， 1991年에는 

1 ，410個 업 체 중 大企業 2361固(1 6.7%)， 中企業 2257R (1 6.0%), 小企業 949(67.3%)로 

변하였다.7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570個業體가 증가하였으나 그중에서 大企業의 

5) 李相石， 1992, 前훌書， pp.105 - 108. 

6) 1991年의 從業員 統計는 完成車 業體인 起亞塵業， 雙龍， 아시 아， 現代자동차를 부품업 체 에 

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大宇(樣)， 金星(棒)의 從業員 數의 착오로 실제는 減少率이 훨 

씬 낮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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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업체 수의 증가는 완성차업체의 급속한 성장 

과 제품기술의 혁신으로 많은 신생 部品業體가 출현하고， 기존 업체가 제품 다양 

화를 통하여 담動車 部品 生塵에 새로이 참여하게 된데 기인한 것이다. 

團域別 從業員 規模의 分布變化를 살펴보면， 首都圖의 경우는 1984年 總 528個

업체중 大 · 中 · 小 企業體의 數와 比率은 각각 471固(8%) ， 92個(17.4%)， 389個

(73.6%)에서 1991年에는 651個 업체 중 111個(17.0%) ， 110個(1 6.8%) ， 430個(66%)로 

변하여 相對的으로 大企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小企業의 비중은 크게 낮 

아졌다. 반면에 東南團의 경우는， 1984年에 2701固業體 중 大 · 中 · 小 企業體의 

數와 比率은 각각 28個(10.3%)， 61個(22.5%)， 181個 (67%)에서 1991年에는 624個

업체 중 각각 1071固(17.1 %), 88個(l4.1 %), 429個(68.7%)로 변하여 首都團에서와 같 

이 大企業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小企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졌다. 

또 地域的 規模(regional scale)에서 業體數의 比率 變化를 살펴 볼 때 地域 內에 

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首都團 內의 서울은 전국 업체 수에 대한 비중이 1977 

年 52.7%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1年에는 12.3%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京鍵는 1977年에 그 비중이 10.4%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계속 증가 

하여 1991年에는 25.4%에 이르렀으며， 仁川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7.9%에서 

8.4%로 변하여 약간의 상대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서울의 경우 1984年까지 部品

業體의 절대 수는 증가하였으나 그 후로는 절대 수마저도 감소하여 서울로부터 

仁川， 京鍵 地域으로의 분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首都園 以外의 他 地域으로도 

분산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특히 首都圖 內에서 서울로부터 京仁輔과 西南

방향으로의 分散이 현저하였다. 東南團 內의 쏠山은 전국 업체수에 대한 비중이 

1977年 14.4%에서 1991年 1 1.8%로 상대적인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大邱는 전국 

비중이 1977年의 6.8%에서 1991年에는 7.3%로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러나 慶南地域의 경우는 전국 비중이 1977年의 4.2%에서 1988年 14.5%, 그리고 

1991年 20.4%로 크게 증가하였다. 慶南과 마찬가지로 慶北地域도 1977年의 0.3% 

에서 1991年에는 4.8%로 지역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首都團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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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엽動車 部品業體가 기존의 大都市 地域으로부터 주변의 市 · 道로 分

散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分散 現象은 部品業體가 中心都市

의 交通 混雜과 地價 째購 등을 피하여 교외의 l團地域으로 이전한 결과이다. 

특히 慶南地域의 급증은 大規模 完成車業體인 現代멈動車의 납품업체가 함山地 

域을 중심으로 集中한데 기인한다. 

地域規模에서 從業員 數의 比率變化를 보면， 首都園 내의 서울은 1984年 22.9% 

에서 1991年1 1.5%로 크게 감소하였고， 仁川은 동 기간에 15.4%에서 14.4%로 미 

약한 감소를 나타내었다.1) 그러나 京離도의 경우는 1984年의 15.0%에서 1991年

에는 24.6%로 급증하였다. 이는 사업체수를 지표로 한 立地 變化에 있어서와 마 

찬가지로 담動車 部品業體의 종업원도 서울(중심도시)로부터 주변의 京離地域으 

로 분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東南團內의 옳山은 1984年19.8%에서 1991年 8.7% 

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8) 大邱는 동 기간 동안 3.1%에서 4.3%로 약간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慶南地域은 1984年의 17.7%에서 1991年에는 20.6% 

로 증가하였고， 慶北은 동 기간 동안 1.0%에서 4.1 %로 급증하였다. 이는 首都團

에서와 마찬가지로 東南團에 있어서도 담動車 部品業體가 기존의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분산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988~ 1991 기간 

동안 서울을 제외한 기타 市 · 道에서 업체 수가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從業員 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통계상 착오와， 工場 담動化를 통 

한 인원 감축 또는 中層的인 下請 組織의 형성을 통해 보다 저차의 下請業體 勞

動力을 많이 활용하게 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에는 地域 規模에서 從業員 規模에 따른 地理的 分布 패턴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首都團 內의 서울은 1984年 大 · 中 · 小 企業의 비중이 

9.8% , 8.2% , 82.0%에서 1991年에는 12.7% , 12.7% , 74.6%로 변하였다. 한편 仁川의 

경우는 동 기간에 각각의 비중이 13.4%, 26.9% , 59.7%에서 18.5% , 12.6% , 68.9%로 

서울과 함께 大企業의 비중이 증가하고 小 規模 企業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한편 

7) 1991年 從業員 統計는 雙龍， 풍산금속의 從業員 착오때문에 감소로 나타났다. 

8) 1991年 從業員 統計는 金星社(珠) 36，아x)名， 大宇(妹) 16，아x)名의 착오 때문에 급감으로 나 

타났으나 실제의 감소율은 낮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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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離道의 경우는 각각의 비중이 1984年 6.3%, 25.7% , 68.0%에서 1991년 18.7%, 

20.3%, 6 1.0%으로 변하여 大企業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에， 中小規模 業體

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京離道가 서울， 仁川

에 비해 大企業의 비중이 높고， 小企業의 비중이 낮은 것은 小企業의 경우， 도시 

경제의 필요성이 大企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從業員 規模의 地域

別 變化 추이는 東南團 內에 옳山， 大邱， 慶南， 慶北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首都團과 거의 비슷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地域 規模(region떠 scale)에서의 立地 變化와 함께 小地域 規模(local sc떠e)에서 

도 1977-1991 기간 동안에 部品業體 數의 比率變化를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1977年에 1871固 업체중 永登浦 67.6% , 城東 1 1.0%에서 1991年에는 1721固 업체중 

九老와 永登浦 48.2% 城東 9.3% 江西 5.8%로 변하였다. 쏠山地域은 1977年 511固

업체중 쏠山律區가 70.0%를 차지하던 것이 1991年에는 166個업체 중 北區 52.4% 

沙下區 16.8% 쏠山、律區 10.0%로 나타났다. 서울과 쏠山의 大都市 地域에서는 동 

기간에 핍動車 部品業體가 크게 분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급 

속한 성장과 함께 大都市 內에서의 集積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도시의 팽창과 함 

께 工業地域이 도시 외곽으로 확대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京鐵地域

內의 경우는 1977年 371固 業體 중 富川 32.4% 始興 21.0%에서 1991年에는 359個

업체중 安山 28.7% , 富川 14.3%, 華城 7.0% , 安養 5.5% , 金浦 5.2% , 軍浦 4.4%, 龍

仁 4.5%로 변하였다. 慶南地域 內의 경우 1977年 전체 15個업체 중 馬山 53.0%, 

願山 26.0%에서 1991年에는 288個 업체 중 願山市와 蘭州群이 53.0%, 昌原 17.4% 

양산 13.5%로 변하였다. 京離와 慶南의 경우에 있어서도 自動車 部品業體의 지역 

내 分散化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慶南 薦山의 경우， 現代 담動車의 

立地와 관련하여 部品業體의 集積이 동 기간 동안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京鐵의 경우는 完成車 業體가 道內에 分散 立地하고 있어 部品業體도 

따라서 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部品業體의 立地는 또한 정부의 I業團地 건설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自動車 部品업체들이 工業團地 내에 

立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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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立地 要因

하나의 完成車를 생산하는데는 수많은 부품을 필요로 할 뿐만아니라 각 부품 

마다 요구되는 技術 水準과 市場 및 素材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핍動車 部品塵

業의 立地 要因과 立地 패턴은 매우 다양하다. 핍動車 部品은 결국 完成車 組立

에 쓰여지게 되므로 部品業體의 立地와 組立業體의 立地는 밀접한 관련성을 맺 

고 있다. 部品의 共同 開發과 適期 配達方式의 수용이 최근들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수많은 立地要因 중에서도 完成車業體

와 部品生塵業體의 관계(생산 및 기업 조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멈動車 部品

業體의 立地 要因이란 점을 의미한 것이다. 

部品 工業의 立地 要因은 크게 나누어 situation 要因과 site要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9) Situation 要因이란 部品工場과 組立工場을 중심으로 한 물자의 輸送

또는 連緊와 관련된 것으로， 部品業體는 원부자재의 運送費와 完製品의 조립공장 

까지의 運送費의 합이 最少가 되는 지점을 工場 立地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運送 費用과 함께 運送 時間 또한 部品業體를 完成車業體의 立地

地域에 접근토록 하는데 棄直的 分離가 뚜렷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서는， 

situation 要因의 相對的 重要性이 증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핍動車 部品工業은 철 

강의 중요 생산지이자 관련 산업이 발달한 5大湖 南部에 집중 입지한 반면， 組立

工場은 넓고 저렴한 工場數地를 찾아 交通이 편리한 A口集中地(大都市)에 立地

해 있다. 이는 완성차의 운송비 부담이 부품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크고， 아프터 

서비스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完成車業體는 대체적으로 넓고 저렴한 工場數地를 

찾아 교통이 편리한 大都市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適期 配達方式(nη01

점차 보편화 됨에 따라 組立業體와 下請業體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거래 

관계도 短期的이고 階時的이던 것이 長期的인 쫓約으로 변경됨에 따라 部品業體

는 組立企業의 인접지역으로 再集積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Site要因은 市場， 土地， 資本， 勞動力과 같은 生塵 要素의 地理的 分布를 의 미 한 

다. 部品 塵業은 관련 기업 간의 連緊 및 適正 需要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母企

9) J, M, Rubenstein, 1988, OP. Cit. pp.292-298. 

-71-



業과 거래할 수 있는 大都市이나 그 주변에 立地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設備

投資나 技術 開發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專門 部品業體는 規模經濟의 실현 

을 위해 大都市나 엽動車 組立業體의 집중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다. 반대로 設

備投資의 부담이 적은 임가공업체의 대부분은 규모 경제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立地 移動이 자유로워 主要 去來處인 대규모 조립공장의 주변에 입지하는 경향 

이 강하다. 즉， 部品의 特性에 따라 立地 패턴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美國에 

서의 組立工場은 기존의 生塵 中心地에서 주요 A口 集中 地域으로 分散되고 있 

으나， 部品 工業은 기존 중심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主要 核心 部品 生塵業

體의 경우， 하나의 母企業보다 여 러 母企業과 거 래함으로써 需要의 最少 要求↑直

(threshold)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차에 비해 부품의 운송비 부담이 

훨씬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 임가공업체나 부피가 큰 부품 생산업체의 경우 

는 母企業을 따라 주요 大都市 주변으로， 分散 立地하고 있다. 

다음은 第2章에서 論議한 담動車 部品工業의 立地에 영향을 주는 立地要因들이 

韓國의 경우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設問 調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담動車 部品塵業의 立地選定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밝히라는 設問에 응답한 

總 258個業體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韓國 엄動車 部品工業 立地選定 요인에 

서 母企業 및 市場에의 近接性， 값싼 數地 確保 용이의 두 要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다음에 勞動力， 集積 利益， 母企業과의 關係 維持 등의 

要因들도 상당한 비율의 기업들이 중요 要因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立

地 要因들은 工場所在地域에 따라서， 또는 主去來處에 따라서， 業體 規模에 따라 

서， 약간씩 달리 나타나고 있다. 

우선 工場 立地 地域別로 살펴 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首都團 所在 工場의 경우， 母企業 및 市場 近接性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업 

체가 43.2%, 값싼 數地의 요인을 중시 여긴 업체가 32.6%를 차지하여 이들 두 요 

인이 部品 工業 立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표 N-3>. 母企業 및 

市場 近接性， 값싼 數地가 가장 많은 업체에 의해서 第 I要因으로 지적된 것은 

東南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東南圍 所在 企業의 경우， 首都團 業體에 비 

해 값싼 數地의 要因을 第 1要因으로 지적한 기업의 비중이 약간 더 높다. 기타 

η
 



지역의 경우도 위의 두 要因이 가장 중시된 것은 사실이나 首都團이나 東南團과 

는 달리 약 50.0%의 업체들이 값싼 數地 確保 용이의 要因을 第 1要因으로 지적 

하고 있어서 기타지역에서 工團을 건설하여 값싼 數地를 공급한 것이 가장 중요 

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N-3) 권역별 입지 선정 요인 

i -〈「〉 장 -/」ι- 재 지 

요 인 수도권 동남권 기타지역 합 계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근접성시장 43.2% 25.0% 40.0% 24.2% 28.6% 34.6% 39.9% 25.6% 

관계유지 6.3% 6.5% 3.0% 3.8% 7.1% 3.8% 4.7% 4.8% 

세제혜택 1.1% 5.4% 1.5% 7.6% 7.1% 15.4% 1.9% 7.6% 

값싼부지 32.6% 22.8% 37.8% 20.5% 50.5% 15.4% 37.2% 20.8% 

노동력 10.5% 20.7% 8.1% 19.7% 19.2% 8.1% 20.0% 

직접이익 2.1% 12.0% 5.2% 15.2% 3.6% 3.8% 3.9% 12.8% 

고향 1.1% 2.2% 3.7% 2.3% 3.6% 3.8% 2.7% 2.4% 

생활여건 3.3% 5.3% 3.8% 4.4% 

기타 3.2% 2.2% 0.7% 1.5% 1.6% 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계 

(95) (92) (135) (132) (28) (26) (258) (250) 

주 : 수치는 각지역 총응답업체에 대해 두 요인을 l요인 또는 2요인으로 지정한 업체의 비율(%)임 

자료:설문조사 

-‘ 

第 2要因으로 지적한 것은 母企業(주거래처) 및 市場 近接性， 값싼 數地가 대체 

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서 이들 要因도 대부분의 기업에 의해서 가장 또는 두번 

째로 중요한 要因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首都團의 경우에서는 勞動力

確保의 용이를 第 2要因으로 지적한 비율이 모든 권역에 걸쳐 값싼 數地 確保

容易를 지적한 기업과 비슷하거나， 기타 지역에서와 같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 勞

動力 確保 용이의 要因이 상당한 기업들에 의해서 중요한 立地要因으로 지적되 

고 있다. 集積의 利益을 지적한 기업이 상당수 있는데， 특히 東南關의 경우 

15.2%기업이 이 요인을 第 2要因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기타 지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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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이익을 第 2要因으로 지적한 기업이 3.8%에 불과하며， 이들 업체의 대부분 

이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核心 部品 生塵業體라기 보다는 집적의 이익 

이 크지 않은 단순 임가공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타 지역 

에 立地한 업체는 집적 이익 보다는 값싼 數地나 鏡制 惠澤 그리고 勞動力 確保

용이 동 다른 立地 要因 政策에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다음 立地 選定要因에 應答한 業體를 主去來處別(母企業別)로 살펴보면 現代

納品業體 94個， 大宇 納品業體 47個， 기타 자동차 회사에 납품업체 77個 등 이었 

다〈표 N-4>. 蘭山에 立地한 現代멈動車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중 가장 많은 

업체 39.4%가 값싼 數地를 第 1要因으로 지적하였고， 두번째 많은 업체 38.3%가 

母企業 및 市場 近接性을 立地 選定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仁川에 

立地한 大宇엽動車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중 가장 많은 業體 53.2%가 母企

業 및 市場 近接性을， 第 1要因으로 지적하였고， 두번째로 많은 업체 29.8%가 값 

싼 數地를 중요 立地 選定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 調훌 結果는 상당히 많은 수 

의 부품 생산업체가 大都市에 높은 지가를 피하여 國內 最大 담動車 組立企業인 

現代가 立地한 蘭山 근처로 이전한 반면， 多數의 母企業을 상대로 하는 首都團

地域의 部品業體들은 값싼 數地보다는 母企業 및 市場 接近性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自動車 部品業體의 工場 所在地 別， 主去來處 別， 立地 要因을 파악한 결과 母

企業 및 市場과의 近接性과 工場 數地의 確保 용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각 團域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데， 首都團 地域의 경우， 여러 母企業이 分散 立地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이외에 

다른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 母企業에의 近接性 및 市場에의 接近

이 東南團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타 지역의 경우는， 다 

른 團域에 비해 값싼 數地와 勞動力 要因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의 업체들이 단순 임가공업체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의 접근이나 집적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볼때 담動車 部品業體의 가장 중요한 立地 選定 要因은 母企業 및 

市場에의 近接性이라 할 수 있다. 設問 調훌에 의하면 總 200個 업체 가운데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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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4) 주요 모기업별 입지 선정요인 

주 거 처 

요 인 현 대 대 우 기타업체 기 타 합 겨|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근접성시장 38.3% 26.4% 53.2% 31.8% 40.3% 26.0% 26.3% 13.9% 39.8% 25.4% 

관계유지 5.3% 3.3% 6.4% 6.8% 3.9% 5.2% 2.6% 2.8% 4.7% 4.4% 

세제혜택 7.7% 2.1% 13.6% 5.2% 7.8% 2.0% 7.7% 

값싼부지 39.4% 22.0% 29.8% 18.2% 33.8% 23 .4% 47.4% 16.7% 37.1% 21.0% 

노동력 9.6% 17.6% 2.1% 15.9% 7.8% 19.5% 10.5% 33.3% 7.8% 20.2% 

직접이익 4.3% 13.2% 11.4% 6.5% 10.4% 5.3% 19.4% 4.3% 12.9% 

고향 2.1% 2.2% 2.1% 2.6% 3.9% 5.3% 2.8% 2.7% 2.4% 

생활여건 7.7% 3.9% 2.8% 4.4% 

기타 1.1% 4.3% 2.3% 2.6% 8.3% 1.6% 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계 

(94) (91) (47) (44) (77) (77) (38) (36) (256) (248) 

주 : 수치는 각 지역 총 응답업체에 대해 두 요인을 1요인 또는 2요인으로 지정한 업체의 비율(%)임 

자료 : 설문조사 

가 최소한 4일에 한번은 母企業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고 70.0%는 매 일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에 달하는 업체의 部品 配達 時間이 1시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母企業이 현 위치를 떠나 원거리 立地 移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24.6%의 달하는 部品業體가 母企業을 따라 

그 주위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업체가 1위 母企業

에 기업 경영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목할만한 조사 

내용은 전체 設問調흉業體 184個 중 2.2%만이 韓國의 경우， 適期 配達 씨스댐 

(JIT)이 잘 정착되어 있으며， 70.7%가 어느정도 정착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응 

답하여 배달 씨스댐의 변동에 의한 立地 變化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7.7%의 업체가 韓國의 경우 適期 配達 씨스템이 전혀 정착되지 않았 

다고 지적한 점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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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要約

本 章에서는 담動車 部品工業의 構造와 立地 變化 그리고 立地 要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핍動車 部品은 機能과 投入 素材， 製造 工程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 

류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유형의 부품 생산업체는 각기 필요로 하는 立地 要因

이 달라 立地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韓國 담動車部品業體의 立地 變化

패턴을 개관해 보면 서울， 옳山 등 大都市 地域에서 인접 市 · 道로 分散하는 패 

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部品業體의 分散 추세는 完成車業體의 立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서울 주변 지역에 여러 組立 工場이 分散되어 있고， 蘭山의 現代엽動車가 

80年代에 들어 급성장하면서 많은 수의 部品業體가 薦山이나 그 인접지역으로 

집중한데 기인한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部品業體들이 工業 團地 內에 입주하고 

있어 정부의 工業 立地 政策 方向에 의해서도 상당 정도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두 요인 이외에 技術 開發이나 配達 方式의 變化등이 部品業體의 

立地 變化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韓國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立地를 選定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는 設問調흉에서 가 

장 많은 업체가 母企業과 市場에의 近接性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업체가 

값싼 數地의 確保를 지적했다. 실제로 담動車 部品業體의 立地 選定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要因은 母企業과의 近接性이었는데 이는 잦은 部品 配達要求와 母

企業의 원거리 이전 시 母企業을 따라 이전하겠다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 

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두번째로 중요한 立地要因에 대한 질문 

에는 앞에 든 2個의 第1要因 이외에 勞動力 要因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러 

나 모든 部品業體가 이러한 立地 變化 추세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며， 部品의 

種類에 따라 약간 다른 立地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의 核心 部品

生塵業體들은 規模의 經濟를 필요로 하므로 여러 母企業과 거래하기 위해 首都

團에 머물고 있는 반면， 立地的 制約이 적은 임가공업체나， 부피가 큰 제품을 생 

산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母企業의 주위로 立地를 이전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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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V章 홈B品훨를體의 立地 蠻動고} 그 훌훌因 : 

現代봅動車오} 大宇봅動車의 事伊IJ닭f뭘E 

1 . 部品業體의 分布 및 그 變化

部品業體의 立地는 완성차 업체의 經營 戰略， 市場 特性， 生塵 品目， 그리고 運

送費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1) 本 章에서는 自動車 部品業體의 

立地 및 그 變化 類型을 분석하기 위해서 首都圍의 大宇담動車와 東南團의 現代

담動車에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分布變化를 部品構造와 技術水準， 運送距離 그리 

고 展爛規模에 따라 비교해 보기로 한다. 

現代범動車에만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團域別 分布 變化는 1977년에는 總 51個

業體 중 首都團이 51%, 東南團이 49%에서 1991년에는 總 223個 業體 중 首都團

이 10.8%, 東南團이 87.0%로 나타나， 동기간 동안 現代의 納品業體가 組立 工場

이 위치한 薦山을 中心으로 東南團에 크게 집중하였음을 보여주었다(<표 V -1>, 

부록 [그림 V -1 , 2]). 主要 組立 工場을 中心으로 部品業體의 집중 현상은 여러 

母企業을 상대로 한 部品業體의 경우에서도 일관 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現代包

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경우 1977년 總 56個 業體 중 首都團이 80.3%, 

東南團이 19.7%에서， 1991년에는 總 25어固 業體 중 首都團이 37.2% , 東南團이 

56.0%로 변하였다(<표 V -2>, 부록 [그림 V -3, 4]). 

따라서 現代自動車에만 납품하는 部品業體나 現代包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部

品業體는 蘭山 組立 工場과의 강력한 連藥때문에 東南團으로 集中됐음을 알 수 

있다. 

1977 -1991년 사이에 現代멈動車에만 납품하는 業體數는 4.5배， 現代包含他社

는 4.4배의 증가를 보였다. 現代담動車의 後方 連緊 構造를 살펴보면， 現代는 그 

룹 계열사인 現代精工， 現代電子， 아폴로산업， 캐피코 등 4개사로부터 국내에서 

조달되는 전체 필요 부품의 13%를 조달받고 있다[그림 V -1]. 한편 現代핍動車는 

1) J.M. Rubenstein, 1987, OP. Cit,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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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個 부품 협력업체로부터 필요 부품의 87%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代담動車의 部品業體들은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집 

적을 계속해 왔는데 이는 下請 去來의 특성상 빈번한 접촉과 부품 배달에 따른 

情報，運送 費用을 절감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現代법動車에 매 

출액의 90% 이상을 납품하는 部品業體들은 薦山을 중심으로 한 東南團에 집중돼 

있어 部品 生塵業體와 完成車業體間의 긴밀한 관련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그 

림 V -2]. 大宇핍動車에만 部品納品하는 업체의 團域別 分布變化를 살펴보면 1977 

년에는 總 32個 業體 중 首都團 87.5%, 東南團 9%에서 1991년에는 總 122個 業

體 중 首都團에 57.3%, 東南團에 40.1%로 나타났다. 이처럼 大宇핍動車의 경우 

部品業體의 입지가 首都團과 東南團에 分散 立地하고 있는 것은 완성차 공장이 

仁川과 옳山의 두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V -3>, 부록 [그림 V -5. 6]). 

〈표 V- I) 현대납품업체 수의 년도별 · 권역별 분포 

지 역 1977 1984 1988 1991 

서인 울 23 (45 .1) 10 (12.7) 5 ( 5.0) 14 ( 6.3) 
천 1 ( 1.3) 1 ( 1.0) 2 ( 0.9) 

겨U 기 3 ( 5.9) 9 (11.4) 16 (16.2) 8 ( 3.6) 

수도권계 26 (5 1.0) 20 (25.4) 22 (22.2) 24 (10.8) 

-대「 산 16 (3 1.4) 15 (19.0) 13 (13 .1) 34 (15.2) 
구 4 ( 7.8) 14 (17.7) 18 (1 8.2) 31 (13.9) 

경 북 1 ( 2.0) 3 ( 3.8) 8 ( 8.1) 22 ( 9.9) 
경 \t 4 ( 7.8) 26 (32.9) 33 (33.3) 107 (48.0) 

동남권계 25 (49.0) 58 (73.3) 72 (72.8) 194 (87.0) 

져'-'- 북L디4 처'-'-
과。 2f=- 2 ( 2.이 

서남권계 2 ( 2.0) 

τ~ 북 1 ( 1.0) 3 ( 1.3) 
충 L디4 2 ( 2.0) 1 ( 0.4) 
대 처‘- 1 ( 1.3) 1 ( 0.4) 

중부권계 1 ( 1.3) 3 ( 3.0) 5 ( 2.1) 

처\.c. 국 51(100.0) 79(100.0) 99(100.0) 223(100.0)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 공업편람.8. 1978. 1985. 1989. 1992. 

2) 현대자동차의 매출액 중 수급기업 납품액의 비중은 1990년의 경우 약51%인 것으로 조사되 

고 있어 전체 매출액 30%이상에 해당하는 부품이 현대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 

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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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J 현대포함 타사 납품업체수의 년도별 · 권역별 분포 

지 역 1977 1984 1988 1991 

서인 울 30 (53.6) 43 (25.4) 16 ( 7.3) 23 ( 9.2) 
천 8 (14.3) 25 ( 4.8) 13 ( 5.9) 14 ( 5.6) 

겨U 기 7 (12.5) 43 (25.4) 53 (24.2) 56 (22 .4) 

수도권계 45 (80.4) 111 (65.6) 82 (37.4) 93 (37.2) 

-님「 산 5 ( 8.9) 34 (20.1) 26 (11.9) 26 (10.4) 
대 구 5 ( 8.9) 10 ( 5.9) 26 (11.9) 25 (10.0) 
켜U 

\.. 입nT↓ 1 ( 0.6) 13 ( 5.9) 25 (10.0) 
켜U 1 ( 1.8) 9 ( 5.3) 63 (28.7) 64 (25.6) 

동남권계 11 (19.6) 54 (3 1.8) 128 (58.4) 140 (56.0) 

처'-' 그 닙F 1 ( 0.4) 
처'-' L디↓ 1 ( 0.6) 1 ( 0.5) 1 ( 0.4) 
고。L 끼 ""一ι 4 ( 1.8) 1 ( 0.4) 

서남권계 1 ( 0.6) 5 ( 2.3) 3 ( 1.2) 

중 북J..l. 1 ( 0.5) 5 ( 2.0) 
중 6 ( 2.4) 
대 전 3 ( 1.8) 3 ( 1.4) 3 ( 1.2) 

중부권계 3 ( 1.8) 4 ( 1.9) 14 ( 5.6) 

총 계 56(100.0) 169(100.0) 219(100.0) 250(100.0)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 공업편람J. 1978. 1985 , 1989 , 1992. 

〔표 V-3J 대우납품업체수의 년도별 · 권역별 분포 

~ 
지 역 1977 1984 1988 1991 

서 -r 。?:- 19 (59.4) 20 (24.7) 14 (10.4) 8 ( 6.6) 
인 천 6 (18.8) 12 (14.8) 26 (19.3) 30 (24.8) 
경 기 3 ( 9.4) 15 (18.5) 40 (29.6) 32 (26.4) 

수도권계 28 (87.5) 47 (58.0) 80 (59.3) 70 (57.8) 

-님「 산 28 (34.7) 34 (25.2) 29 (24.0) 
대 구 2 ( 6.3) 1 ( 1.2) 5 ( 3.7) 2 ( 1.6) 
겨U 북 5 ( 3.7) 3 ( 2.5) 
경 Ln4 1 ( 3.1) 4 ( 4.9) 8 ( 5.9) 15 (12.4) 

동남권계 3 ( 9.4) 33 (40.8) 52 (38.5) 49 (40.5) 

중 북 1 ( 0.7) 

중대 남 1 ( 1.2) 1 ( 0.7) 1 ( 0.8) 
처'-' 1 ( 3.1) 1 ( 0.7) 1 ( 0.8) 

중부권계 1 ( 3.1) 1 ( 1.2) 3 ( 2.2) 2 ( 1.6) 

총 계 32(100.0) 81 (100.0) 135(100.0) 121 (100.0) 
L-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 공업편람J. 1978. 1985 , 1989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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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J 대우포함타사 납품업체수의 년도별 · 권역별 분포 

지 。-11 1977 1984 1988 1991 

서 울 21 (55.2) 43 (26.0) 26 (13.3) 23 (11.4) 
인 천 6 (15.8) 25 (15.2) 32 (16.4) 39 (19.3) 
켜U 기 5 (13.2) 42 (25.5) 62 (3 1.8) 51 (25.2) 

수도권계 32 (84.2) 110 (66.꺼 120 (61.5) 113 (55.8) 

「a- 산 2 ( 5.3) 34 (20.6) 26 (13.3) 28 (13.9) 
대 구 4 (10.5) 10 ( 6.0) 8 ( 4.1) 10 ( 4.9) 
켜U 북 4 ( 2.1) 10 ( 5.0) 
켜U 남 8 ( 4.8) 27 (13.8) 28 (13.9) 

동남권계 6 (15.8) 52 (3 1.4) 65 (33.3) 76 (37.7) 

처'-' 북 1 ( 0.5) 
전 Ln4 1 ( 0.1) 
과。 1 ;z-; 4 ( 2.1) 1 ( 0.5) 

서남권계 1 ( 0.1) 5 ( 2.6) 1 ( 0.5) 

낀;ζr 북 1 ( 0.5) 4 ( 2.0) 
충 LnlF 5 ( 2.5) 
대 저'-' 3 ( 1.8) 4 ( 2.1) 3 ( 1.5) 

중부권계 3 ( 1.8) 5 ( 2.6) 12 ( 6.0) 

종 계 38(100.0) 166(100.0) 195(100.0) 202(100.0)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 공업편람J. 1978. 1985. 1989. 1992 

H자동차조립공장 

(2.847 .443) 

저11 공 장 

계열회사 

(368. 230) 
저12 공 장 

현대정공 13% 

현대전자 ... 저13 공장 
뉴-H 자동차 

아폴로산업 

캐피코 저14 공장 

제 5 공장 

(단위 . 백만원) 

.87% 

부품협력업체(473개) 

(2 .479.213) 

〔그림 V- l) 현대자동차 공장의 후방연계 ( 1991 년)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 협동조합의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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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J 現代에 賣出賴으190% 以上을 納品하는 業體의 分布( 1991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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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宇自動車 包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團域別 分布변화는 1977년에 

는 總 38個 업체 중 首都團 84.2% , 東南團 15.7%이던 것이 1991년에는 總 2021固

業體 중 首都團에 55.9%, 東南團에 37.6%가 분포하여 大宇담動車에만 납품하는 

업체와 비슷한 分布패턴을 보였다(<표 V-4>, 부록 [그림 V -7, 8]).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部品業體의 입지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여러 母企業에 의해 집단적으로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한 母企業의 입지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 

로 생각된다. 

1977 -1991年 동안에 大宇담動車에만 납품하는 業體數는 4배， 大宇包含他社納

品業體는 5.3배의 增加를 보였으나， 특히 大宇담動車에만 納品하는 業體의 總對

數가 1988年에 비해 1991年에 감소한 이유는 소형트럭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部

品業體의 감소때문이다. 

( 1 ) 構造別 • 技術水準別 分布

담動車 部品은 種類에 따라 필요로 하는 生塵 技術과 부피，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市場 등이 크게 다트기 때문에 입지 패턴 또한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本 鼎究에서는 部品의 構造를 엔진， 차체， 샤시로 구분한 다 

음， 이를 다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으로 구 

분하여 部品의 特性과 立地 패턴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現代담動車에 

만 납품하는 部品業體數는 1977년 51個로 주로 서울과 옳山 地域에 분포하였는 

데， 이들 대부분은 기술 수준이 낮은 차체나 샤시 生塵業體였다. 이어서 1984년 

에는 79個 業體로 증가하여， 서울 주변과 薦山 및 大邱 地域으로의 분산됐으며， 

높은 技術 水準을 요하는 샤시 및 엔진 部品業體와 함께 차체 부품 생산업체의 

등장이 두드러졌다. 1988년에는 991固業體로 늘어나 節山 組立工場 주변과 大邱

地域에 차체 부품 공급업체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피가 커서 운송비 

부담이 크고， 規模經濟의 이익이 크지 않은 단순 가공품의 경우， 입지 이동에 따 

른 불이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넓은 空間 數地를 필요로 하여 完成車 組立

I場의 주변에 집적한 것이다. 1991년에는 223個 業體로 보다 현저한 增加를 보 

였을 뿐만 아니라 하였고， 1980년 대에 이어 東南團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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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의 샤시，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출현과 함께 차체부품 공급업체의 증가가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그림 V 

-3, 4]. 韓國의 법動車 部品 工業은 그 짧은 역사 때문에 부품 기술이 낙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는 부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엔진 

등 고 부가치 제품은 모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샤시 부품과 

重量 및 부피가 큰 車體 部品은 운송비 절감을 위해 母企業인 薦山과 그 주변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大宇自動車에만 납품하는 部品業體는 1977년에 321固 業體로 주로 서울과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分布하였으며， 샤시 부품과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84年에는 81個 業體가 首都團 地域과 東南團의 옳山 

地域으로 分布가 兩分化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차체와 샤시 부품이 주종을 이루 

었다. 이어서 1988년에는 1351固業體로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 

하는 엔진， 샤시， 차체 부품 공급업체의 증가가， 首都團 地域에서 현저하였으며， 

비슷한 추세가 1991년까지 지속되었다[그림 V -4, 5]. 首都團 지역의 部品業體는 

母企業인 大宇담動車와， 東南團 地域의 部品業體는 大宇 그룹의 계열사인 大宇

造船과 관련성이 크고， 차체와 샤시 부품이 주종을 이루며， 附加價植가 큰 엔진 

은 母企業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엔진 

부품으로는 메탈 베아링(m앉al bearing) , 카브레타( carburetor), 피스톤(piston) ， 피스 

톤링 (pistonring) , 벨브(valve) ， 커댁팅로드(connecting rod), 타보차즈( turbocharger), 벨 

퍼라이져 (valporizer) ，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 등이 있고， 변속기 (transmission) 

부품에서는 동력 전달 장치 중 신크로라이져링 (synchronizer ring) , 브레이크(brake 

system), 라이닝(li피ng)， 드라이브샤프트(마ive shaft) , 프로펠러샤프트(propeller shaft) 

유압 부품 퉁이며， 전기 체계(electrical system)부품에서는 각종 센서(sensor)류， 냉 

각기 (cooler), 오일 쿨러 (oil cooler), 스타터 (starter motor), 제너레이터(generator) 

퉁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중 자동차의 性能에 관계되는 主要 機能 部品이나 새 

로운 모델의 디자인 및 기밀을 요하는 부품， 母企業 자체 생산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부품， 수송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부품 둥은 母企業 자체에서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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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제)， 勞動集約的 性格의 부품으로 中小企業의 전문기술 및 시설을 이용한 원 

가 절감 효과가 큰 제품과 요소 부품， 전장품， 고무제품， 프라스틱제품 둥은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2) 距離에 따른 分布

蘭山 現代엽動車 組立 工場을 基펴으로， 現代딩動車에만 납품하는 업체， 現代

包含他社에도 납품하는 업체， 全體部品業體 동 3部類業體의 距離別 累積 分布 變

化를 1977, 1984, 1988, 1991년 4개년도에 걸쳐 살피고， 동시에 세개 유형의 累積

分布를 比較하였다. 仁川 大宇엽動車의 경우도， 組立 工場을 기점으로 부품 납품 

업체의 距離別 累積 分布 變化를 大宇펌動車에만 납품하는 업체， 大宇自動車 包

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업체의 2部類를 각각 1977, 1984, 1988, 1991년의 4個년도 

에 걸쳐 살펴본 후 두 조립 공장을 기점으로 한 거리별 누적 분포 변화를 비교 

하였다. 

現代自動車에만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은 罷山 組立 工場을 기점으로 半쩔 

80km이내의 東南團 地域(옳山， 大邱， 馬山， 昌原， 蘭山 地域)과 290km 이상의 首

都團 地域(城南， 水原， 華城 以北地域)으로 양분된 分布를 보였다. 80km以內 지 

역에 입지한 기업체의 비율은 1977년 45% , 1984년 70% , 1988년 70% , 그리고 

1991년에는 90%로 蘭山 組立 工場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V -7]. 

現代自動車 包含 他社에 납품하는 업체의 분포도 現代자동차에만 납품하는 업체 

의 분포와 유사하게 蘭山 基펴 80km 이내 東南 地域과 290km 이상 首都團 地域으 

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80km이내의 東南團 地域에 입지한 업체의 비율은 1977년 

30%, 1984년 55%, 1988년 65%, 그리고 1991년에는 70%로 現代담動車에만 납품하 

는 업체에 비해 그 집중의 정도는 낮지만 조립 공장을 중심으로 집적하는 양상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V -8]. 

전체 部品業體의 分布도 蘭山 基펴으로 보았을 때 廳山에서 80km以內의 東南

團 地域과 290km 以上의 首都團 地域으로 양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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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山市 中區 現代법動車 組立工場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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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以內의 東南團 地域에는 1977년 25% , 1984년 30% , 1988년 35%, 1991년 

40%의 집중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V -9]. 이는 蘭山 基펴 80Km 以內 地域에 

전체 부품업체의 집중도가， 現代에만 납품하는 업체나， 現代 포함 타사에도 납품 

하는 업체에 비하여 그 율이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節山 지역으로의 집중 

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現代 펌動車에만 납품하는 업체보다 現代펌動車 包含 他社에도 납품하 

는 업체가 여러 조립 공장과의 연계 때문에 蘭山 쪽으로의 집중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1991년 현재 蘭山 現代담動車 組立 工場을 기점으로 現代자동차에만 

납품하는 업체， 現代자동차 포함 타사에도 납품하는 업체， 전체 부품 납품업체의 

거리별 누적 분포는 짧山 基펴 半쩔 80km이내지역에 각각 90% , 70%, 40%의 누 

적율을 나타냈다[그림 V -10]. 

大宇담動車에만 납품하는 업체의 距離別 累積 分布는 仁川 組立 工場을 기점 

으로 반경 40km以內의 首都關(서울，城南，水原，華城)地域과 240km이상의 東南團(大

邱， 馬山， 東部地域)地域으로 양분됐다. 40km 以內의 首都團 地域에 분포한 업체 

의 비율은 1977년 88%, 1984년 58% , 1988년 58%, 그리고 1991년에는 58%로 現

代담動車에만 納品하는 業體에 비해 집중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V-ll]. 

大宇自動車 包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仁川 基펴 40km 以內의 首都

團 地域에 분포 비율은 1977년 85%, 1984년 65%, 1988년 58%, 그리고 1991년에는 

52%로 그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首都關 地域의 部品業體들이 

하나의 母企業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多數의 母企業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 활 

동을 하고， 首都團이라는 大規模 市場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이외의 제품을 다 

양하게 생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주요 완성차 업체의 영향을 

덜받고 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또한 地價 때購， 및 交通 混雜 그리고 政府의 分

散 政策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V -12]. 

大宇담動車에 납품하는 업체의 仁川 基펴 半쩔 40km 이내 지역의 누적율이 하 

락하게 된 또다른 주요 원인은 東南團에 大宇담動車 組立工場의 系列社인 大宇

造船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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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현재 全體部品業體의 距離別 累積 分布를 보면 廳山 現代핍動車 조립 

공장을 기점으로， 반경 80km以內 東南團 地域에 40%, 290km 이상의 首都團 地域

에도 40%의 累積率을 보였다. 現代법動車에만 납품하는 部品業體와 現代핍動車 

包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距離別 累積率은 節山 組立 工場 基펴 半찜 

80km 이내에 각각 90%, 70%를 보여 現代자동차 조립공장과 연계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大宇멈動車에만 납품하는 업체와 大宇 포함 타사에 납품하는 업 

체의 距離別 累積率은 仁川 組立 工場 基펴 半짤 40km以內에 각각 55%, 50%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首都團과의 연계가 약하고 東南團과의 連緊가 강함을 알 수 

있다[그림 V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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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흩輝 規模別 分布

韓國의 部品業體는 그 대부분이 中小 企業으로 完成車業體와 下都給 關係를 

맺고 있다. 下都給 關係에 있는 部品業體들은 母企業의 生塵 戰略(內注 · 外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韓國에서의 母企業과 納品業體間의 관계는 외견 

상 미국의 水平的 系列化와 일본의 훌直的 系列化와의 混合 또는 折表式 형태를 

취했다고 볼수 있다. 

從業員數 및 規模에서 現代納品業體， 現代包含他社 納品業體， 大宇納品業體， 大

宇包含他社 納品業體의 團域別 分布變化는 다음과 같다. 

現代멈動車에만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從業員數의 團域別 分布變化는 1984년 

總 從業員數 6，957명 중 首都團 32.3%, 東南團 61.9%에서 1991년에는 總 從業員

數 26，496명 중 首都團10.5%， 東南團 85.3%로 나타나 역시 납품업체수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從業員의 경우도 東南團으로 集中됐음을 알수 있다〈표 V -5>. 

從業員 規模에서 中小 企業의 比率은 1984년90% ， 1991년 91%로 압도적으로 높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中小企業의 比率을 團域別로 보면 1984년의 首都

團 20% , 東南團 79%에서 1991년에는 首都園 10%, 東南團이 86%로 首都團의 상 

대적 비율 감소와 東南團의 증가로 나타났다. 

現代自動車 包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業體의 從業員數의 團域別 分布 變 化는 

1984년 58 ，α)6명 중 首都團 61.6% , 東南團 32.2%에서 1991년에는 117，462명중 首

都團 41%, 東南團 41.2%를 나타내 首都團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감소를， 東南團은 

상대적 증가를 보였다. 또 從業員 規模에서는 中小企業의 比率이 1984년 8 1.2%에 

서， 1991년 70%로 변하여， 부품 산업의 大企業化가 동기간 동안 많이 진척되었음 

을 알수 있다. 또 中小企業의 園域別 比率은 1984년 首都關 52%, 東南團 23%에 

서 1991년에는 首都團 24%, 東南團41%로 변하였다〈표 V-6>. 따라서 從業員數와 

마찬가지로 從業員 規模의 變化도 首都團의 급격한 감소와 洞南團의 급격한 증 

대를 보였다. 

大宇담動車에만 납품하는 部品業體 從業員數의 團域別 分布變化를 살펴보면 

1984년 總 34，255명 중， 首都團 37.7%, 東南團 62.2%에서 1991년에는 12，965명 중 

首都團에 69.6%, 東南團 22%로 변하여 首都團의 비중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從業員 規模에서 中小 企業의 比率은 1984년 96%에서 1991년에 92%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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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中小企業의 團域別 분포 변화는 

1984년에 首都團 55% , 東南團 39%에서 1991년에는 首都團 51% , 東南團 39%로 

首都團 中小 企業의 비율이 다소 감소를 보였다〈표 V -7>. 

大宇담動車 包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部品業體 從業員數의 團域別 分布 變化는 

1984년 總從業員數 57，331명 중 首都團 69.4%, 東南團 24.2%에서 1991년에는 總

123，533명 중 首都團 53% , 東南團 30%로 東南團과 기타 지역으로의 분산이 이루 

어졌다. 한편 從業員 規模에서 中小 企業의 비율은 1984년 74.6%1에서 1991년에는 

68.3%로 감소하였고， 團域別 변화는 1984년 首都圖 49% , 東南圖 23%에서 1991년 

에 首都團 41% , 東南團에 24%로 전체적으로는 中小 部品業體의 비율은 하락하고， 

大規模 部品業體의 참여가 증가하였다〈표 V-8>. 

2. 部品業體의 立地 變動과 그 類型

本 節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母企業에 納品하는 部品業體의 時期別 立地變

動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現代自動車에만 납품하는 업체 중 立地 移動한 業體는 1977~ 1984년 사이에는 

2개 업체로 서울에서 節山으로 이동하였고， 다음 1984~ 1988年 사이엔 8個 業體

로 首都團에서 東南團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 1988-1991년 사이에는 29 

個 業體가 이동하였으나 首都團에서 東南團 地域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었다. 首

都團 內에서의 이동은， 서울에서 京離地域으로， 東南團 內에서의 이동은 옳山에 

서 그 주변 工團地域 및 薦山지역으로의 이동이 주이며， 首都團에 비해 東南團

地域 內에서의 이동이 한결 크게 나타났다([그림 V -14], 부록 I그림 V -9]). 

한편 現代自動車 包含 他社에도 납품하는 業體 중 立地移動한 업체는 1977~ 

1984년 기간에는 21個 業體로， 서울에서 京鐵地域으로의 이동， 즉 首都團 地域

內에서의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984~ 1988 기간에는 31個 業體로 首都團

地域 內에서는 서울에서 京離地域(半月工團)으로의 이동과 首都團에서 東南團 地

域으로의 이동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東南團 內에서는 쏠山에서 그 주변 지역으 

로의 이동이 많았다([그림 V -15, 16], 부록 [그림 V -10]). 다음 1988~ 1991년 기간 

에는 2어固 業體로， 首都團에서 東南團地域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었고， 首都團

內에서는 서울에서 京離地域으로의 이동， 東南團 內에서는 쏠山에서 그 주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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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大邱에서 그 주변으로의 이동이다. 

大宇自動車에만 납품하는 業體 중 立地 移動한 業體는， 1977~ 1984년 기간에는 

3個 業體로 서울에서 京離， 옳山에서 京離， 그리고 蘭山으로의 이동이었다. 1984 

~ 1988년 기간에는 7個 業體로 서울에서 京離 및 東南團地域으로의 이동이었다. 

다음 1988~ 1991년 기간에는 21個 業體로 서울에서 京離， 京鍵 地域 內에서의 이 

동， 옳山에서 그 주변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었다([그림 V -17], 부록 [그림 V-ll]). 

大宇自動車 包含 他社에 납품하는 업체 가운데 立地移動한 業體는 1977~ 1984 

년 기간에는 13個 業體로 서울에서 京離 地域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었으나， 

1984~ 1988년 사이에는 20個 業體로 서울에서 京離 地域 및 東南團 地域으로 이 

동하였다. 1988~ 1991년 기간에는 2아固 業體로 首都團 地域內 서울에서 京離地域

으로의 이동과 東南團에서 首都團 지역으로의 이동 및 옳山에서 그 주변 지역으 

로의 이동이 많았다([그림 V -18], 부록 [그림 V -12]). 

〈표 V-5) 현대납품업체 종업원수의 년도별 · 권역별 분포 

1984년 1988년 1991 년 
지역 

종업원수(%) -ιLκ- E ;r; 대 종업원수(%) -ι4κ- 중 대 종업원수(%) -ιLι- E ;x;: 대 

서 울 4,351 (25.7) 5 1 4 271 ( 1.2) 5 1,063 ( 4.0) 10 4 
인 천 55 ( 0.3) 154 ( 0.7) l 183 ( 0.7) 
경 기 1,088( 6.4) 3 6 12,767(54.8) 7 6 3 1,547 ( 5.8) 5 2 

수도권계 5,494 (32.4) 9 7 4 I 13 .192 (56.6) 12 7 3 2,793 (10.5) 16 7 

부 산 1,515 ( 8.9) 9 6 1,185 ( 5.1) 10 3 5,143 (19.4) 24 7 3 
대 구 1,154 ( 6.8) 9 5 1,782 ( 7.7) 10 5 3 3,611 (13.6) 22 7 2 

/켜?6。3 속 나 t nj 321 ( 1.9) 2 1,185 ( 5.1) 6 3,552 (1 3.4) 12 7 3 
8,353 (49.3) 14 8 4 5,698 (24.5) 22 9 2 I 10,288 (38.8) 86 12 9 

동남권계 11,343(66.9) 33 21 4 9,850(42.4) 48 18 6 22,594(85.3) 144 33 17 I 

전 북 
전 남 
:i!，δ”L 「;ζ- 109 ( 0.5) 2 

서남권계 109 ( 0.5) 2 

"õ'• -5f 75 ( 0.3) 1,062 ( 4.0) 2 
-εZ」 1 E」L 58 ( 0.2) 2 23 ( 0.1) 
대 전 120 ( 0.7) 24 ( 0.1) 

중부권계 120 ( 0.7) 133 ( 0.5) 3 1,109 ( 4.2) 4 

총 계 6,957(100.0) 42 29 8 23,284(100.0) 65 25 9 26，496(1 00.이 164 40 19 

* 업체를 종업원 규모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소기업은 종업원수 99명 이하， 중기업은 100-299명， 
대기업은 300명으로 분류하였음. 1988년 및 1991년도의 표에서도 동일한 분류에 따름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공업편람.]， 1985 , 1989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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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 현대포함타사 납품업체 종업원수의 년도별 · 권역별 분포 

1984년 1988년 1991 년 
지역 

종업원수(%) ~‘- 경 ;‘;: 대 종업원수(%) -끼4‘- 중 대 종업원수(%) ~‘- 흔 ?<; 대 

서 울 12,594(21.7) 25 9 9 1O,697( 9.7) 6 4 6 13,294(11.3) 9 6 8 
인 천 14,558(25.1) 11 6 8 5,617( 5.1) 4 5 4 5,652( 4.8) 2 8 4 

경 기 8,607(14.8) 20 17 6 22,273(20.3) 21 21 11 29,196(24.9) 14 23 19 

수도권계 35,759(61.6) 56 32 23 38,587 (35 .2) 31 30 21 48,142(41.0) 25 37 31 

부 산 8,023(13.8) 19 9 6 17,152(1 5.6) 12 5 9 6,426( 5.5) 15 6 5 
대 구 2,491( 4.3) 2 5 3 6,462( 5.9) 12 7 7 4,901( 4.1) 9 11 5 
7J 속 101 250( 0.4) 4,104( 3.7) 5 2 6 6,177( 5.3) 9 10 6 
경 남 7,889(13.6) 2 2 5 36,215(33.0) 22 21 20 30,856(26.2) 17 27 20 

동남권계 18,653(32.2) 23 17 14 63,933(58 .3) 51 35 42 48,360(41.2) 50 54 36 

전 북 320( 0.3) 
전 남 2,980( 5.1) 53( 0.1) loo( 0.1) 
i낀at 「;l- 4,926( 4.5) 2 68( 0.1) 

서남권계 2,980( 5.1) 4,979( 4.6) 3 498( 0.4) 1 

충 북 1,497( 1.5) 13,349(11.3) 2 2 
충 남 6,653( 5.6) 4 
대 전 614 ( 1.1) 693( 0.6) 2 460( 0.4) 3 

중부권계 614 ( 1.1) 2,19O( 2.0) 2 2 20,462( 17.4) 3 6 

총 계 58,006(100.0) 80 50 39 109，689(1 00.이 85 68 66 117,462(100.0) 79 97 74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공업편람.L 1985. 1989. 1992. 

〈표 V-7) 대우납품업체 종업원수의 년도별 · 권역별 분포 

1984년 1988년 1991 년 
지역 

종업원수(%) ~κ- 흔 g. 대 종업원수(%) ικ- 중 대 종업원수(%) -/4ι- 중 

서 울 529( 1.5) 20 473( 1.4) 14 699( 5.4) 7 
인 천 10,993(32 .1) 9 2 12,634(37.7) 15 8 3 2,746(21.3) 24 3 3 
경 기 1,396( 4.1) 11 3 6,395(1 9.1) 27 7 6 5,542(42.9) 26 3 3 

수도권계 12,918(37.7) 40 5 2 19,502(58.2) 56 15 9 8,987(69.6) 57 6 7 

부 산 21 ,004(61.3) 25 2 1,398( 4.2) 32 2 1,291(10.0) 27 2 
대 구 120( 0.4) 1,145( 3.4) 3 2 253( 2.0) l 

7J * 4,793(1 4.3) 4 184( 1.4) 2 
경 남 202( 0.6) 4 3,164( 9.5) 3 2 3 I,U5( 8.6) 13 

동남권계 21 ,326(62.3) 29 3 10,500(3 1.4) 38 5 9 2,843(22.0) 43 5 

충 북 2,7oo( 8.1) 
츠。느 L n4 11 ( 0.0) 15 ( 0.0) 2oo( 1.5) 
대 전 760( 2.3) 875( 6.7) 

중부권계 11 ( 0.0) 3,475(10.4) 2 1,075( 8.3) 

총 계 34,255 (100.0) 70 8 3 33,477(100.0) 95 20 20 12,905 (100.0) I 101 12 9 
L•-••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공업편람J. 1985. 1989.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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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8) 대우포함타사 납품업체 종업원수의 년도별 · 권역별 분포 

지역 
1984년 1988년 1991 년 

종업원수(%) ~‘‘- E 그I; 대 종업원수(%) -ιικ- 걷 ;r; 대 종업원수(%) ~‘- 중 대 

서 울 13,726(23.9) 24 10 9 12,480(10.5) 13 6 7 12,510(10.1) 10 4 9 
인 천 14,568(25.4) 11 6 8 33,230(27.9) 12 14 6 30,028(24.3) 17 16 6 
경 기 11,547(20.1) 16 15 11 19,341 (16.2) 21 28 13 23,016(18.6) 17 19 15 

수도권계 39,841 (69.4) 51 31 28 65,051 (54.6) 46 48 26 65,554(53.0) 44 39 30 

부 산 8,023(14.1) 19 9 6 16,857(14.2) 13 5 8 5,659( 4.6) 19 3 6 
대 구 2,491( 4.3) 2 5 3 1,687( 1.4) 4 3 2,282( 1.9) 5 2 3 
경 북 2,517( 2.0) 5 4 
경 남 3,382( 5.9) 2 2 4 27,655(23.2) 10 2 15 26,623(21.6) 6 8 14 

동남권계 13,896(24.3) 23 16 13 46,199(38.8) 27 10 24 37,081(30.1) 31 18 27 

전 북 149( 0.1) 
전 남 2，98어 5.2) 
걷:;g. ? 4,842( 4.1) 3 l 5,189( 4.2) 

서남권계 2，98아 5.2) 4,991( 4.2) 3 5,189( 4.2) 

충 북 1,497( 1.2) 13,303(10.8) 2 
충 남 1,648( 1.3) 2 3 
대 전 614 ( 1.1) 2 1,468( 1.2) 3 758( 0.6) 2 

중부권계 614 ( 1.1) l 2 2,965( 2.4) 4 15,709(12.7) 3 3 6 

총 계 57 ,332( 100.0) 75 49 42 119,206(100.0) 76 60 55 123,533(100.0) 78 % 64 

資料 :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자동차공업편람.L 1985. 1989. 1992. 

3. 部品業體의 立地 變動 要因

앞 節에서 自動車 部品業體의 立地 移動 패턴에 관하여 살펴 보았기 때문에， 

本 節에서는 이러한 部品業體의 立地 移動 이유가 무엇인지를 設問紙 分析을 통 

해 알고자 한다. 

工場의 立地를 現在의 場所로 옮기게된 가장 중요한 要因을 밝히라는 設問에 

應答한 總 145個 業體를 分析해보면， 전체적으로 韓國 自動車 部品 工業에서 立

地移動의 第1要因 中 가장 중시한 要因은 數地確保 容易였고， 다음으로 중요하다 

고 지적한 要因은 適期 納品의 必要性이었다. 또 第2要因 中에서도 重要하다고 

지적한 요인은 數地確保 容易와 適期納品의 必要性이었으나 그외 政府의 工業分

散政策， 母企業과의 關係維持， 技能A力 確保， 그리고 集積利益 둥이 第1要因에서 

보다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들 立地移動 要因은 地域에 따라 다소 달리 

나타나고 있다. 

-98-



단위 : 인 

λ，~懶
도 I誌;짧;짧 
~ 2. 00> 
..... 1.500 
iiiiiiiiiiiïiiÞ 1. C찌) 
.....,;;;....- !iOO 

o 100 
t_ 0.-:0::=•-• j 

KM 

〔그림 V-14J 현대 납품업체의 입지이동(I 984-- 1988 , 1988-- 1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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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5J 현대포함 타사 납품업체의 입지이동(I 977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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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6J 현대포함타사 납품업체의 입지이동(1984"" 1988, 1988""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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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7J 대우 납품업체의 입지이동0984"" 1988 , 1988"" 1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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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團으로 입지를 옮긴 5어固業體 중 數地確保 容易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업 

체가 48.2%, 適期納品의 필요성을 다음으로 지적한 업체가 25%를 차지하여 이들 

두 요인이 部品工業의 立地移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표 V-9>. 

數地確保 容易， 母企業에 適期納品의 필요성이 가장 많은 업체에 의해서 第 1要

因으로 지적된 것은 東南團으로 입지이동한 72개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 

만 東南團으로 입지이동한 업체의 경우는， 首都園으로 이동한 업체보다 數地確

保의 容易를 第1要因으로 지적한 업체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 비해， 首都團으로 

이동한 업체는 東南關으로의 이동업체보다 適期納品의 요인을 상당히 중요시 하 

였다. 

기타지역의 경우도 위의 두 요인이 가장 중시된 것은 사실이나 首都團이나 東

南團과는 달리 58.8%의 업체들이 數地確保 容易의 要因을 第 1要因으로 지적한 

것은 工團建設로 인한 값싼 부지를 공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第 2要因에 대한 조사에서는 第 1要因 경우보다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第 2要因으로 지적된 數地確保가 대체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이 요인도 대 

부분기업에 의해서 가장 또는 두번째 중요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數地確保 要因은 2要因에서는 東南團보다 首都團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 

였다. 適期 納品의 必要性， 集積의 利益 등의 요인은 首都團보다 東南團에서 훨 

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東南圍에 現代自動車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 

고 있어 母企業에의 의존도가 크고， 같은 이유에서 特定 組立 工場 近處에 입지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首都團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關係維持， 技能A

力 確保의 要因이 東南團보다 首都團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立地 移動 要因을 主 去來處別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主去來處別 立地 移

動 要因의 비중도 l場 所在地別 立地 移動要因의 비중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現

代엽動車가 主 去來處이기 때문에 입지를 이동한 46個 業體中 工場 數地 確保

容易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업체가 47.8% 그다음 중요 요인으로 適期

納品의 필요성을 지적한 업체가 23.9%로 이들 두요인이 立地移動要因에서 가장 

또는 두번째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표 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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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9> 권역별 입지이동요민 

:〈己〉 장 .:::;:κ- 재 지 

요 인 수도권 동남권 기타지역 합 겨|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적기납품 25.0% 8.0% 19.4% 17.4% 17.6% 25.0% 21.4% 14.8% 

관계유지 5.4% 16.0% 8.3% 8.7% 25.0% 6.2% 13.3% 

신뢰확보 3.6% 10.0% 2.8% 4.3% 2.8% 5.9% 

직접이익 5.4% 8.0% 5.6% 17.4% 11.8% 6.3% 6.2% 12.6% 

부지확보 48.2% 24.0% 54.2% 21.7% 58.8%0 125% 52.4% 21.5% 

공업분산 5.4% 10.0% 1.4% 14.5% 11.8% 25.0% 4.1% 14.1% 

기능인력 3.6% 16.0% 2.8% 14.5% 2.8% 13.3% 

기 타 3.6% 8.0% 5.6% 1.4% 6.3% 4.1% 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계 

(56) (5이 (72) (69) (17) (1 6) (1 45) (1 35) 

주 : 수치는 각 모기업별 총 응답업체에 대해 두 요인을 1요인 또는 2요인으로 지정한 업체의 비율(%)임 
자료 : 설문조사 

〈표 V-IO> 주요 모 기업별 입지이동요인 

-;r「 거 래 처 

요 인 현 대 -C「그 기타업체 기 타 합 겨|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1 요인 2요인 

적기납품 23.9% 18.2% 22.6% 7.1% 20.0% 21.4% 14.3% 5.3% 21.0% 15.0% 

관계유지 10.9% 11.4% 17.9% 6.7% 11.9% 4.8% 15.8% 6.3% 13.5% 

신뢰확보 4.3% 2.3% 4.4% 11.9% 10.5% 2.8% 6.0% 

직접이익 4.3% 18.2% 3.2% 14.3% 8.9% 4.8% 9.5% 10.5% 6.3% 12.0% 

부지확보 47.8% 20.5% 58.1% 21.4% 51.1 % 21.4% 61.9% 21.1% 53.1% 21.1% 

공업분산 18.2% 9.7% 17.9% 6.7% 11.9% 5.3% 4.2% 14.3% 

기능인력 4.3% 9.1% 3.2% 14.3% 11.9% 26.3% 2.1% 13.5% 

기 타 4.3% 2.3% 3.2% 7.1% 2.2% 4.8% 9.5% 5.3% 4.2% 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 계 

(46) (44) (31) (28) (45) (42) (21) (19) (143) (133) 

주 : 수치는 각 모기업별 총 응답업체에 대해 두 요인을 1요인 또는 2요인으로 지정한 업체의 비율(%)임 
자료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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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地確保 容易， 適期納品의 필요성이 가장 많은 업체에 의해서 第 1要因으로 

지적된 것은 大宇담動車가 主去來處이기 때문에 이동한 31個業體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특히 第 1要因에서 現代에 비해 大宇자동차 납품업체의 입지 이동 요 

인으로 工場 數地의 確保 容易를 강조한 것은 大都市 地域의 높은 지가가 이동 

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第 2要因에서는 第1要因에 서 보다 다양한 立地

要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第 2要因에서 現代 납품업체의 입지 이동 요인으로 

는 適期納品， 集積의 利益， 工業分散策을 강조한 반면， 大宇에서는 母企業과의 關

係 維持와 工業分散策을 강조하였다. 특히， 立地 移動 要因 중 數地 確保와 適期

納品 要因을 工場 所在地別로 비교해 보면 首都團은 適期 納品을， 東南園은 數地

確保를 강조하였고， 반면에 主去來處別 비교에서는 現代보다 大宇에서 數地 確保

를 더욱 강조하였다. 

結合的으로 部品業體의 立地選定要因과 立地移動要因을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立地選定要因으로는 母企業 및 市場에의 近接性과 값싼 數地 確保가 가장 

또는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工場 所在地에 따 

라， 主去來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工場所在地別로 보면， 首都團 所在 工場이나 東南團 所在 工場은 공히 立地 選

定要因으로 母企業 및 市場에의 近接性을 가장 중시했고， 값싼 數地 確保를 다음 

중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東南圍 所在工場에서는 首都團 所在 工場보다 값 

싼부지 확보에 더 비중을 두었다. 특히 기타 지역에서는 더욱더 높은 비중을 두 

었다. 主去來處別로 보았을 때도 工場 所在地別 立地 選定要因과 마찬가지로 母

企業 및 市場 近接性과 값싼 數地確保를 중시했지만， 現代納品業體는 값싼 數地

確保를， 大宇納品業體는 母企業 및 市場 近接性에 더욱 높은 비중을 두었다. 다 

음 立地 移動要因에서는， 값싼 數地確保와 適期 納品의 필요성이 가장 또는 다음 

중요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들 요인도 工場 所在에 따라， 主去來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I場 所在別 立地移動要因은 首都團이나 東南團， 기타 

지역으로 이동한 업체는 공히 값싼 數地確保를 가장 중시했고， 適期 納品의 필요 

성을 다음 중요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東南團과 기타 지역으로 이동한 업체 

는 首都團地域으로 이동업체보다 數地確保에 더욱 높은 비중을 둔 반면에， 首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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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으로 이동한 업체는 타지역으로 이동업체 보다 適期納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主去來處別 立地移動要因은 I場所在別에서와 같이 갑싼 數地를 가장 중시했 

고， 適期 納品의 필요성을 다음 중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現代 담動車納品業體 

보다 大宇， 기타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는 값싼 數地確保에 더욱더 높은 비중을 두 

었다. 따라서 값싼 工場數地確保 要因은 部品業體의 立地 選定要因과 立地 移動

要因으로도 중시됐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값싼 工場의 數地確保는 韓國의 部品

工業에서 중대한 要因임을 재인식시켰다. 

4. 要 約

本 章에서는 멈動車 部品業體의 立地 및 그 變化 類型을 분석하기 위해서 首

都圖의 大宇멈動車와 東南團의 現代핍動車에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分布 變化를 

部品 構造와 技術 水準，運送 距離 그리고 塵構 規模에 따라 분석 비교하였다. 部

品 納品業體의 分布는 母企業의 立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現代納品業體나 

現代 包含 他社 納品業體가 東南團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은 節山에 母企業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大宇 納品業體나 大宇包含 他社 納品業體가 首

都團과 東南團에 分散立地하고 있는 것은 母企業이 仁川과 쏠山 두곳에 입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分布 類型을 部品 構造와 技術 水準에 따른 분포변화에서 보면， 법 

動車의 부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필요로 하는 生塵 技術，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市場이 다르기 때문에 입지 패턴 또한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엔진 동 高 附加價↑直의 製品， 멈動車의 性能과 관련 있는 機能 部品， 機密을 要

하는 部品， 收益性이 높은 部品 등은 母企業 자체에서 해결하나， 일부 샤시부품， 

重量이나 부피가 큰 車體 部品은 運送費 절감을 위해 母企業 주변에 입지한다. 

距離에 따른 部品業體의 分布變化에서 現代담動車에만 納品하는 업체나， 現代

包含 他社에 納品하는 업체는， 蘭山 組立 工場을 基펴으로 半짤 80Km이내 東南

團 地域에 集中의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集積 되어 있는 반면， 大宇

멈動車에만 納品하는 업체나， 大宇 包含 他社에 納品하는 업체는， 仁川 組立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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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基견으로 半經 40Km 以內 首都團 지역과， 240Km 이상의 東南團 地域에 그 

分布가 兩分化되어 있다. 특히， 首都團 地域의 累積率은 감소하나， 東南團 地域의 

累積奉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은 쏠山의 大宇造船 組立 工場 때문이다. 

塵健 規模에서 본 部品業體는 中小企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고용규모별 분포변화를 主 去來處別로 보면， 現代에만 납품하는 部品業體는 東

南團에의 집중율이 높았다. 現代 包含 他社에 납품하는 部品業體는 相對的으로 

大企業의 比重이 높았으나 東南團 地域에 집중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大

宇핍動車에만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경우 圖域別 分布 變化에서 首都團의 集中率

이 다소 감소를 나타냈다. 大宇 包含 他社 納品業體에서는 미약하나 首都園의 

비중은 감소， 東南團의 비중은 增加하였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母企業에만 납품 

하는 部品業體의 경우， 中小 企業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두 개 이상의 母企業에 

납품하는 部品業體의 경우는 大企業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部品業體의 立地 移動 類型은 母企業의 입 지 와 企業經營 戰略에 의 해 크게 영 

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現代담動車에만 납품하는 業體는 首都團에서 東南

團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이었고， 現代 包含 他社에 납품하는 업체의 이동은， 

首都團 地域 內에서의 이동과， 首都團에서 東南團 地 域으로의 이동이 주종을 이 

루었다. 반면에 大宇엄動車에만 납품하는 業體는， 서울에서 京離 및 옳山 주변으 

로 이동， 京鍵地域 內에서의 이동， 옳山에서 그 주변으로의 이동이 많았고， 大宇

包含 他社에 납품하는 業體는 서울에서 京鍵 地域 및 東南團 地域으로의 이동， 

東南團에서 首都圍으로의 이동이었다. 

이와 같은 엽動車 部品業體 立地移動의 주된 요인은 工場 數地의 確保 容易와 

適期 納品의 필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第 2要因에서도 값싼 數地確保 要因을 

가장 중요시했고， 適期納品要因을 다음 중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立地移動의 第 2要因에서도 그〔場所在地別， 主去來處別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工場 所在地別로 볼 때， 東南團으로 이동한 업체는 集積利益을， 首都圖으로의 移

動業體는 母企業과의 關係維持， 技能A力 確保 要因을 중시 했다. 또， 主去來處(母

企業)別로 볼 때 現代納品業體의 移動要因으로는 集積利益， 適期納品의 必要를， 

大宇納品業體의 경우는 母企業과의 關係維持， 技能A力 確保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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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VI章 훌훌約 및 縮論

本 鼎究의 目的은 韓國 自動車部品 工業의 立地(變化)類型과 그러한 類型을 초 

래한 立地要因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現代 핍動車와 大宇 핍動車에 納品

하는 下請業體를 사례로 立地變化의 過程과 變化要因을 *나明하고자 했다. 또한 

(世界) 멈動車 塵業의 立地와 관련된 觀存의 冊究結果와의 比較를 통하여 韓國

담動車部品 塵業의 立地變化 特性을 밝히고자 했다. 

本 鼎究에서는 담動車(部品)工業의 立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塵業

의 國際化， 生塵組織， 技術變化， 政府의 영향， 그리고 運送費 等이고 이들 要因이 

韓國의 경우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 보았다. 

本 鼎究의 결과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國 엽動車 工業의 發達은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과 育成에 힘입은바 크다. 

政府는 담動車 塵業을 國家 戰略 塵業으로 지정하여 國內 生塵基盤의 構葉을 위 

해 資金支援과 內需市場의 保護， 社會間接資本 施設據充(道路， 港構， 工業團地)，

塵業構造 調整， 中小企業 系列化 事業의 推進 等 여러 分野에 걸쳐 거의 절대적 

인 영향을 미쳤다. 現代 담動車의 薦山 工團 入住와 最近 新設組立l場의 대부분 

이 西海뿜地域으로의 입지 예정이 그 예이다. 한편 中小企業의 系列化 事業을 추 

진하여 部品生塵業體와 組立企業間의 相互關聯性을 증대시킨 결과 部品業體의 

成長과 立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世界의 범動車 塵業은 小數의 多國籍 企業에 의해 主導되어 왔다. 韓國의 

엽動車 塵業은 이들 多國籍 企業과의 協力關係를 維持 據大하면서 成長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韓國의 自動車 企業은 多國籍 企業으로부터 技術을 제공받고， 部

品供給關係를 맺는 한편 그들의 世界的 眼賣網을 活用함으로써 비로소 오늘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韓國의 핍動車 塵業은 世界的 經營시스템의 한 下部體系(subsystem)를 形成， 海

外部門에서의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韓國 담動車 塵業의 生塵量 對比 輸出

比率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기 때문에 大量生塵方式(mass production)이 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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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輸出의 필요성 때문에 海뿔地域에 立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輸出段階를 넘어 海外에 組立工場을 直接 建設하고 있으며， 

海外의 立地 移動도 先進國 中心에서 東南亞 地域으로 據散되고 있다. 韓國 담動 

車 塵業의 發展過程은 收入部品에 의한 組立段階 - 部品의 國塵化 段階 - 輸出段

階 - 海外組立段階로 要約될 수 있다. 

3. 韓國멈動車 部品工業의 分布 類型은 首都圖 地域과 東南團 地域으로 兩分되 

어 集中分布한 兩核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分布類型은 母企業의 立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現代엽動車 納品業體나 現代 包含他社에도 納品하는 業體가 

東南團 地域에 集中分布한 것은， 蘭山에 母企業이 立地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면 

에 大宇 納品業體나 大宇包含 他社에도 納品하는 業體가 首都團과 東南團에 兩

分되어 立地하고 있음은 母企業이 仁川과 옳山 두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自動車 部品은 機能과 投入素材 및 製造 工程 等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 

류될 수 있고， 部品마다 각기 필요로 하는 立地要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지 패 

턴도 매우 다양하여 -律的으로는 말할 수는 없으나， 部品構造의 技術 水準別 分

布類型을 살펴보면 重量과 부피가 크며， 단순임가공을 요하는 部品生塵業體는 주 

요 母企業의 憐接地域에 입지하고， 반면에 附加價植가 크며， 專門技術과 規模의 

經濟를 필요로 하는 部品生塵業體는 주요 母企業의 憐接地域에 立地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또 自動車의 性能과 관련된 機能部品， 機密을 要하는 부 

품， 收益性이 높은 부품 동은 母企業에서도 생산한다. 

距離에 따른 部品業體의 分布類型을 살펴보면， 現代 納品業體나 現代包含 他社

에도 納品하는 業體는， 節山 基點 半짧 80Km이내의 東南團地域에 集中을 보인 

반면， 大宇 納品業體나 大宇 包含他社에도 납품하는 업체는 仁川 基點 半짧 

40Km 以內의 首都團 地域과 240Km 以上의 東南團地域에 兩分되 어 분포하고 있 

다. 屬構規模에 따른 부품업체의 分布類型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中小企業이 대 

부분이나， 이를 母企業 中心으로 보면， 하나의 母企業에 납품하는 部品業體는 中

小企業의 比率이 매우 높고， 複數 母企業에 納品하는 部品業體는 大企業의 比率

이 상대적으로 높다. 

5. 韓國 핍動車 部品 그[業의 立地 選定要因 파악을 위 한 設問紙 調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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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母企業과 市場에의 近接性， 값싼 數地確保 容易의 두 요인이 가 

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에 勞動力， 集積利益， 母企業과의 關係維持 둥 

요인들도 상당한 기업들이 중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立地 要因들은 

工場 所在 地域에 따라， 主去來處에 따라 약간씩 달리 나타났다. 工場 所在地別

로 보면， 首都團 所在 工場의 경우， 母企業 및 市場에 近接性을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지적했고， 값싼 數地를 다음 중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母企業 및 市場 近

接性， 값싼 數地가 가장 많은 業體에 의해서 第 1要因으로 지적된 것은 東南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東南團 所在 工場은 首都團 所在 工場에 비해 값싼 數地

의 요인이， 首都團 所在 工場은 母企業 및 市場 近接性 要因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其他地域에서도 위의 두 요인이 중시되었지만， 首都團과 東南團에 비해 값싼 

數地 요인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第 2要因에서도 母企業 및 市場 近接性， 값싼 數地가 가장 또는 두번째로 重要

要因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首都團 所在 工場에서는， 勞動力을， 東南團 所在 工場

에서는 集積利益을 重要要因으로 지적됐다. 主去來處別로 살펴보면， 現代納品業

體들은 값싼 數地를 가장 중요시했고， 母企業 및 市場 近接性을 다음 중요 요인 

으로 지적한데 비해， 大宇 納品業體들은 母企業 및 市場 近接性을 가장 중시했고 

다음으로 數地確保를 지적했다. 

6. 韓國담動車 部品工業의 立地變化 패턴은 母企業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現代핍動車에만 納品하는 部品業體는 상당수가 母企業의 立地地域

인 薦山 中心으로 再立地하고 있으나， 大宇自動車에만 納品하는 業體는 母企業의 

立地地域인 仁川周邊의 京離와 옳山周邊으로 再立地하고 있다. 이러한 立地移動

은 生塵工程 技術의 華新으로 소량의 부품을 필요한 場所까지 빈번히 適期配達

해야 함으로 立地 移動에 追加負擔이 적은 業體를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立

地移動 要因의 파악을 위한 設問調훌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全體的으로 第 1要因

中 가장 중시한 要因은 數地確保였고，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 요인은 適期

納品의 필요성이었다. 第 2要因 中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要因은 數地確保와 

適期納品이었으나 그외 政府의 工業分散政策， 母企業과의 關係維持， 機能A力 確

保 그리고 集積利益 등이 第 1要因에서 보다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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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地移動 要因은 工場 所在地에 따라， 主去來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工場 所在別로 보면， 首都團으로 立地를 移動한 業體는 數地確保를 가장 중시 했 

고， 適期納品을 다음으로 지적했다. 

數地確保， 適期納品 要因을 가장 많은 業體에 의해서 第 1要因으로 지적된 것 

은 東南團으로 이동한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東南團으로 立地移動

한 業體의 경우는， 首都團으로 移動한 業體보다 數地確保를 第 1要因으로 지적한 

業體의 比率이 훨씬 높은데 비해， 首都團으로 移動한 業體는 東南團 移動業體 보 

다 適期納品을 상당히 중요시 했다. 其他 地域의 경우도 위의 두 要因이 가장 중 

요시 되었으나， 首都團이나 東南團 보다는 數地確保를 第 1要因으로 지적한 比率

이 훨씬 높다. 第 2要因은 第 1要因 경우보다 地域差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主

去來處別 立地 移動要因의 比率도 工場 所在地別 立地 移動要因의 比率과 비슷 

하게 나타났다. 第 1要因에서 現代納品業體에 비해 大宇 納品業體는 立地 移動要

因으로 數地確保를 특히 중요시 했다. 第 2要因에서는 第1要因에서 보다 다양한 

立地移動 要因을 강조했다. 즉， 現代 納品業體는 適期納品， 集積利益을， 大宇納品

業體는 母企業과의 關係維持， I業分散策을 중시 했다. 

7. 結合的으로 韓國 법動車 部品工業의 立地選定 要因과 立地 移動要因을 考察

하면， 立地選定 要因으로는 母企業 및 市場에 의 近接性과 값싼 數地가 가장 또는 

다음으로 중요한 要因임을 확인했으나， 美國의 경우는 situation 要因과 site 要因

을 중요시했다. 다음 立地 移動要因으로는 數地確保를 가장 중시했고， 適期納品

을 다음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韓國 핍動車部品 工業에서는 값싼 數地가 立地要

因과 立地 移動要因으로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都市地域의 地價f!P購과 政府

의 工業 分散政策으로 大都市에서 憐接地域에로의 立地移動에서 확인할 수 있다. 

母企業에 近接立地는 담動車 組立工場과 部品生塵 工場間의 밀접한 相互關聯性

을 의미하지만， 各各의 立地要因(立地的 論理)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組立工場은 

走行試驗場(넓은 數地) 및 輸出을 위한 港口施設의 필요로， 海뿜地域을 選好하는 

반면에， 中小部品業體는 關聯塵業과의 連緊 및 원활한 勞動力 受給의 필요성 때 

문에 大都市 地域을 選好하고 있다. 이러한 立地上의 二重性 問題는 핍動車 塵業

의 立地와 關聯하여 앞으로 충분한 論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現在 大部分 新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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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立工場의 立地가 西海뿜 高速道路 據定地 憐近에 마련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 

는 전혀 엄動車 部品業體가 존재치 않는 곳이므로， 앞으로 部品業體의 立地變化

가 어떻게 전개될지 의심스럽고， 海外 組立工場의 設立 증대 또한 部品業體의 立

地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다. 

母企業의 適期納品(JIT) 요구는 現在와 같이 高速道路의 i帶在이 심한 경우는 

더욱더 중요한 立地 移動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nT方式에서 美國의 경우 

대략 8시간 정도의 配達時間 距離가 標準的인 것으로 認識되지만， 이는 南韓의 

全域을 커버하는 距離가 되기 때문에 國土面積이 좁은 韓國의 경우 美國과는 다 

른 스케일에서 이에 대한 論議가 되어야 할 것이다. 本 鼎究는 記述的 說明의 限

界를 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鼎究結果를 一般化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수반 

된다. 따라서 이러한 冊究가 實質的으로 보다 說得力 있는 意味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體系的이고 客觀化 할 수 있는 冊究方法의 開發과 수많은 部品의 全般的

特性에 대한 知識과 部品에 대한 상세한 자료， 先進國 部品塵業과의 비교 鼎究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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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tional Dynamics of the Auto Parts Industry in Korea 

Chang-Yon Jo 

(Seoul National University) 

πle p따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locational types of the Korean auto 

P따ts industry, and to find out factors which influence location decisions of Korean 

auto p따t fmns. For these p따pose， subcontractors of Hyundai and Daewoo automobile 

comp뻐es have been selected as reserch subjects to examine patterns and processes 

of locational chan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factors which have strongly influenced the location of subcontracting fmns 

include internationalization of automobile industry, production organization, production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innov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2. One of the factors that the Korean auto industry 뼈s achieved a fast growth is 

a series of policies of the goverment which has designated the automobile indusσy as 

a strategic industry promoting cooperative relation in production and sale with foreign 

multinational automobile companies. 

The Korean auto industry has underwent four stages of development; assembly of 

foreign-made auto p따ts， production of auto parts, expoπ of assembled cars, and 

foreign assembly of Korean-made auto p없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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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cational types of auto p없ts companies are various, due to the fact that an 

automobile needs many different p따ts with various functions, made of different 

materials by different processes. 

π피s study, however, has found out that the Korean auto p따ts industry has 

generally dispersed from large cities to neighboring areas. 

πlÏs patem reflects the influence exerted by the location of assembly companies, 

Hyndai and Daewoo, as well as goverment policies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of 

industries. The survey carried out for this study shows that closeness to the assembly 

company and the market and cheap land available for plants are the major locational 

determinants of auto p빠s companies. 

4. πlÏs study has also investigated location patterns of auto part comp없lÏes which 

supplied Hyundai and Daewoo, divided by three tÎme periods; 1977 -1984, 1984-

1988, and 1988 -1991. πl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rrms us that one of the key 

factors for location of auto p따t companies is the location of assembly company. Auto 

P따t companies supplying Hyundai are mostly located Ulsan 따ea， south-east region of 

Korea, and those supplying Daewoo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outh-east 

reglon. 

5. 안lere have been no distinct differences in location patterns when broken down 

by the structure of auto p따ts and level of techon1ogies. Thie study, however, has 

found out that high-value added p따ts， functionally crucial parts, and high-end p따ts 

with high profit are produced by assembly companies. 

6.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cheme by the number of workers, most auto 

P따t companies are small and medium size. 

In particular, the size of auto p따 companies supplying more than one assembly 

companies tends to be large, whereas the size of those supplying just one assembly 

company tends to be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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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鍵:識問紙

본 설문은 본인의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입지요인과 입지이동요인을 조사하 

는 것입니다. 이설문의 내용은 학문적 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조 창 연 

직장명( ) 전화번호( ) 작성자( 

1. 귀 공장의 최초 설립장소 및 연도는 ? 

1) 장소 시(군) 구(읍면) 동(리) 

2) 설립연도 : ( )년 

2. 현재 본사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시(군) 구(읍면) 동(리) 

3. 구| 공장의 종업원수는 ? (명 

4. 구| 공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자동차 부품명은 ? ( 

5. 구| 공장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모기업에 제공합니까 ? 

1) 완제품 공급 2) 조립용 부품의 공급 3) 단순한 임가공 

6. 귀 공장의 전체의 매출액 중 다음 자동차 회사에의 납품비율은 ? 

1) 현대 자동차 )% 2) 대우 자동차 )% 

3) 기아 자동차 )% 4) 쌍용 자동차 )% 

5) 아세아 자동차 ( )% 6) 기타 자동차 )% ( )% ( )% 

7. 귀 공장은 언제부터 자동차 조립 공장에 부품을 공급해 왔습니까?(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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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 공장은 다음의 경우 어디에 해당합니까 ? ( 

1) 처음부터 자동차 조립공장의 협력업체로 시작하였다. 

2) 나중에 자동차 조립공장의 협력업체가 되었다. 

3) 업종전환이나 제품변환을 통하여 협력업체가 되었다. 

9. 구| 공장의 원자재 조달의 지역벌 비중은 ? 

1) 공장이 위치한 시(특별시， 직할시 제외)나 군지역)% 

2) 공장이 위치한 시(특별시， 직할시)나 군 지역)% 

3) 기타 국내지역)% 

4) 해외)% 

10. 귀 공장의 전체 매출액 중 자동차 부품만의 매출액은 몇 % 정도됩니까 ?( )% 

11. 구| 공장이 주 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동기는 ? ( 

1) 공장의 신뢰도(적기납품， 품질관리 둥) 

3) 경영자의 자질(기술개발능력， 경영능력) 

5) 경영자가 과거에 모기업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2) 경영자의 친분 

4) 저렴한 납품단가 

6) 양호한 생산기술 

12. 모기업의 귀공장에 대한 지원 여부는 ? 기술 · 경영 · 재정 · 기계설비에 대하여 

1) 기술지도 : 있다 ) 없다 ) 

2) 경 영 : 있다 ) 없다 ) 

3) 재 정 : 있다 ) 없다 ) 

13. 구| 공장의 주거래처(자동차 조립공장)와의 거래년수는 ? (년 

14. 귀 공장이 현재 장소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요인을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만 콜라 주 

십시오.(→→( 

1) 주거래처(현대， 대우， 기아， 아세아， 쌍용 둥)와의 근접성(운송비 절감) 

2) 주거래처에 납품비중이 커서(시장확보) 

3) 거래처와의 완만한 관계유지(기술지도， 신뢰확보， 경영자문) 

4) 조세의 감면혜택 

6) 노동력 확보용이 

8) 기업주의 고향 

10) 기타 

-138-

5) 저렴한 공장부지 확보의 용이 

7) 관련업체의 집중 

9) 쾌적한 생활여건 



15. 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어떻게 조립공장까지 운반됩니까 ? ( ) 

1) 회사 독자적으로 운반 

2)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여러업체의 물품을 공동으로 운반 

3) 모기업에서 운반 

16. 귀 공장이 얼마나 자주 모기업에 제품을 운송합니까 ? ( 

1) 몇 시간 마다 2) 매일 3) 3-4일 4) 한달 5) 부정기적으로(수시로) 

17. 구|하의 생각으로는 부품업체(하청업체)와 조립공장과의 거리(운송시간)가 어느 정도 되 

어야 입지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거리 )Km 2) 평균운송시간)시간 

18. 귀 공장이 거래하는 2차 하청업체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면 2차하청 업체수는? ( )개 

19. (문16)의 재하청을 준다면 그 이유는? ( 

1) 2차 하청업체의 특수한 생산기술 때문에 

2) 2차 하청업체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가격 

3) 귀 공장의 생산설비 능력의 부족때문 

4) 노동쟁의를 피하기 위하여 

5) 불황에 대항하기 위하여 

6) 기타( 

20. 주거래처의 적기납품 및 빈번한 소량 납품요구가 귀 공장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까? ( 

1) 공장을 거래처 부근에 입지하도록 한다. 

2) 거래처 부근에 보관용 창고를 마련하도록 한다. 

3) 비용부담은 가중되나 입지 문제까지는 야기하지 않는다. 

21. 주거래처가 현재의 입지지역을 떠나 타 지방으로 원거리 이전을 한다면 귀 공장은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 

1) 거래처(모기업)를 따라 이전한다. 

2)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를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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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IT시스템(적기배달방식)에 의한 운송방식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 ( 

23. 귀 공장은 설립 이후 이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있다면(24)， (25), (26) 문항에 답해 주시오. 

24. 귀 공장의 설립 이후 입지이전 횟수와 이전연도는 ? 

1) 첫번째 이전연도 : ( )년 이전장소: 시(군) 구(읍면) 

2) 두번째 이전연도 : ( )년 이전장소: 시(군) 구(읍면) 

3) 세번째 이전연도 : ( )년 이전장소 : 시(군) 구(읍면) 

4) 네번째 이전연도 : ( )년 이전장소: 시(군) 구(읍면) 

25. 구| 공장이 현재의 장소로 이동하게 된 주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 

시오.(→→ 

1) 제품의 적기납품과 운송비 절감 

2) 주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유지(기술지도，경영자문，각종정보) 

3) 주거래처의 신뢰확보를 위해 4) 관련업체의 집중때문에 

5) 공장부지 확보가 용이해서 

7) 기능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서 

26. 귀 공장의 이전 전과 이전 후의 변화는? 

1) 생산품목 : 이전전 품목 ( 

6) 정부의 공업분산책(세금감면 등) 

8) 기타 ( 

) • 이전후 품목 ( 

2) 주거래처의 납품비율 : 이전전 납품비율 )% • 이전후 납품비율 )% 

3) 생산량 : 이전전 억원 • 이전후 )억원 

4) 공장 자동화 정도 : 이전전 ( )% • 이전후 ( )%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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