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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푼초혹 

서물시 고차쟁산자서비스업의 얻지와 쟁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훌훌성 

- 광고관련산업률 중심으로 -

현대경제는 지식 및 정보의 전달과 변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 다양 

성과 복잡성의 확대는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 

식집약산업인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생산과정상에 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 

이는데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도시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식집약서비스업인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특성을 밝히고， 서비스업간 외부 

화， 생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밝힘으로서 대도시의 새로운 도시 모습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시의 주요 산업부문의 하나인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전 

반적인 입지특성을 고찰하고 광고관련산업을 사례로 집적지 형성과정 및 생산네 

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내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서울시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분포 및 입지특성에 대한 분석 

은 1986년과 1996년의 동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가 중요한 생산기반 

인 광고관련업체에 대한 사례연구는 우편설문과 참여관찰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광고관련산업을 크게 광고회사， 인쇄광고관련사， 방송광고관련사로 구 

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광고라는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을 기획네트워크， 

제작네트워크，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성장과 서비스경제화과정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 

다. 특히 서울의 지역경제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이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화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서울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모의 확대는 

오피스 공간의 수요확대로 이어져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경향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도심보다는 영동지역 지향의 입지경향으로 표현 

되고 있다. 

둘째， 서울시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의 분포경향에 있어 1986년에서 1996년 10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 도심지역의 비중감소와 영동 

지역의 비중증가가 업종에 차이 없이 탁월하게 나타났다. 영동지역의 비중증가는 

기존 도심지역의 절대수 감소보다는 대규모 업체의 이전， 소규모， 신설업체의 증 

카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설업체 입지의 영동으로의 편중은 앞으 

로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분포경향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사례연구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로서 광고관련산업의 서비스생산과정에서 관 

련업체와의 생산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지특성에서는 

고객 및 시장지향보다 정보 및 관련업체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인쇄광고관련업체와 방송광고관련업체의 집적지가 각각 도심의 충 

무로와 영동지역의 신사동지역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적 

지의 형성은 광고관련산업의 전반적인 유연적 전문화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관련 전문기능의 집적은 계속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넷째， 네트워크 도시구조의 형성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광고회사는 주로 기획과 

전략을 담당하고， 실제적인 크리에이티브 업무는 전문제작사들이 담당하는 공간적 

분업과 업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광고라는 서비스가 생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집적지의 이득을 광고회사가 공간적 거리에 상관없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결 

국 서울이라는 전체 공간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서비스가 생산이 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는 각 집적지내에서 관련 기능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이득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집적지 외부에 있는 기능이 공간적으로 



는 떨어져 있으나 다시 각 집적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집적이득을 충분히 

이용하는 국지적 집적효과가 아닌 지역적 집적효과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었다. 그리고 생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과 관련하여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간의 

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년 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 

과 변형을 통해 경제관계를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 

차생산자서비스는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기본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입지하느냐는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내에서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도심이 비도심 중심지(영동 

지역)보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이 훨씬 낮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더 

욱이 국가적인 기본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엽체들이 도심지역 

에서 절대수가 감소하고 영동지역으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적으로 볼 때 도시내 분산 패턴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차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분포의 관점에서 좀 더 현실적이다. 또한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입지선호， 기능간 

네트워크 등을 고려할 때 영동지역에의 입지를 장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럼으 

로써 관련기능들간 네트워크가 형성된 집적지역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도시구조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지역간 불평둥 분포를 완화시킬 수 있 

는 인적 자원과 텔리커뮤니케이션 개선， 법률적 규제완화 둥과 관련된 간접적인 

유도정책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정도시지역에 대한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선택적 입 

지의 효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서비스 경제화， 고차쟁산자서비스업， 쟁산네트워크， 광고관련산업， 

유연적 천문화， 칩척지 

학 번 : 91208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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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序論

제 1 절 昭究背景과 덤的 

경제적 발달을 전체 경제부문의 성장과 후퇴를 반영하는 일련의 구조적 변화라 

고 한다면 대도시경제에서 가장 극적인 경제적 발달의 한 측면은 서비스업 고용 

의 성장과 제조업 고용의 후퇴이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전세계 대도시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특 

정 도시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한다 

(Sassen, 1994:53). 첫째는 경제활동의 범세계화의 확대이다. 경제활동의 범세계 

화는 국제거래의 규모와 복잡성을 증대시켰다. 이는 최상위 수준의 다국적 기업 

과 이들 기업을 위한 서비스엽의 성장 특히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야기시 

켰다. 두 번째는 모든 산업조직에서 서비스 투입의 확대이다. 이는 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수요증대를 야기하였으며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능동 

적으로 적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도시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프로 

세스는 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수요증대라는 사실과 더불어 대도시가 그런 서비 

스를 생산하는 장소로서 선호되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대도시는 기업을 위한 서 

비스생산의 중요한 장소이며， 이에 모든 산업조직에서 서비스 투입의 증가는 대 

도시 지역특성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생산자서비스는 도시경제활동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한 기존 부문의 특성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Moulaert and Todtling, 1995; 

Sassen, 1994). 최근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경제활동의 기반 

이 “재 화의 製造(manufacturing of goods)"에 서 “서 비 스의 提供(provision of 

services)"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서비스엽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이 새롭 

게 평가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서비스업을 지역경제활동에 수동적인 것으로 보 

았으나， 최근에는 도시성장에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Daniels, 1991). 



생산자서비스는 재화와 다른 서비스의 생산에 중간 투입요소로 기여하는 기능 

을 한다. 지역 및 국가경제에서 이들 기능의 중요성은 최근에 학자와 정책결정자 

에 의해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역할이 증대하 

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학자들은 생산자서비스업으로의 거대한 이동이 산업사회 

의 기본적인 틀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서비스엽의 중 

요성을 각하하거L}(Cohen and Zysman, 1987),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하 

더라도 서비스업을 제조엽의 특정과 같은 논리나 법칙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 

다. 그러나 생산자서비스는 생산과정 자본과 노동투입의 형태 생산과 소비간의 

관계가 제조업과는 상당히 다르다(Martin. 1994;24). 제조업의 논리로 생산자서비 

스업을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자서 

비스업에 대한 견해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즉 생산자서비스업을 수동적인 기 

능(non-basic)이 아닌 경제구조와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동적 기능 

(basic)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입지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수위도시로의 공간적 편중이며 이러한 편중은 다른 기능의 전반적인 분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업이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산자서비스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능에 대 

한 성장과 입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총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 

를 들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입지행태가 총론적 측면에서는 제시되고 있으나， 

개별 하위부문의 입지행태는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생산자서비스를 구 

성하고 있는 개별 하위부문은 성장률 입지요인 입지경향 둥에 있어 매우 이질적 

이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생산자서비스 중에서 전문지식집약서비스업인 ‘고차생산자서비스(advanced 

producer service)'는 입지특성이나 생산과정에서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도시경제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 

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이다. 그러나 고차생산자서비스에 대해 

- 2 -



서는 생산되는 과정이나 방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고차생산 

자서비스의 생산체계와 배분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한지， 서비스기업간 공간적 분 

엽 및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이 

다(Coffey and Bailly, 1991). 

고차생산자서비스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측면은 재화와 구별되는 비 

물질성 Gmmateriality) ， 생산과 소비의 즉시성 Gmmediacy) , 생산과정에 소비자의 

참여성 (participation)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성혁， 1991:6-7). 이러 

한 특정은 고차생산자서비스업체의 입지특성과 생산과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특 

히 고차생산자서비스엽 중에서 광고엽은 생산과정에 소비자와의 빈번한 접촉을 

필요로 하며， 다른 기업이나 전문가， 보완기능과의 교류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광 

고라는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적인 기능들의 입지특성은 업무의 특성과 연관을 가지고 있으 

며， 공간적으로 업무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체의 특성 

상 업체가 모든 관련 업무를 계열화하고 규모를 확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래서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광고관련 전문적 기능들이 도시내에서 네트워크 

의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광고라는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서비스의 생산과정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대도시내부의 지역별 특성 

과 지역 간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시의 주요 산엽부문의 하나인 고차생산자서버스의 입 

지 전반적언 특성을 고찰하고， 광고관련산업을 사례로 접적지 형성과정 및 생 

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내에서 고차생산자서벼스가 생 

산되는 과정을 밝혀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성장의 의미와 서울 대도시 지역경제에서의 지역적 효 

과를 고찰하고， 

둘째，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서울시내에서의 입지적 특성 변화를 파악한다. 

” a 



셋째， 고차생산자서비스 중 광고관련산업을 사례로 광고관련산업의 분포패턴 및 

유연적 전문화과정과 서울시내 집적지 형성과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넷째， 광고관련산업의 업체간 생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럼으로 

써 서울시 생산네트워크의 지역별 차이를 통해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생산과 관련 

한 공간적 특성 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昭究範圍 및 方法

1. 昭究範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생산자서비스로 볼 수 있는 업종은 금융， 보험， 부동산， 임 

대 및 사업서비스업(신분류 j , K)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식집약적인 고차생산 

자서비스는 사업서비스중 기계장비임대업을 제외한 K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리업)， K73(연구개발업). K74(기타 사업서비스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업종은 크게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수준에 해당하는 정보관 

련서비스업 (SIC 72) , 연구개발업 (SIC 73) , 법률.회계관련서비스엽 (SIC 7411 , 7412) , 

기술.공학관련서비스업 (SIC 742) , 컨설팅업(경영상담업 (SIC 7414) 및 시장조사업 

(SIC 7413)) , 광고업 (SIC 743)으로 구분하였다1). 

1)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내용은 제 2 장을 참조할 것. 

1986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세분류 수준에서 아직 경영상담업의 구분이 명 

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 컨설탱엽은 1986년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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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동산업 

<그림 1>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분류 

연구지역은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지역으로 한정하 

였다. 시간적인 범위는 2차 원시자료의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1986년에서 1996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례연구에서는 1998년까지 확대 

하였다. 구역별 비교에서는 서울시를 크게 도심 여의도.마포 영동 기타지역 둥 4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4개 지역은 기존의 여러 가지 연구결과와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전반적인 분포경향을 참조하여 구분하였으며， 區가 아니라 

洞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김선웅， 1998; 전명진， 1995, 1996; 송미령， 1997)2). 연구 

단위는 行政洞 단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 1996년 (530개 동) 행정 

구역을 1986년 (453개통)에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그림 2> (표1). 

2) 행정구역상 도심은 종로구와 중구의 일부지역을， 여의도 · 마포는 영등포구와 마포 

구 일부지역을， 영동은 서초구와 강남구 일부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R ‘ 



w廳E

도심 
여의도.마포 
명동 

5 O ~ Kilometers ~ I기 기 타 

<그림 2> 연구지역의 지역구분 

(표 1) 지역구분과 해당 행정동 

지역 
해당 행정동 개수 

구분 

종로1.27}동， 종로3.4가동， 종로5.67}동， 세종로동， 사직동， 

도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태평로1가동， 남대문로5가동， 을지 147TI 동 

로3.4.57}동， 충무로4.57}동， 필동， 광희동 

여의도. 여의도동， 영등포2동， 영등포3동， 당산1동， 당산2동， 대홍 
117TI 동 

마포 동， 염리동， 도화2동， 용강동， 공덕 2동， 아현3동 

잠원동， 반포1동， 신사동， 압구정 1동， 압구정 2동， 서초1동， 

강개 동 l 영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청담1동， 청담2동， 삼성 1동， 삼성 2동， 도곡1동， 

도곡2동， 대치 1동， 대치 2동， 대치 3동， 대치4동， 영재 1동 

합계 49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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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昭究方法 및 資料

본 논문은 서울의 도시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입지변화와 생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광고업을 사례 

로 분석하고자 한자. 분석자료에 이용된 자료는 주로 국내외 문헌연구와 통계조 

사 자료와 우편설문 및 현지방문조사 참여관찰에 바탕을 둔다. 전체 고차생산자 

서비스엽의 분포 및 입지특성의 변화에 관한 분석은 주로 1986년 ‘총사업체통 

계조사보고서’와 1996년 ‘서비스엽총조사보고서’의 서울시 동별 세세분류자료(원 

시자료 raw data)를 이용하였다. 1986년과 1996년 양 시기에 각각 조사된 전수 

자료중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설시기， 종사자규모， 사업장면적， 조직형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986년과 1996년의 산업분류 기준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 

는데 본 논문에서는 1986년 자료를 1996년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 한 후 이용하 

였다. 

광고관련엽체에 대한 사례연구는 주로 우편설문과 현지방문조사 및 참여관찰，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업체는 광고업체편람(광고단체연합 

회， 1998)과 광고연감(제일기획， 1998) 등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광고업체편람 

과 광고연감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 광고관련업체를 파악한 결과 광고회사가 150 

개， 인쇄광고관련사가 3487TI , 방송광고관련사가 2137TI 로 확인되었다. 이중 우편 

설문 및 현지조사는 주소 확인이 가능한 업체와(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불명인 업 

체가 많았음)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1998년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광고관련산업을 광고회사， 인쇄광고관련사， 방송광고관 

련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3) 

3) 광고회사는 직접 광고주와 접촉하면서 광고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기획과 전략을 

짜는 업무를 하는 업체이다. 인쇄광고나 방송광고 중 한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 

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합광고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인쇄광고관련사는 지면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된 업체들로 광고주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회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광고회사의 제작업무를 도와준다. 

관련업체로는 기획 • 편집사， 광고사진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션， 원색분해 · 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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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편람과 광고연감의 자료를 이용하여 광고관련업체들의 전반적인 분포 

변화를 파악하고， 설문을 통해 광고관련업체들의 전반적인 특성과 입지요인 및 생 

산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다. 입지 이전사항에 대한 조사는 10년간 

의 광고연감 자료를 토대로 광고관련업체의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와 설문지에서 

파악한 것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표 2) 설문 및 현지조사 내용 

대상업체 구분 모집단수 
조사대상 자료수집업체수 

업체수 (회수율) 

광고회사 150 개 1007R 38 개 (38%) 

인쇄광고관련사 348 개 1507R 52 개 (35%) 

방송광고관련사 213 개 1007R 35 개 (35%) 

합계 711 개 3507R 125 개 (36%)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적인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먼저 광고주에 

대한 분석은 광고단체연합회의 자료와 각 광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 제작과정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은 광고회사， 인쇄광고관련사， 방송광고관련사 각각에 대해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제품에 대한 광고서비스가 생산되기까지 전 과정도 관찰하였는데， 

광고회사， 인쇄광고관련사， 방송광고관련사 각각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기획에서부터 최종 결과가 완성되는 과정을 1998년 2월부터 약 2달에 거쳐 참 

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인쇄업체 등이 있다. 

방송광고관련사는 방송 또는 전파를 이용한 광고와 관련된 업체들로 대부분 광고회 

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회사의 제작업무에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 관련업 

체로는 프로덕션， 녹음스튜디오， 포스트프로덕션， 무대장치， 조명， 모델에이천시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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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짧究의 構成 및 흐름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 

적을 제시하고， 연구방법 및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지금까지 생산자서비스 및 고차생산자서비스에 대해 논의되어 

온 내용을 정리하였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성장 원인과 분류의 문제점， 입지특 

성 그리고 서버스엽의 유연적 전문화와 집적지 형성의 논리， 생산네트워크의 공 

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실증적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연구의 문제점과 한계 

점을 제시하고 본 논문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성장 및 구조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고 

차생산자서비스가 지역경제에서 가지는 의미를 업종별， 규모별， 조직형태별로 고 

찰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서비스경제화 양상을 알아보고 고차생산자서비스 

의 성장의 의미와 역할변화를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3장에서 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을 공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즉 서울시내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특성을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 전체의 업종별 동별 분포 추이를 조사하고. 종 

합적으로 지역별 전문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 개설시기별， 업체규모， 

조직형태별로 어떠한 분포특성을 보이는지를 제시하였다. 

제 5 장부터는 광고관련산업을 사례로 분석한 장이다. 광고관련산업 중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고차생산서비스업의 조직 및 구조와 생산의 공간적 특성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고차생산자서비스중 관련 서비스기능과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는 광고산업의 조직과 구조의 공간적 특성 및 입지요인을 알아보고， 특 

히 광고관련산업의 유연적 전문화과정과 집적지 형성과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 

명하였다. 

제 6 장에서는 광고라는 서버스의 생산이 공간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 

면서 이루어지는지는 분석하고， 네트워크가 서울의 도시구조와 어떠한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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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광고’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도시내에서 광고 

관련 전문서비스업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의 입지성이 서울시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여 서울의 

고차생산자서비스와 관련한 도시구조의 공간적 패턴을 도출하여 네트워크 도시구 

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 7 장에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에 대 

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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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理論的 背景과 文歡考察

제 1 절 高次生훌者서비스업의 定義와 分類

1. 定義와 特性

먼저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나 대체로 서비스엽은 ‘물질적 사 

물을 생산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구매대상이 비물질적 일시적이고 인간에 의해 

주로 생산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owells and Green. 1986:89). 서비 

스의 일반적인 정의는 산출물의 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산출물이 재화와 

반대로 무형적이고 일시적이며 가치가 현물 형태로 보전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 

되는 순간 소비되어 버린다. 그래서 서비스는 시공간상 이동이 불가능하고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시공간상에 함께 묶어 두는 역할을 하게 된다(Daniels 

1993:3-6).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서비스는 물질적 속성을 지니지 않는 활동이며 서 

비스의 생산은 생산자의 노동과 소비자의 참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특히 서비 

스는 제조업의 생산과는 달리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중 

어느 한쪽만이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서비스의 이같은 고유한 특성 때문 

에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부문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첫째， 서비스엽의 사업체는 대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무엇보 

다도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하여 대량생산이 어렵고 서비스의 생산에는 시간적， 공 

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의 생산은 대개 노동집약적이다. 따라서 사업체의 이윤확보도 생산 

성 향상보다는 가격인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다. 제조업 부문의 기술혁신 

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 은행업， 통신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에 따라서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서비스 종류와 제공영역이 확대되는 사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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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 경우에는 대개 한층 거대한 규모의 시설투자가 요구된다(김기환， 

1993:266-267). 

셋째， 노동생산성이 낮다. 기계화의 곤란으로 취업자 1인당 실질생산액이 타 산 

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즉， 생산액을 증가시키려면 그 부문에 필요한 노동 

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또한 생산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라는 의미가 

된 다(Gershuny and Miles, 1983:26-43). 

넷째， 서버스는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산할 수 없기에 즉시 판매해 

야 하며， 결국 규모의 경제를 얻는 것이 한계가 있다.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는 최종소비보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생산자서비스 

는 기술혁신 및 정보화 등으로 생산양식이 유연화， 전문화， 분엽화되는 과정에서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경제활동 부문으로 전통적인 서비스와는 다른 속 

성을 지니고 있다(Coffey and Bailly, 1991). 일반적으로 생산자서비스를 정보， 기 

술변화， 지식의 흐름을 생산으로 이어주는 변화의 매개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 

산자서비스엽은 정보 및 기술수준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와 고차생산자서비스 

(advanced producer service)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서버스는 금융， 

보험， 부동산， 기계장비임대업，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나，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은 

연구개발， 경영상담업， 광고엽 등 지식 및 전문기술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만을 포 

함한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개념은 생산자서비스의 개념이 포함되는 업종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연구자에 따라 분석대상이 다양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이 기업 

의 경쟁력과 적웅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Daniels and Moulaert, 1991:2).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이 기업의 생산에서 수행하 

는 역 할은 크게 세 가지 로 정 리 할 수 있다(M따tinelli ， 1991:21). 

첫째는 신상품 개발， 제품개선，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 

- 13 -



적인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연구개발업， 공학관련서비스업 둥을 들 수 있다. 이들 

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 집중이 심한 편이다. 

둘째는 생산조직과 경영조직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된 업종으로 경영 

상담업， 정보관련서비스엽， 법률，회계업 둥을 포함된다. 이들 업종 역시 대부분 지 

식집약적인 서비스업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이 강한 편이다. 

셋째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으로 

는 마케팅， 광고업을 들 수 있다. 이 부문 역시 전문기술인력과 지식을 필요로 한 

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버스엽의 정의 - 물질적 사물을 생산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구매대상이 비물질 

적， 일시적이고 인간에 의해 주로 생산되는 활동을 말한다. 

생산자서버스의 정의 - 서비스업 중에서 개인이나 가구에게 최종(finaD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적 생산주체 또는 기업들에게 중간Ontermediate) 

매개물로 제공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고차생산자셔버스{advanced producer service}의 정의 - 생산자서비스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에 투입요소로서 서비스되는 전문.지식집약서비스업을 말한다 

(Daniels and Moulaert, 1991)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정의와 분류는 최근에 이루어 

졌다. 

2.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分類

서비스 부문의 계속적인 성장으로 이 부문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들이 본질 

적으로 차별적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분석적으로 개념화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서비스연구에서 분류 및 분석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소비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인데 이 분류도 많은 문제점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자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로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식은 Greenfield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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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논문인 ‘생산자서비스의 노동력과 성장(Manpower and the growth of 

producer services)’이후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Kuznet가 

재화를 생산재와 소비재로 분류한 개념을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한 것으로 사실 

상 제조업에서 “빌려온 개념 (borrowing terms)"이다(Allen， 1988:15). 

Allen ( 1988)에 의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서비스간의 구별 근거는 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차이에 있다. 생산자서비스는 다른 경제적 주체들이 요구하는 중간매개물 

(intermediate)을 제공하는 반면에 소비자서비스는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최 

종서비스(final)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가지는 실제적인 문제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Mixed 

업종의(예， 금융， 보험， 부동산， 운수， 통신， 도매 둥) 처리이다. 아직 이에 일치된 

대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에서도 자료이용의 용이성으 

로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를 무비판적으로 생산자서비스로 분류하고 있 

는 실정이다. 산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은행은 생산자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고용 

이라는 관점에서는 고용의 상당부분이 최종소비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중간과 최종산물의 비중이 시대에 따라 변 

화하는 산업의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경제적인 

메카니즘보다도 정치적인 것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포함시킬 것인 

지， 배제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네 번째는 개별연구에 따라 분류범위가 일 

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도소매업과 운수· 

통신 등 유통부문이다. 연구자에 따라 범주 구분이 상이하다. 유통서비스를 생산 

자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학자들(Greenfield ， 1966; Stanback. 1979 등)이 있는 반 

면에 유통서비스로 따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Gershuny and Miles, 1983 

등) , 또 도매업은 생산자서비스에 소매엽은 소비자서비스에 포함시키기도 한다4) 

4) 서비스엽의 분류는 연구자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Marshall et al(987)은 생산 

자서비스， 소비자서비스， 혼합서비스로， Browning and Singlemann(980)은 개인서 

비스， 사회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로， Stanback et al(981)은 유통서비스， 

소매서비스， 사회공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소비자서비스， 정부관련서비스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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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서비스로 구분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업을 범주화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산자서비스 중에서 기업이나 경 

제적 생산주체에 투입되는 비중이 월둥하고 전문지식집약서비스업으로 한정한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차생산자서비스엽 

은 생산자서비스업중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업과 임대업을 제외시키고 있다 

(Moulaert and Todt1ing, 1995:102-103).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포함 여부는 네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는 해당 서비스의 주요 수요처가 개인이나 가계인지 아니면 기업인지의 여부이다. 

둘째는 서비스 활용 목적이 다른 기업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투입되어 부가가치 

를 높여주는지의 여부이다. 셋째는 지역외 수출이 가능한 기반산업으로서 경제성 

장에 기여하는지의 여부이다. 넷째는 전문지식집약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이다. 이중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기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업종의 서비스의 주요 수요처가 

최종수요인지 중간수요인지에 대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만 있었지 실증적이 

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에 포함되 

는 업종이 임의적으로 다양하게 선태되는 문제가 항상 있어 왔다. 최종수요와 중 

간수요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할만한 자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모호성을 없애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산업연관표 

(1-0 Table)를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연관표에는 각 부문별로 총수요액중에서 중 

간수요액과 최종수요액에 대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 현재의 

서비스업 각 부문별 중간수요율을 나타낸 것이 (표 3) 이다. 

하였으며， 이희연 (1990)은 생산자서비스， 소비자서비스， 유통서비스로 구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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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부문별 중간수요 비 중(1995년) 

~ τ rr1 중간수요율(%) 최종수요율(%) 

도소매업 29.7 70.3 

음식점 51.5 48.5 

숙박엽 55.7 44.3 

운송업 37.5 62.5 

보관창고업 59.5 40.5 

통신업 60.7 39.3 

금융업 89.7 10.3 

보험업 25.0 75.0 

부동산업 34.3 65.7 

법무.회계업 79.5 20.5 

공학관련서비스업 99.1 0.9 

정보관련서비스업 63.2 36.8 

기계장비임대업 93.9 6.1 

광고업 94.6 5.4 

기타사업서비스업 81.3 18.7 

연구개발업 80.5 19.5 

의료보건업 3.1 96.9 

위생서비스엽 46.6 53.4 

수리서비스업 13.2 86.8 

개인서비스업 1.1 98.9 

(자료 : 한국은행， 1995, 산업연관표) 

이 표에 따르면 중간수요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업종으로 통신업， 

금융업， 법무.회계업， 공학관련서비스업， 정보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임대업， 광고 

업， 기타사엽서비스업， 연구개발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업종들을 생산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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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종사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전문지식집약적인 

업종을 선택하면， 법무.회계엽， 공학관련서버스업， 정보관련서버스업， 광고업， 연구 

개발업이 될 것이며， 여기에 산업연관표에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의 연 

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영상담업(컨설팅업)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업종을 고차생산자서비스(advanced producer service) 

라고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은 주요 논문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업에 포함시킨 업종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주요 연구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업에 포함된 업종 

연구자 고차생산자서비스업 포함 업종 

Daniels, Moulaert(1991) 
사업서비스업， 법률.회계업， 경영상당업， 정 

보 및 자료처리업， 광고업 

Illeris(1991) 
사업서비스업， 컴퓨터서비스엽， 경영상담업， 

공학서비스업 

Hessels(1992) 
법률， 회계업， 컴퓨터서비스엽， 공학서비스업， 

광고업，컨설팅업 

Moulaert, Todt1ing(1995) 법률서비스， 컨설팅， 공학서비 A 업， 광고업 

Schamp(1995) 
법률.회계업， 컨설탱업， 공학서비스， 연구개발 

업， 정보관련서비스업， 광고업 

Moulaert, Gallouj (1995) 
사업서비스엽，공학서비스업，컨설팅업，정보 

관련서비스업， 법률.회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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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高次生塵者서비스업의 成長原因과 空間的 效果

1. 高次生훌者서비스업의 成長原因

서 비 스업 에 대 한 논의 는 Stigler(1956), Greenfield(1966) , Fuchs(1968)의 초기 

연구이후 1970년대 말경부터 콜롬비아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tanback， 

1979; Noyelle and Sranback, 1984). Stanback은 이 들 연 구 에 서 , 미 시 적 측 면 에 

서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하여 점차 전국적 수준으로 관심사를 확대함으 

로써 경제의 서비스화， 소프트화5)가 노동시장변화와 고용창출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제적 발달수준에 따라 국가간에 서비스고용의 성장에 차이가 있으나 근래 

에 전반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산업혁명동안 서비스 

엽이 제조엽의 영향의 그늘하에 있다가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엽이 근래 새롭게 인식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엽의 성장이론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서비스엽의 성장을 경제의 장기적 변화의 한 단계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단계이론’의 예는 경제발전단계론， 후기산업사회이론， 탈산업화이론， 정 

보화 사회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에 따르면 서비스엽은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블루칼라에 대한 화이트칼라의 대체， 

생산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의 등장으로 설명된다. 

경제발전단계론(Clark， C.)은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부문의 비중이 1차산업에 

서 2차산업으로 다시 3차산업으로 옮겨간다는 이론이다. 경제적 활동이나 고용 

의 상당부분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으나， 

5) 경제의 서비스화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의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50%를 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의 소 

프트화란 경제의 서비스화와 유사한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경제활동 중에서 기 

술이나 정보， 디자인 등과 같은 서비스요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화와 공업화로 표현되는 ‘하드(hard)'시대와 대비되는 의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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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서비스엽의 성장을 모두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계론은 서비스를 충 

분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론이 설명력이 낮은 다른 이유는 주요 경제부문간의 

차이를(1차， 2차， 3차)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국가와 세계경제가 결합되 

는 것이 증가하면서 1차， 2차， 3차부문은 상호결합되고 있다. 서비스는 다른 경 

제부문과 통합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1980년대 초국적서비스기업의 출현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이론 또는 정보화이론(Bell， D. , Toffler, A.)은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진행되면서 화이트칼라， 서비스엽이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이다. 특히 생산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가 등장하면서 정보와 관련된 지식집약서 

비스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다. 정보가 1차，2차，3차산업의 생산성을 개선 

시키는데 이용되면서 정보의 생산과 확대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창출시켰으며， 

이러한 정보관련고용이(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컨설턴트 시장조사자) 전체 고 

용의 30-40%를 차지하게 된다. Castells (1989)은 “직접적으로는 고용의 관점에 

서， 간접적으로는 산출의 효과에서 서비스분야 확대의 배경에는 정보경제의 발 

달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탈산업화이론(Fuchs. V.R.)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서비스 

업의 성장은 국가경제에서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퇴조현상을 반영하며， 이러한 

퇴조현상이 서비스엽의 반사적인 성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고용 

의 상당부분이 제조업과 연결되어 있고 생산체계에서 서비스부문 역할의 중요 

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비스고용의 증가가 제조업 위축의 결과라고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다른 서비스고용성장에 대한 수요관련 설명은 노동생산성 증가가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이 낮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당부분이 서비스엽으로 유입되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성장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수요가 경제의 모든 분 

야에 균등하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서비스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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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비중이 높게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생산성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경험은 매우 다양해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을 똑같이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서비스엽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 

러나 다른 서비스업들은 기술변화의 결과로 생산성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화 및 유연적 전문화를 서비스업 성장의 원인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산업의 유연성 증가는 고도의 기술노동력을 유인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발전 

시키게 된다. 이에 산업사회에서는 대개 수직적으로 통합된 생산과 노동을 비용절감 

의 중요한 토대로 생각을 하였으나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수직적 분리 및 외부화 

(outsourcing)가 오히려 비용절감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 

었다. 그래서 투입되는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고 이것이 서비스 

업 의 성 장으로 이 어 진 다는 것 이 다(Coffey and Baily, 1992). 

이중 특히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성장에 상당한 설명력을 보인 것이 제조업에 

의한 외부화의 논의이다. 이 논의는 탈산업화 접근방법 (Martin and Rowthorn, 

1986)의 한 부분으로 생산자서비스의 수요증가는 부분적으로 제조업의 투입조건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t:HMarshall. 1988). 이는 제조업내에 고용되어 있 

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비율의 감소추세로 설명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와 판매 및 기획에 대한 강조는 제조업내 화이트칼라의 비중을 증대 

시켰다. 그러나 이후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는(특히 정보통신기술) 부분적으로 이러한 역전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비핵심 서비스기능의 하청이나 외부화가 함께 추진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논의에 대한 비판으로， Q'Farrell et al.(1993:398) 

은 “서비스수요에 대한 증가는 생산자서비스의 고용증가가 주요 원인이지 제조 

업과 서비스업 부문간의 고용 재배치 때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지배적인 지위를 상실했지만 대도시 경제의 상당부분에서 제조업이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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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문으로 남아있다. 일부 학자들은 생산자서비스업이 제조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Cohen and Zysman, 1987). 그 예로 뉴욕에서의 

제조업의 죄퇴는 생산자서비스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Drennan (1992)은 뉴욕에서 제조업의 쇠퇴와 상관없이 

금융과 생산자서비스의 중심적 지위는 확고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유는 생 

산자서비스 부문은 세계시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지역안 

에서의 통합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6) 

결국 생산자서비스와 제조엽의 상호관련성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된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업 판매의 상당부분이 다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도 알 수 있다(Daniels ， 1995). Beyers (1991) , Goe(1990) , O'hUallachain and 

Reid(1991) 등이 생산자서비스엽은 제조업보다는 기존 서비스엽과 전.후방연계가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Goe(1990)의 연구는 생산자서비스의 판매량은 제조 

업보다는 다른 서비스엽에 판매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밝히고， 대부분의 생산자 

서비스의 시장에서 최종수요(소비자)의 비중이 실제로는 상당히 높음을 지적하 

였다. 다만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 경영， 정보관련서 

비스， 광고， 공학， 연구 기능만이 다른 업체에 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학에서는 서비스엽의 성장을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첫째는 부문론적 이론(sector theory) 이다.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기업수요 변화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주 

6) 이와 관련하여 Sassen(1991)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제조엽은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제조업의 실제적 입지는 세계적 수준의 

생산자서비스 기업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닐 뿐이다. 둘째， 제조업은 

어디에 입지하든지 그 제조업 부문이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속에 연결되어 있다 

면 세계도시에 본사를 둔 생산자서비스 기업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생산 

자서비스업 성장의 상당부분은 제조업과 무관하게 금융과 사업거래에 의해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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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경제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부문론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또는 사 

업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춘 입지연구가 우세하다. 주요 연구내용은 생산자서비스 

는 서비스고용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추적 인 역 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Marquand， 1983; Keeble et al, 

1991; Peπy ， 1990; Gillespie and Green, 1987; Marshall et al, 1987). 특히 생산 

자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이 지리적으로 일치할 필요가 없고 한 지역의 경제활동 

수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 불평등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논의하 

였다(Marshall et al, 1988).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및 경제변화를 분석하 

고 있으나， 생산자서비스를 차별성이 하나의 범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공간불평등의 핵심으로 생산자서비스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및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여러 서비스의 지리적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을 생산자서비스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접근방법은 서비스엽의 여러부문중에서 생산자 또는 정보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변화를 서비스부문 자체의 변화에만 한정하 

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각 서비스부문의 개별적 요인들을 전체 서비스 

부문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여러 서비스엽이 경제변화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 

들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7) 

7) 부문론적 접근은， 기업의 중요한 최상층 활동(통제와 조정기능)이 공간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종래의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내 서비스엽의 공간적 성격 

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기업지리적 접근’을 발전시켰다. 

기업지리적 접근 C corporate approach)은 일련의 경영조직을 서로 다른 장소에 입 

지시키는 기엽 공간조직의 계층적 특성이 서비스엽 입지형태를 결정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대기업본사의 주요기능은 주요 대도시에 입지하고 지방도시들은 

지사나 회사내 내부연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내 서비스업 특히 

전문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CDaniels ， 1987; Dunning 

and Norman, 1987; Howells, 1989). 생산자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기엽관련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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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조절론적 이론이다. 맑스주의론적 관점으로 종래의 생산방식을 붕괴시 

키고 새로운 생산방식을 창출하는데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고용성장과 직업창출에 있어 서비스엽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 

구들은 경제변화의 원동력으로 제조업 생산의 구조조정을 여전히 중시하여 서비 

스엽의 지원적， 의존적 역할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엽의 성장 

을 대량생산체제의 쇠퇴에 대한 대체물로서 새로운 이윤기회 모색의 한 단면으 

로만 본다8) 

조절론적 관점은， 서비스업이 다른 곳에서 창출된 부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뿐 실제로 경제내에 부를 추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엽은 

본질적으로 기생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자동차， 혹은 전자산업 같은 제조업 

부문들은 마치 경제의 속도를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경제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좀더 유연한 생산을 위한 수평적 수직적 분리가 

현재의 변화가 핵심과 주변부 지역간의 관계를 재조직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포 

함한다. 연구내용의 상당부분은 서비스기능의 외부화， 비통합에 대한 것이다. 

Howells (1989)는 새로운 서비스업의 입지는 모기업의 활동에 의해 형성됨을 지적 

하고 대도시 중심지에 서비스엽이 집중하는 것은 이들 지역이 새로운 기업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의 공간적 발전에 대한 지식을 향상 

시켰다. 기업본사와 지사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엽의 공간적 활동에 대한 연구 

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초기 부문적 접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조직 

을 광범위한 경제변화와 연결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8) 이러한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구조재편접근(restrucruring approach) ~데， 아 

직은 미숙하지만 서비스업에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CAllen ， 1988; Uπy ， 1987). 

이 접근은 경제， 사회변화와 서비스엽의 공간구조간의 복잡한 관계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전통적 접근에서 흔히 적용하는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범주사용을 

비판한다. 구조재편연구의 주요 공헌은 서비스산업에 의해 제공된 고용유형에 관 

한 것이다.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사이에 사회중산층으로서 전문 및 기술자로 

구성된 ‘서비스계층(service class) ’의 출현이 중요한 주제이다(Urry ， 1986). 또한 

구조재편론은 초기 연구자보다는 특히 청소， 소매서비스 같은 업종에서의 임시직， 

미숙련 서비스노동력의 팽창으로 인한 서비스고용의 양극화 현상에 더 많은 관심 

을 기 울이 고 있다(Christopherso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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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복합체 (regional industrial complexes)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본다 

(Scott, 1988; Scott and Storper, 1986) , 여기서도 서비스엽의 역할이 상당부분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조절론자중 몇몇은 서비스엽의 급격한 증가에 관심을 보 

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고용성장이 선진경 

제에서 탈산업화의 문제를 완전히 개선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제시한다. 결국 

서버스엽의 변화를 제조엽의 변화와 결부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서비스엽에 기초를 둔 변화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측면이 었다. 실례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구조조정의 동인으로서 금융부문 이외는 서비스엽의 중요성을 인 

식 하지 못하고 있다(Harvey ， 1989) , 

결국 부문론적 접근은 서비스엽의 연구를 통해 경제변화를 이해하고자하는 반 

면에， 조절론적 접근은 경제변화 특히 제조엽의 변화를 통해 서비스엽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양쪽 견해를 적절히 연결시킴 

으로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비스업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들 

은 다양한 서비스엽의 특성을 과도하게 일반화함으로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조절론적 연구는 서비스 고용성장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고 서 

비스부문의 다양성에 대해 다루기는 하나 구조변화라고 하는 광범위한 개념하에 

서비스업을 보려고 하여 서비스업을 의존적인 부문으로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 

서비스엽의 도시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변화에서의 

서비스엽의 중심적 역할과 서비스업과 다른 경제활동과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평 

가가 동시 에 요구된다 하겠다. 

2. 高次生塵者서비스업 成長의 空間的 했果 

경제에 있어 서비스활동의 역할은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서 

비스활동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기생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전통적 

관점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동장하고 있다9) ，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전체 소비의 

9) 서 비 스에 대 한 새 로운 최 초의 시 도는 Fisher(l935) , Clark(l949)에 의 해 시 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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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부분은 서비스로 구성이 되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새로운 직업창출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1970년대 초 Bell(1973)에 의해 ‘후기산업사 

회의 도래’에서 보건， 레져， 교육， 문화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최종가구 

소비에 대한 것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생산자서비스로 관심이 옮겨 

오게 된다. 지역경제발달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서비스업 

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다. 주로 소비자서비스에 기반을 둔 사고이다. 서비스 

활동을 한 지역에 다른 산업활동에 대한 의존자로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에서는 소비자(고객)에 대한 인접성이 주요 입지요인이다. 지역발달에서 능동적 

이고 기반적인 활동은 그들의 생산물을 외부로 판매하는 재화생산활동이다. 그 

들이 많이 판매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서비스 

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경제이론 혹은 수출기반이론은 1950년대에 널리 

퍼졌던 이론이다. 

l 
~--------------------------------

------------예-
쥬느도포 흐흐롤릉 갚느특즉 흐흐률흥 

<그림 4>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Illeris and Philippe, 1993) 

었다. 출발점은 이미 Engels에 의해 19세기에 있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상대적 

으로 재화보다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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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엽의 역할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서비스업을 능동적으로 보는 것이다. 

주로 생산자서비스에 기반을 하고 있다. 경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들 고객 

의 수요에 대한 지식이며 이는 인접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생산자서비스는 서비스를 먼거리에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의 재화생산활동처럼 이들의 역할은 경제기반 현상에 기초한다. 생산자서비스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운반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할수록 생산자서비스활동은 고 

객과 무관하게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기본활동: 

제조업. 본사. 
국제적 도매， 서비 

스， 공공서비스 

중칸매개 

서비스: 
생산자서비스 

도시기능 
소매상점. 
개민서비스업 

.. .. .. 
‘---------------~ ’ l 

I ______ ----------------------------------------~ ’ 

’-----------------------------------------------------------------------------~ 

• -----------------~ 

수요 흐톰 소특 흐룸 

<그림 5>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변화된 개념 
(Illeris and Philippe, 1993) 

지금까지 생산자서비스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산과정내 서비스 

의 투입특성， 지역경제의 경쟁력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 

다，(Marshall， et al., 1987; Daniels , 1993; Gillespie and Green, 1987; Keeble et 

al.,1991) 그외 생산자서비스를 위한 시장과 제공에 대한 수직적 비통합， 유연적 

전문화， 유연적 축적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W ood. 1990. 1991; 0 'Farrell 

et al..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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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생산자서비스의 경제적 역할 변화 내용을 정리하면 3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수요의 변화이다. 수요의 변화는 생산자서비스엽의 성장과 공간적 패 

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기술적 복잡성의 증대， 경쟁의 증가는 좀더 

전문화된 서비스(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교육 등)의 이용을 확대시킨다 

(Marshall, 1985:24). 특히 생산자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기업들이 단순한 서비스 

를 외부화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Howells and Green, 1986). 

수요패턴의 이러한 변화는 공간변화를 수반한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에 

는 고차의 생산자서비스를 공급받기에 불충분했던 낮은 계층의 도시까지 서비스 

엽의 임계치가 도달할만큼 ‘downfilitering' 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Kirn ， 1987) , 

서비스엽의 외부화 경향은 대도시지역에 입지한 서비스기업의 확장을 자극하여 

서비스엽의 계속적인 집중을 야기하기도 한다. 

둘째는 조직적 변화이다. 생산자서비스엽의 중요한 경향은 대규모 기업의 성 

장이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기업도 또한 성장을 함으로써 규모의 양극화가 진 

행되고 있다(Howells ， 1987).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규모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증가는 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대도시의 공간적 집중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대기업의 본사가 고차 

의 서비스기능이 있는 곳에 입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엽의 

본사는 제조업보다 집중도가 더 높다.10)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엽의 규모 확대는 

중심부로의 집중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서비스의 상당부 

분을 내부화하고 외부용역을 받는 기업들은 이들 본사에 근접하여 입지하는 경 

향이 있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업의 집중화를 더욱 초래한다. 

세번째는 기술적 변화이다. back office의 재배치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중 하 

나는 기술적 변화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생산자서비스업이 노동생산성을 

10) 1993년 3000대 기업의 본사의 분포를 구별로 볼 때 제조업은 종로， 중구에의 입지 

비율이 29.2%이나 서비스엽의 입지비율은 43%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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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킴으로서 도시중심부 외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신기 

술의 공간적 영향은 대체로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집중화와 분산화가 동시에 진 

행되고 있다. 중요한 조정.의사결정기능은 집중하나 자료처리 및 투입부문은 분 

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산은 대체로 대도시지역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Marshall. 1988). 그 이유는 정보통신기능의 이용을 위해서는 막대 

한 투자가 필요한데 통신시설의 상당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자서비스의 도시간 집중과 분산은 도시와 지역발달에 

서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주로 연구내용은 대도시에 생 

산자서비스의 과도한 집중과 그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양극화는 국가적， 지역적 규모 모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Ley and 

Hutton, 1987; Coffey and McRae, 1989). 중요한 개 념 적 방향은 Coffey and 

Polese(1988)에 의해 설정되었는데 그들은 주변지역으로의 생산자서비스의 이심 

화(decentralization) 와 대 도 시 주 변 지 역 으로 의 이 집 화(deconcentration)로 구 분 하 

였으며， 생산자서비스의 분포변화의 상당부분은 후자 즉 대도시지역내에서의 확 

대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11). 

Kirn(1987)는 서비스엽의 성장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생산자서비스업이 

미국 서비스고용의 분포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도시계 

층에 따라 분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Gillespie and Green(1987)은 영국의 생 

산자서비스 고용의 상대적 집중과 분산에 대해 분석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상대 

11) 그밖에 중요한 연구의 한 방향으로 소기업과 생산자서비스엽의 성장과의 관계 

에 대한 것이 있다(Keeble et al., 1991; Bryson at al, 1993; Wood, 1990). 주로 

중소기업의 형성， 성장， 공간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엽은 소 

기업과 대기업의 성장이라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두 집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Howells ， 1987; Keeble et al, 1991). 소규모 생산자서비스업체의 성장은 전 

체 생산자서비스업 분포의 공간적 불균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신생기 

업의 상당부분이 주로 대도시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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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산은 명확하나 런던대도시지역은 영국에서 생산자서비스 고용의 입지로서 

탁월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Coffey and Polese(1988)은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집적경제의 유인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생산자서비스의 자 

유입지 특성이 대도시의 집중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생산자서비스의 대도시에의 집중이 계속되고있는 상황이 계속됨으로써 이 부 

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대도시로의 집중 원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 

며，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과연 이러한 분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에 정보 

통신기술의 역설적 영향은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성장의 경향을 예측하는데 한층 

복잡하게 한다. 예를들어 만일 정보통신기술이 외부시장에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한다면 생산자서비스는 분산화될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은 투 

입비용의 감소로 인해 일상적인 저차기능의 중소도시로의 선태적 분산과 함께 

대도시로의 고차기능의 계속적인 집중을 야기할 것이 q(Bailly et al., 1987; 

Gillespie and Green, 1987). 

생산자서비스엽의 대도시 집중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집적경제 특히 국지화경제 Oocalization economies)이다. 국지화경제가 생 

산자서비스엽을 대도시로 유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0 I h U allachain, 1989). 생산자 

서비스 기업은 도시화경제와 도시기반시설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 

보 노동력 같은 국지화경제에 대한 접근은 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에 있어 도시 

화경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집중에 있어 

노동집적과 정보하부구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Illeris ， 1991). 이러한 요소들은 고 

객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집적이익은 거래비용을 감소 

시키고， 범위의 경제를 제공하고， 정보와 혁신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생산 

성 증가를 통해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이익은 주변지역에 

있는 기업에서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중소도시에 고차생 

산자서비스의 입지는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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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생산자서비스의 도시간 분포에 대한 여러 연구들들은 대부분 생산 

자서비스의 고용이 대도시지역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분산의 범위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Noyelle and Stanback, 1984; Kirn, 1987; 

Q'hUallachain and Reid, 1991; Beyers, 1991; Sui and Wheeler,1993; Coffey, 

1996; Daniels, 1985; Marshall and Wood, 1995; Illeris, 1996) , 이 러 한 결 과에 도 불 

구하고 상당한 낙관론이 비대도시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적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잠재력에 대해 정책부문에서 논의되 

고 있다， 1990년대에 연구된 생산자서비스의 부분적 분산은 대규모 서비스기업의 

성장과 공간적 전략(Moulaert et a1.. 1991) 소도시에의 덜 전략적인 서비스기능의 

출현(Moulaert and Todtling , 1995), 지역구조재편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서비스 

의 창출(Coffey， 1995)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의 근거은 고차생산자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입지자유형으로 보는 

관점 때문이다. 즉， 이러한 기능들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투자하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곳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제한점에 자유롭다는 사고이다. 그래서 선진 

국에서는 지역경제문제에 영향을 주는 고차생산자서비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정 

책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경제의 출현은 실제적으로 비대도시지역의 경제적 문제에 

어느정도 희망을 줄 수 있을까? Coffey and Polese(1989)는 고차생산자서비스가 

주변지역에 또는 적어도 대도시지역외부에 입지하는데 충분히 입지자유형인가 하 

는 점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경험적， 개념적 관점에서 3가지 문제를 고찰하였다 

기업소유와 조정의 패턴， 기업내 기능의 공간적 분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 그들 

이 내린 결론은 비대도시지역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생산자서비스 

의 능력에 대한 낙관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경제활동의 양극화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고차기능들이 정보가 풍 

부한 대도시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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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高次生훌者서비스업의 立地要因과 特性變化

1. 高次生훌者서비스 立地變化의 特性

생산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대도시에서의 입지와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도시내보다는 도시간에 대한 연구에 초점 

이 맞춰지는 경향이다. 대도시내 생산자서비스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 

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생산자서비스업과 관련된 미시적인 자료 

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고차생산자서비스기능의 도시간 입지에 대한 연 

구는 1980년대 서비스엽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도시내 입지로 돌려졌다12) 

지금까지 도심에의 기업서비스의 공간적 집중은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 제조 

업에서 빌려온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대면접촉이 요구되는 고차기능은 계 

속해서 도섬에 집중을 하고 일상적인 단순기능은 비용절감을 위해 분산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조업과 차이점이 있다면 분산이 대도시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다(Coffey and Bailly, 1992). 

오피스기반 산업의 입지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생산의 표준화 

정도를 강조하여 -역시 제조엽의 관점에서 도출된- front-office와 back-office로 

이분화하는 것이다. 전자는 도섬에 후자는 비도심 중심지 또는 교외지역에 입지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공장 처럼 오피스업무가 표준적인 것일 경우 어 

12)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도섬안에 있는 업체와 도심주변지역에 있는 업체， 교외 

지역에 있는 업체간 수적， 기능적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의 전 

문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능의 특성 측면에서 도심과 비 

도심 간 차이 가 심 화되 고 있음을 의 미 하는 것 이 t:t(Code, 1983; Ley and Hutton, 

1987; Gad, 1985). 199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도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적 분포(대도 

시 대 비대도시를 포함하여)에 대한 전통적 관심이 계속되었다. 대도시 도섬에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집중과 이들 기능의 교외지역으로의 분산가능성에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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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든지 입지가 가능하나， 복잡하고 수준 높은 업무일 경우는 대도시 도섬에 입 

지하는 것으로 이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기업 본사의 분산에 관한 것이다. 본사의 상 

당수가 비도심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조절과 통제’ 기능은 도 

심의 집적경제를 필요로 한다는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클 

수록 많은 관련 서비스를 내재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이것은 높은 비용이 

드는 도심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Michalak and 

Fairbairn, 1993).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집적경제의 지리적 한계와 다양한 시장지 

향의 공간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집적경제의 공간적 범 

위는 front/back-office 접근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이 접근은 집적경제가 도심내 

에서만 단지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 집적경제가 대도시지역내 전체에서 또 

는 비도심 중심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front/back-office 접근은 오피스기반 활동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장의 역 

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기업， 소비자， 공공 등) , 그리 

고 다른 서비스와 어느정도 연결되는지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지전략과 공간구조 

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한 업체의 경우 재입지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도심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공간은 3가지의 기본활 

동을 유인한다고 볼 수 있다. (1) 루틴하고 매우 표준화된 back office (2) 도심 

에 주로 의존했던 관련 서비스를 내부화한 기업 (3) 지역 및 개별소비자를 서비 

스하는 소기 업 과 지 사(Gad， 1985; Nelson, 1984; Scott, 1988; Stoper and 

Walker, 1989). 결국 오피스 활동을 도심에는 fron t office 가 비도심 중심지에는 

back office가 있다는 식의 이분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도심 중심지는 도 

심보다 더 많은 오피스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도심 중심지의 오피스공 

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도심 중심지의 경제적 기능과 도심과의 관계에 대해 

아직 일치되는 견해는 없는 실정이다. 몇몇 학자들은 비도심 중심지가 도섬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복잡한 outer-city, 다핵구조를 구성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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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shorn and Muller, 1989; Muller, 1981). 또 다른 학자들은 비 도심 중심 지 가 

높은 수준의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집적경제를 아직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低地代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비도심 중심지는 

외부기업과의 접촉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처리 같은 매우 표준화된 기능 

이나， 지역 고객에게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지사， 또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내부화하여 더 이상 집적경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기업 

본사를 유인한다는 것이다(Gad， 1985; Stoper and Walker, 1989). 

도시내 입지 

-도심 
-이너시티 

- 거주지와 기타 

1 단계 

-지역시장 

- 낮은 일대료 
- 빈번한 대면정측 
- 한정된 자본 

점유혈태 

-소유:추커지 

- 일차 : 전문적 오묘|스 건물 

성장 
쇠됩 

-도심 

-이너시티 
-업무단지 

2 단겨| 

- 지역시장 또는 
- 지역과 비지역시장 

(지역시장의 비중이 더를) 
-충간또는높은일대료 
- 믿번한 대먼겁측 
- 큐모가 커즈l 자본 

절유형태 
-소유 : 개조된 거주지 
- 밀차 : 개조된 거주지 

전론적 오피스 밑딜 

쇠퇴 

- 지역고} 비지역시잠 

(비지역시장의 비중이 더 름) 
- 중간 그리고 놓은 일대료 
- 덜 빈번한 대면접측 

- 대큐모 자본 

띤
 
-

심
 무
 -

도
 엉
 -

--

38겨| 
점유휠태 

- 소유 : 계힐된 자산 건물 
- 일차 : 전문적 오표l 스 건물 

<그림 6> 도시내 생산자서비스업 입지과정 
(Micha1ak and Fairbaim,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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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생산자서비스의 도시내 입지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델화하여 제시한 

연구가 Michalak and Fairbairn(1993)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도시내 생산자 

서비스의 입지를 성장과정과 관할하는 시장의 크기에 따라 모델화하였는데， 기 

업들은 시장침투의 정도와 입지에 따라 크게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대도시내 입지연구는 고차생산자서비스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도시내 연구내용은 주로 대도시내로의 집중과 특히 도심 

에 상당부분이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통신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능성이 증가되면서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집적에 대한 압력은 물질적 생산조직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서비스투입 

의 증대와 다른 활동들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활동이 더욱 복잡해지고 시장지향적이 됨에 따라 기업내 지원기능 

수행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그리고 고객수요에 부웅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공급받기 위해 고차생산자서비스 투입이 증가하면서 집적은 강화될 

것 이 다 (Daniels, 1991). 

2. 高次生훌者서비스의 立地要因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고 서비스업 자체의 이질적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결정모델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생산， 시 

장형태， 필요노동력， 필요 건물공간의 다양성으로 도시내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 

는 복잡한 형태를 보인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도시내 입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입지결정에서 대면접촉 

(face-to face contact)의 중요성을 언급한 Haig(1926)의 논의이다. 투입요소의 

획득(보완적 서비스에 대한 후방연계)과 제품의 고객에의 전달(전방연계)에 있어 

대면접촉의 강조는 전통적으로 주로 도심에 존재하는 집적경제 최대화와 거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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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최소화라는 개념으로 유도되었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접촉비용은 제 

조업에서의 운송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이 대면접촉이 용 

이한 도심을 선호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Gad， 1979). 그리고 다른 업체들 

과의 다양한 대면접촉 필요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도심의 “접촉 풍부” 

업무환경이 “정보 풍부”라는 것과 연결이 되었다. 이러한 개념적 틀은 여러 학자 

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제시되었다(Gad， 1985; Code, 1983; Ley, 1985; Hutton 

and Ley, 1987; Schwarz, 1992; Michalak and Fairbairn, 1993). 

그리고 기업내 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대면접촉의 강도의 차이에 따라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front office와 대면접촉의 중요성이 덜한 back office 간에 입 

지적 차이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Code(1983)는 대면접촉이 front office의 경 

우 도심과 비도심의 임대료 차이의 잠재적 증가보다 중심지역으로부터 이들 기 

능의 이전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입지요인임을 밝혔다. 도심에서 비도심 중심지 

로의 이전은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간 임대료 차이가 정보교환， 노동력， 명성 같 

은 변수의 이득을 초과할때만 발생한다. 그는 또한 업체는 “접촉 손실”을 두려워 

하며， 그래서 재입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도심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능의 증가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면접촉의 강도가 중요한 입지요인으로이지만， 다른 변수들도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발견되었다. Gad(1985)는 고객의 형태가 입지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제안하였다. 즉 비도섬 중심지에 입지해 있는 업체는 최종수요 고객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도심에 입지해 있는 업체는 중간수요 고객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업체의 크기가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여 주로 도심 

에는 규모가 큰 업체가 비도심 중심지에는 규모가 작은 업체가 분포함을 강조하 

였다. 주요 고객의 입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상정되고 있다. (Coffey and 

Polese, 1987, Illeris, 1991, Monnoyer and Philippe, 1991, Lentnek, 1992) 그러 나 

Q'hUallachain and Reid(1992)는 이 요인이 비영리서비스업이나 개인서비스업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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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종수요자 지향의 서비스업에는 적당하나， 생산자서비스엽은 다른 요인으로 

도심에 집중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문들(법률， 회계， 광고)은 고객운용 

보다는 유사업체와의 정보연계와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이다. 

Helsley (1990)은 정보교환이 도심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며， 이에 기업간 정보교 

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도심의 지대를 기꺼이 지불함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장율이 빠른 업종일수록 전문기술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대도시를 

선호하며， 특히 정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도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13).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입지요인으로 유사업체와의 정보 및 기술연계는 전통적 

인 집적경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Moulaert and Djellal, 1995) 집적경 

제는 특정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여전히 중요하다. 많은 형태의 고차생산 

서비스엽이 전 지역에 확대되고 있으나 특별한 집적경제를 필요로 하는 고차생 

산자서비스엽의 경우 도시내 특정 지역(도심)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논의 되어온 다양한 요인을 도시구조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세부문으로 정리를 하였다. 

1. 시장지향(고객과의 접촉비 최소화) 

2. 노동비지향 (전문인력 유인비 최소화) : 내부화 요인 

3. 정보 및 서비스지향( 관련엽무 정보 연계비 최소화) : 외부화 요인 

이중 노동비는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두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연계비라는 것은 사업상 필요로 하는 정보외에 

관련 엽무와의 연계비용을 포함함다. 노동비와 정보연계비는 input cost에 해당 

한다. 고객접촉비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비 

용은 개인적인 전달체계를 요구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민감한 부분으로 볼 수 

13) Coffey et al( 1996)은 몬트리올지역 고차서비스업체의 도시내 입지 역동성에 대 

한 연구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이 FIRE업체보다는 도섬에서 비도섬 중심지로의 

이동이 활발함을 밝혀내고 주로 이동요인은 고객에의 접근성과 임대료임을 제시 

하였다. 특히 업체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고객의 지리적 분포， 서 

비스하는 고객의 형태와 관련이 되는 고객에 대한 시장연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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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일 고객접촉비가 가장 낮은 지역이 input cost가 가장 낮은 지역과 일치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생산을 분절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또한 고객접촉비가 낮 

은 곳이 있다면 업체는 최소 input cost지역에 입지를 할 것이다. 만일 기업의 

본사가 서비스의 중요한 구매자라면 본사가 있는 곳이 고객접촉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당한 유인지역이 될 것이다. 이는 서비스엽의 상당부분이 서비스업내 

자체의 구매와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대개 고객접촉비의 최소지역과 정보·연 

계비의 최소지점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ffey and Polese, 1987) , 결 

국 업종에 따라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며， 입지는 시장요 

인， 전문노동력， 도시외부성(연계) 간의 trade-off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高次生塵者서비스업의 생산네트워크 特性과 意味

1. 高次生훌者서비스업 생산네트워크의 特性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전문노동력의 필요， 기업간 복잡한 상호연결， 유연적 생 

산의 중요성 증가를 특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량생산의 대체가 심각하게 대 

두되고 있다. 기업간 생산네트워크가 이러한 산업체계의 중요한 견인차로 인식되 

고 있다. 그리고 기엽이 연계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문노동력과 정보이용에 

잇점이 있는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산업집적체의 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논의되 

고 있 다，(Zhou， 1996) 

Scott 는 이러한 생산의 공간적 조직을 “확장된 거래관계의 망을 통해 연결된 

공간적으로 수렴된 생산과정”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Scott, 1988:60) 그러나 네트 

워크는 제품， 금융흐름， 정보의 전달， 조직적 연계 같은 전통적 연계만으로 구성되 

지는 않는다， Storper and Walker(1989)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경제적 기업에 의 

해 추구되는 목표와 활동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의 복잡한 네 

트워크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연계의 이해가 순수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서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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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생산네트워크는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엽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 

고 있다. Scott는 기업들이 좀더 작은 그리고 전문화된 단위로 비통합되면서 “극 

히 유연한 외적 연계와 노동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조직을 재통합하였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Scott， 1988:174). Storper는 네트워크를 계층도 시장거래의 

체계도 아닌 것으로 정의하였다14) 그는 ”경쟁과 협력을 포함하는 조직화된 시장 

을 통한 상대적으로 영속성 있는 관계를 가진 일련의 단위“로 표현한다(Storper， 

1991). 즉 네트워크 관계는 자유시장 조건과 포디즘으로 특징되는 계층관계의 중 

간사이에 위치한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인해 기업들은 효율적인 비용절감과 함 

께 시장변화에 좀더 쉽게 적웅할 수 있게 되며， 기술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Scott, 1988, 1993; Storper, 1991; Storper and Walker, 1989). 

최근에 여러 경제적 부문에서 기업간 생산네트워크의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비슷한 접근방법을 생산자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Coffey and Bailly, 1991).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가 

능한한 표준화된 것과 비표준화(맞춤 customs)된 것 양쪽에 대해 시장을 다중화 

함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위한 시장의 확대와 여러 집적지에 존재하는 전문화된 틈새시장의 다중 

화를 결합하려고 한다(Moulaert and Gallouj , 1993). 그들은 표준화된 절차의 개발 

과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적 능력 개발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 

고자 한다. 결국 기업은 그들의 잠재적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들의 가장 

주요한 시장이 있는 주요 도시에 배태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할 필요가 있게 

14) 조직원리의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시장이나 계층과는 구별된다. 시장에는 합리성과 
일관성이 존재하며 모두에게 개방되어 었다. 또 시장에는 선택과 유연성과 기회가 

풍부하지만， 조정 및 통합의 기능이 없다. 이에 반해 계층구조에서는 경영자는 직 

무와 지위를 세분하고 명령체계를 확립한다. 이런 조직은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반 

면에 네트워크의 조직은 상호이익에 기반한다. 서로 지원하는 기업간의 연계를 통 

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원리는 한 당사자가 의폰하는 자원은 다른 사람 

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과 자원의 공유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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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Daniels. 1993; Senn, 1993). 이는 기본적인 투입요소를 위해 고차생산자서비 

스 기업은 양질의 인적자원과 정보， 다른 전문 서버스에 대한 인접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경우 다양한 입지특성과 업무성격， 조직형태로 인해 

지역간·기능간 연계를 중요시 한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경우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업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슷 

한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의 네트워크 정의는 한 생산단위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 지식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다양한 생산단위 사이에 선뢰 

와 기회를 기반으로 한 얼련의 선택적 연계를 말한다. 

전형적인 단일 생산단위 

다중 생산단위 (네트워크) 

<그림 7> 생산네트워크의 개념도 

물질적 흐름 

[감 생산활동 

정 전달활동 

←~ 
비물질적 흐름 

(기술적 연계) 

출 처 Lakshmanan and Okumura. 1995;71 에 서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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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생산자서비스의 생산의 공간적 네트워크는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의 흐름이다. 제조엽의 생산과정은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판매를 위한 중심 

지간에 중요한 연계를 가지나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경우 정보 및 관련 업무 

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고차생산자서버스업에서 생산네트워크에 관한 연 

구는 물질적 연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연계와는 차이가 있다. 고차생산자서비스 

업의 기엽간 네트워크는 기술적 지식적 보완성에 기초한 비물질적 상호작용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통적 연계 바토웹표확 흙썽 

공간적 근접 --------) 좋간첼 훈려 f착랴양 영향렵 따먹) : 비공간적 연계 

물질적 상호작용 ----> 합}훌옳찰척 항j할했용{71 숲， 청보 기술적 연계 

비대칭적 종속관계 --> 돼행척 합력판쩨 : 수평적 연계 

기업간 생산네트워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Karnann， 1991:36). 이 개념은 각 기업들이 보완적인 기능들과 어떻게 연 

결이 되어 있는지， 공급자들이 그들의 고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술이 경 

제적 기능들간에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관 

계에 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상호협력 없이는 그들의 경제적 목표에 도달 

할 수 없다.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는 정보， 기술， Know-how 둥을 제공할 수 있 

는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창출된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일방 

적인 종속관계가 아년 동등한 협력관계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agent 또는 경제기능간 상호작용이 공간적 거리와 직접적으로 

밀접히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t:}(Bergman and Todtling eds.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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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조직은 혁신， 범세계화， 집중에 토대를 두는 자본주 

의 경제의 핵심적인 조직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자본， 경영， 정보가 범세계적인 네 

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 

이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운영단위가 기 

업자체보다는 기엽간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도 경쟁력을 갖기 위 

해서는 네트워크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 기엽이 1980년대 

유행한 노동비 절감위주의 “ lean 생산방식”을 대체하고 있다15) ， 

그렇다면 왜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일까? 네트워크 

조직이 갖는 이점은 무엇일까? 

첫째，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다.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나 혁신 

과정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네트워크 

구성원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네 

트워크 구성원이 다른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Capello and Nijkamp, 1996) 

둘째， 자원 및 기술의 공유이다.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의 풀(pool)이 형성되어 있 

어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을 모두 구비할 필요가 없다. 기업 

내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주요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에 따 

른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다. 다른 기업의 자원이나 기술을 공동 

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찰출할 수 있게 된 

15) Castell (1996)은 생산부문에서 존재하는 5가지 유형의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 

다. 

@ 공급자네트워크 : 완성품 생산회사와 중간생산물 공급업자 사이에 형성되는 장기 

적인 하청관계，(2) 생산자네트워크 : 생산물의 질적 향상과 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확 

대하기 위해 경쟁적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설비， 인적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협동적 생산관계，@ 고객네트워크 : 분배자， 마케팅， 최종소비자와 맺는 

기업의 전방연계 @ 표준협정 : 가능한 생산물 표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표 

준체계를 확립하려는 협정관계，@ 기술적 협력네트워크 : 기술습득과 공정개발을 용 

이하게 하고， 과학적 지식과 연구개발을 공유하게 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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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ohnston and Lawrence, 1988) 

셋째，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위험과 비용을 공유，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 

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고 급속한 시장환경의 변화와 유동적인 고객의 주문 

에 대응할 수 있다. CDeBresson, 1991) 

넷째， 네트워크에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습， 분위기， 사회적 관계 등의 이 

점이 있다. 네트워크 형태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의 교환이 용이하고， 쉽게 얻을 수 없는 노우하우， 기술 

적 능력 실험정신을 배울 수 있다.CIzushi， 1997) 

그러나 네트워크 연구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CMay， 1993) 

첫째는， 네트워크의 형태나 요소를 분석하는데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사례연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네트워크로 특정지워지는 기엽간 관계의 특성과 형태에 있어 상대적， 

개념적으로 모호함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네트워크가 계층적 질서가 아닌 구조 

적 평등관계로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 

다. 계층적 질서도 네트워크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는， 네트워크의 지속성 문제이다. 네트워크 형태는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항상 변화하며， 이에 네트워크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상 

당한 어려움이 있다. 

2. 高次生훌者서비스 생산네트워크의 空間的 意味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 부문은 장래 도시경제발달 형태를 결정짓 

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고차생산자서비스가 도시경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두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생산네트워크의 경향과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지역적 집적의 과정이다. 두 번째는 고차생산자서비스 부문이 

운영방식에서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일련의 기술적， 조직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외견상 역설적인 방향은 지방화와 세계화의 얽혀진 모습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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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laert et al., 1997:107). 

지역경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개념중의 하나가 집적경제의 개념 - 경제적 

agent가 밀집해있음으로서 주로 도시 사회경제공간에서 얻게되는 경제적 이득

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최근에 상당히 보완되었다. 첫째 본래 개념이 너무 경제 

적인 것을 강조하여 집적의 사회문화적 사회정치적 특성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집적에 대해 ‘milieu ’, ‘ locality ‘, ’pays ‘ 같 

은 개념을 연결시켰다. 둘째 최근에 전통적으로 집적을 통해 달성되었던 많은 

경제적 이득은 다양한 보완적 집적지로 구성된 다른 공간적 대상과의 상호작용 

(공간적 네트워크)을 통해 더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Moulaert 

and Djellal, 1995). 생산자서비스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집적경제는 

대도시 고차생산자서비스업체의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0‘hUallachain ， 1989). 

전통적으로 Hoover와 Issard는 집적경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규모의 경제 : 단일 지역의 기업내 

* 국지 화 경 제 : 단일 지 역 단일 부문에 속한 모든 기 업 

* 도시 화 경 제 : 단일 지 역 모든 부문에 속한 모든 기 업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집적경제는 다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첫째， 좁은 의미의 규모의 경제(기업， 부문， 도시)로부터 전체적인 생산체계에서 

질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생산자들의 다양한 네트워 

크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시너지와 범위의 경제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Goldstein and Gronberg, 1984; Scott, 1988). 이와 동시에 혁신적 환경 

Cinnovation milieux)에 관한 연구는 집적경제의 창출에서 교육체계， 문화적 전통， 

노동의 사회화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여를 하였다(Coffey 

and Polese, 1989). 이들 연구는 집적의 요인으로서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차생산자서비스는 이러한 질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 

둘째， 외적경제를 야기하는 경제적 상호작용은 다양한 공간적 수준으로 대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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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몇몇 경우에 집적경제는 단일 대도시 특정지역에 한정이 된다. 그러나 

집적경제는 집적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된다. 즉， 집적지들의 접적 또는 

집적지의 광역네트워크(wide-area network)가 상당한 물리적 거리에 입지해 있으 

나， 강한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고차생산자서비스기업에서 충분한 시 

장규모의 달성(여러 집적지에 대한 틈새시장의 다중화를 통한)뿐만아니라 기술과 

조직형태에 있어서의 혁신은 기능단위간에 유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이 실현 

될 수 있다(Moulaert and Djellal, 1995) , 이 것은 소위 "economies of overview" 

즉， 네트워크 조직형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외부성 (Grabher， 1993:11) 이 

나 네트워크들이나 네트워크 기업의 ”가상집적경제 (viπual agglormeration 

economies)"(Camagni and Salone, 1993:1054)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local에서 global그리고 network city에서 network of ci디es까지 다양 

한 공간적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Moulaert et al., 1997:106) , 

연계와 관련성을 강조하는 도시네트워크는 상호협조에 의해 외부효과를 제공 

하는 수평적， 비계층적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네트워크 개념의 함의가 매우 

중요하다. 공간적이면서도 비계층적인 조직구조를 설명하며， 입지적 연계성을 공 

간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를 설명할 때 도시네트워크의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서비스업의 경우 다양 

한 입지특성과 업무성격 조직형태로 인해 지역간·기능간 연계를 중요시한다. 서 

비스업의 경우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중 

심지(노드)들 간의 연계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의 

서비스엽과 관련한 도시구조는 중심지 계층체계보다는 중심지들간에 수평적·비 

계층적 질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체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q(Batten 

1995) , 

중심지이론에서 크리스탈러와 뢰쉬의 설명이 많은 관점에서 다르기는 하나， 

둘다 최상위 중심지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능을 점유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 

장 넓은 영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차하의 중심지들은 차상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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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범위에 포섭이되는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고 

차에서 저차로 한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네트워트체계에서는 중심지간의 상 

호작용이 일반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도시내 도심과 비도섬 중심지의 

역학관계가 경쟁관계가 아닌 수평적， 보완적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3. 柔軟的 專門化와 集積地 形成 그리고 廣告業

1980년대 말 이후 공간경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크게 두가지 현 

상의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서비스엽 특히 고차생산자서비스 (2) 유 

연적 생산체계. 이 두가지 현상간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유연적 생산은 공간 

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원동력이며 고차생산자서비스는 유연성을 달성하 

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연적 전문화 이론은 노동 유연화， 첨단기술 혁신， 수직적 비통합， 소규모 기업 

의 부활을 특징으로하는 새로운 산업질서로 표현된다. Piore and SabeH1984)에 

따르면 표준화된 제품을 위한 대량생산은 성숙되었으며 가격경쟁보다는 질적인 

면에 기반한 수요의 분절화된 패턴에 의해 대체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보 

다 훨씬 다양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은 변덕스러운 소비행태에 적응해야 

만 한다. 생산자들은 좀더 ‘소비자지향(consumer driven) ’이 되었다. 그래서 수요 

가 유연적 전문화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유연적 전문화논의에 대한 수 많은 비판점중의 하나는 변화의 과정이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유연적 전문화의 동인이 수요주도인지 공급주도인지에 대 

한 지족적인 논쟁이 있어왔다. Sayer and Walker(1992)는 대량생산의 붕괴는 생 

산영역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Pollert(1988)는 수요의 분절화 

가 유연화， 재조직화의 원인이 아니라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분절로 나누고자하 

는 마케팅과 광고전략의 효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한 소비자 취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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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고려를 통한 시장의 획득이 자연적으로 경쟁이 강화되면서 더욱 더 촉구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량생산의 쇠퇴의 증거가 아니라 좀더 정교화된 대량시장 

의 조작이다."(p.60)라고 언급하고 있다. 

Pollert와 Piore and Sabel의 극단적 입 장에 대 해 Gibbs(1992)는 수요와 공급요 

인 모두 현재의 재조직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논의한다. 광고산업은 유연적 

전문화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 두가지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고산업은 대 

량생산의 붕괴를 유도한 주 원동력이기도 하다. 광고회사는 소비자의 요구와 기업 

가(광고주)의 요구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활동한다. 

유연성에 대한 많은 논의는 주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으며， 서비스 

의 역할은 소홀히 되었다(Wood， 1991; Lash and Urry, 1994; Storper, 1994; 

Storper and Christopherson, 1987). 특히 고차생산자서비스는 수요의 조절을 이해 

하는데 중요하다. 이들 서비스는 경제적 교환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넓은 중간매개 

경제의 일부분이다. 광고산업은 생산자서비스이자 생산과 소비간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연적 전문화의 넓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광고엽은 제조업 

과 영화， 녹음， 인쇄 같은 문화산업 양쪽의 구조조정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Lash and Urry, 1994:123). 

유연적으로 전문화된 제품들은 기술적인 측면의 강화뿐만 아니라 디자인 같은 

외형적인 모습의 강화를 요구한다. 이때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제품의 차별화의 수 

단으로서 광고의 역할은 중요하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적으로 제품 차별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광고전달기술이 전세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용 

이하게 되면서 경쟁사의 재화나 서비스간 차이를 인식시키려는 필요성이 강화되 

고 있다. 광고형태에서 시각적 표현， 상표디자인 포장이 제품시장에서 경쟁기법으 

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으며 제품주기의 단축으로 기술적 우위를 통한 시 

장선도가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생산의 국제화는 시장에서 경 

쟁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광고에 대한 강조를 강화시켰다. 이윤율의 감소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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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클라이언트들은 시장분할의 확대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 

케팅서비스를 위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광고는 전문화된 소비를 위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량생산체계하에서 광고는 전체적인 통합을 강조하였다. 현재 유연 

적 전문화 경제체제하에서 광고는 개별화， 개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적인 광고 

(포디즘)와 개별적 광고(포스트포디즘)는 특별한 사회적 형태에서 아이덴티티의 

특별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광고산업의 재조직화는 어느 정도 유연적 경제의 활성화를 반영한다. (Lash and 

Uπy， 1994:109) 광고자들의 초점이 다양한 유혹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성을 표현 

하는 것에서 소비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대행사들은 광고의 위기 

증가의 결과로 좀더 ‘소비자 지향’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광고가 제 

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보다는 소비자의 주관적 심리를 다양하게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의 강조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의 이용이 가속화된다. 

따라서 광고주 기업의 유연적 전문화를 자극한 광고엽이 이번에는 자기들 자신도 

유연적 전문화와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게 된다16). 

한편 유연적 전문화라는 비공간적인 현상은 지역적 집적이라는 공간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표출이 된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초기의 입지이론은 대개 

16) 198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광고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시기였다. Ewen(1976)이 

표현했드시 광고엽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의 정점을 이룰 

때 대량생산의 포디즘체계와의 협력으로 대량생산과 소비자 아이덴티티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질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종말을 고하게 된다. 유연 

적 전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경제조건하에에서 광고산업은 클라이언트-대행사관계 

의 불안정성 증가， 대행사간 국제경쟁 심화， 미디어 광고의 중요성 쇠퇴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광고산업의 변화하는 구조를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고산업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세계적 대행사와 한편으로 소규모 유연적으로 전문 

화된 대행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초국적 행태의 광고회사와 소규모 크리에 

이티브 브띠끄 양쪽 다 성장하는 것이다(Lesli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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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현상과 특히 주변지역에 쇼핑기회을 제공하는 상업적 중심지의 기능， 크기， 

범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전통적인 입지이론은 운송비의 최소화를 강조하였으 

며 그래서 서비스제공에 있어 고객과의 대면접촉과 정보연계에 의존을 하는 사업 

서비스나 금융서비스 같은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위한 틀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았 

다. 경제활동의 지리적 특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분석하게된 것은 1980년대 새로운 

입지이론이 동장하면서이다(Scott， 1988; Storper and Walker, 1989). 이러한 새로 

운 입지이론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상관없이 입지이론의 통합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생산자서비스의 입지와 공간적 조직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Illeris, 1991; Monnoyer and Philippe, 1991). 

신이론은 기본적으로 경제체계가 공간적 집적을 통해 강한 이윤증가효과를 발 

생시킨다는 상호의존적인 입지 논리를 특정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 부문간에 경계 

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적 분엽은 조직의 기준으로서 중요하게 되었다. 

여러 경제적 기능간 연계가 중요하게 되면서 기능의 전문화와 유연성이 증가하고 

집적에 대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Moulaert et al., 1997). 

유연적 축적체제하에서는 사회적 분업의 강화로 기업의 수직적 분리 경향이 두 

드러진다. 수직적 분리의 강화는 생산의 외부화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는 재집적의 

경향으로 이어진다. 생산조직에서 유연성 증가는 다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를 

가져온다. 유연적 생산구조가 지배적인 장소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유동성 강화를 

수반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에서도 강한 집적경제를 형성한다. 따라서 생산과 노동 

시장의 구조조정은 새로운 공간발전을 가져옴으로써 현대의 유연적 생산체제는 

새로운 집적중심지를 형성한다(Storper and Christopherson, 1987). 

Scott(1988)에 의해 시작된 신산업공간(NIS) 논의는 기업간 네트워크의 이용과 

공간적 결과간 현시적인 연계를 만들었다. Scott는 불확실한 시장경쟁하에서 “극 

히 유순한 외적 연계와 노동시장 연관”의 네트워크에 의해 결합된 중소기업들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규모 기업보다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좀더 효율적인 조 

직적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Scott， 1988, 174). 기업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은 

- 49 -



컴퓨터 같은 첨단 제조업， 의류제조업 같은 노동집약산업 사업서비스 둥에서 탁 

월하다(Scott， 1993). 네트워크의 외부성， 즉 경제적 공생은 기업수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표현이 된다. 공간적 표현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네트워크로 연계된 산업들의 망이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다른 공간으로 네트워트의 효과가 전파(spillover)되는 것이다. 결국 유연적 전 

문화와 기업간 네트워크의 강화는 3가지 측면에서 지역적 접적과 관련이 있다. 

첫째， 공간적 접근이 많은 소규모 단위간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과 관련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 각 개별 전문기능간 빈번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 

역적 집적은 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접촉비용을 줄임으로써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Scott， 1988). 

둘째， 기업들은 노동력 공급과 공통적 사업.사회서비스의 제공 동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경제에 대한 절감과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개 선 시 킬 수 있 다(Scott， 1988; Storper and Walker, 1989; Walker, 1988). 

셋째， 영역적 집적은 사회문화적 유사성과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독특한 지방적 

환경의 형성과 연관이 있다. 이는 지역에서 사람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강화시킨다 

(Camagni, 1991). 

제 5 절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초점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생산자 

서비스엽의 지역적 차별성장과 공간적 편재현상 특히 대도시 집중을 밝힌 이희연 

(1990)의 연구를 시작으로 도시체계적 측면과 도시내부구조적 즉면으로 나뉘어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체계적 측면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입지변화를 밝힌 연구들은 국가내 도시간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분포， 성장을 중심으로 도시계층간의 관계 및 지역간 생산 

자서비스의 흐름을 다루었다.(이희연， 1990; 이희연， 1998)의 연구에서는 서비스경 

제화의 추세가 공간에 어떠한 변용을 가져오는가를 고찰하고， 서비스화가 진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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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생산자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시구조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송우경 (1993)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업서비스를 

사례로 도시내부에서의 분포패턴을 소분류 수준과 구별분포 단위로 분석올 하였 

으며， 조순철(1994)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생산자서비스의 유형별 분포패턴과 분포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적 집중정도의 차별화와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한영주(1997)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업서비스의 분포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으 

며， 박삼옥과 남기범 (1998)의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생산자서비스활동의 

공간구조의 변화와 국지적-국제적 기엽연계를 조사하여 생산자서비스활동의 재편 

과 공간분화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외 생산자서비스엽이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 

음을 고려하여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공간연계(김원경， 1991), 제조업기엽본사 

와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연계(신성일 1992) 둥이 분석되었다. 한국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가 분포유형 등 기초연구에 한정하고 있어서 아직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박삼옥， 1999:64). 또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체간 생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정보관련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만 분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묵한， 1996). 

도시가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활동에 공헌하는 바는 집적경제 거래비용의 절 

감， 대면접촉의 용이성， 노동시장 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 

차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는 도시가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보다는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발달에 따른 결과， 수출가능성， 경제환경의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주로 언급되 

어 왔다. 물론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지역적 변화의 분석에서 도시구조의 분석 

으로 바로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많은 다양한 요 

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직접적이거 

나 명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시의 서버스엽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변화， 다핵 

구조의 출현， 도심-비도섬 중심지의 경쟁 같은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거 

부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변화가 생산네트워크에 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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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 특정지워진다면 도시공간의 재조직화와 역동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지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이루어져왔으나， 아직 생 

산자서비스엽의 입지에 대한 이론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리고 이러한 입지요인이 도시구조와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고 도시내에서 입 

지요인이 지역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도시내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미시적인 자료의 부족 

때문이다. 

생산자서비스엽의 분산과 관련된 배경에는 집적경제에 대한 다른 인식에 있 

다. 비도심 중심지가 도심과 같은 정도의 산업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공간적인 밀집의 필요성을 제거해 주었다는 것을 강조 

한다. 더욱이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적은 업종은 도섬에서 떨어져서 비도심 중심 

지에 이차적인 집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만일 생산자서비스엽이 집적경제 때문에 도심에 유인이 되고 도심의 생산자 

서비스엽이 계속해서 비도심 중심지에 있는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집적 

경제가 도심을 념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도심의 

업체와 비도심 중심지의 업체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상당한 기술적， 지식적 협 

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대도시 전체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집적효과 

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업들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 

여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의 관계가 경쟁관계인지 상호의존관계인지를 설정시키 

는 것이 도시경제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의 기업활동을 비교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비도심 중심지에 있는 기업이 주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도가 클수록 도심 

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심의 기업들이 그 

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비도심 중심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비도심 중 

심지도 도심에 버금가는 고차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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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업체 간의 생산네트워크 정도를 파악할 경우 도심과 비 

도심 중심지의 지역적 상호의존성 정도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적어도 다 

핵화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 하나의 결절지로서 성장하고 있는 비도심 중심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유연적 전문화 그리고 집적의 전형적인 본보기로 보기 

도 한다. 이들의 내적 기술과 노동과정， 외적 거래구조， 그리고 노동의 특정적 

형태는 생산품과 생산과정의 빠른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 q (Scott and Cooke, 

1988:242) 그러나 유연적 전문화와 산업구조재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 

에 치우쳐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활동의 집적지 출현과 지식기반 서비 

스엽의 성장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 왔으나， 몇몇 연구들을( Christorpherson, 

1989; Coffey and Bailly, 1991; 1992; Wood, 1991) 제외하고는 두 논의간의 관계를 유 

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Wood(I991)은 “근래 경제활동의 집적은 그것이 첨단기술의 

실리콘벨리든， Third Italy 든 본질적으로는 전문서비스의 집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 

다. 아직은 집적에 대한 연구의 상당부분이 서비스활동을 단지 물질적 생산의 의존적 

부산물로 보는 사고에 기 반하고 있다(Cohen and Zysman, 1987; Sayer and Walker, 

1992). 그러나 대도시에서 형성되는 많은 접적지들은 사실 서비스기능들의 집적이 대 

부분이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집적과 공간조직에 -특히 대도시에서의- 대한 논 

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생산네트워크 논의는 제조업에 한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비스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조업에 서비스업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추는 실정이 q(Marshall의 일련의 연구 등). 이로 인해 도시구조라 

는 측면과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서비스업간의 내부화， 외부화 그리고 생산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밝힘으로서 도시내 지역적 특성과 입지요인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의 분석 틀을 <그림 8>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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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본 논문은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성장과 특성의 변화는 도시내 입지 

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입지변화라는 공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 간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변화는 유연적 전문화의 전 

개와 도시내 생산네트워크의 강화라는 현상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공 

간적으로 표출된 것이 도시내 집적지 형성이다라는 점을 본 논문의 전체적인 분 

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생산네트워크 강화로 인한 도시내 집적지의 형성은 

다시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 간의 역학관계에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업종으로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중에서 광고 

관련산업을 선택하여 분석을 하였다. 

고차생산자서비스 
업의 특성 변화 

도시내 입지변화 
도심 대 비도심 중심지의 역학관계 변화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유 
연적 

전문화전개 

고차생산자서비스업체간 
5三^ILH

생산네트워크 강화 

도시내 집적지 형성 

<그림 8>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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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高次生塵者서비스업의 成長背景과 意味

서비스산업이 제조엽이나 농수산업 둥 다른 산업에 비해 럴 중요하다든지 심지 

어 비생산적이라 생각했던 아담 스미스 이래의 전통적 견해는 근래 들어 상당히 

수정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산업이 다른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못 

지 않게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서비스산업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것처럼 경시될 산업은 아니다’ 할 정도로나 

마 인식이 바뀌는데는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종사하는 고용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높 

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 생산자서버스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논의 

되기 시작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이 산업이 가지는 의미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대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의 서 

비스화’내지는 ‘경제의 고차생산자서비스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 

한 추세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제 1 절 서비스업 성장과 서비스 경제화 

지금까지 경제의 서비스화 추이를 단순히 표면적인 종사자수나 사업체수를 기 

준으로 설명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업처럼 고부가가치산업의 경 

우 종사자수나 사업체수의 비중보다는 부가가치생산액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의미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역내 전체 생산액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경우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각도로 경제의 서비스화의 현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얀
 
W 



1. 경제의 서비스화 

경제의 서비스화는 論者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중 Bell은 재화생 

산위주의 경제에서 지식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 및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이행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부는 분엽의 진전에 따른 제조업내 서비 

스업무의 외주화로 설명하고 있다(Uno， 1989).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변 경제의 

서비스화란 서비스산업의 지식집약화 및 제조업내 서비스업무의 외주화 둥으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50 

40 
38.1 

..•.. 소비자서비스업 
(전국) 

... 톨 .. 소비자서비스업 

30 
비중 

---i‘-3맺-r.- ...... ~깐r ￡3 2 X 32 9 
(서울) 

-.-생산자서비스업 
(전국) 

(%) 

a 

10 

o 
1985년 1990년 

<그림 9> 부문별 지역총생산액 비중변화 

(자료 : 통계청， 각연도， 지역내총생산) 

.....• 29 

--*-생산자서비스업 
(서울) 

~광공업 (전국) 

.16.7 I I _ ... - 광공업 (서울) 

-“ --.11.3 

1995년 

전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중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경상가격 기준으로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광고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비중은 줄어 

들고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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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상황을 보면， 2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공업의 비중이 33.3%에서 

32.9%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도소매 음식숙박엽 

과 금융보험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산 

업의 비중은 34.3%에서 36.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나 서비스업내에 

서 소비자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간에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서버 

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은 

20.2%에서 16.6%로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에 생산자서비스엽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엽의 경우 14.1%에서 20.2%로 높아져 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한 부문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전국적인 상황과 변화과정에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광공업의 비 

중이 17.7%에서 1 1.3%로 낮아져 광공업의 감소 추세가 전국의 경우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61.3%에서 67.1%로 높아져 경제의 서비스화 

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소비자서비스엽의 경우 33.7%에서 

29.0%로 해마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생산자서비스는 27.6%에서 

38.1%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산업부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상황에 비해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경제의 생산자서비스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서 제시할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의 비중보다 부가가치액의 비중이 생산자서비스의 

경우는 훨씬 높게 나타나 이들 업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의 산업구조는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엽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측 

면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이나 정보화에 따라 지식， 기술， 서비스 둥과 

같은 질적 요소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즉， 서울 

의 산업구조는 경제의 서비스화로 표현되는 양적인 측면을 넘어 산업구조의 소프 

트화로 대표되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선진국과 비교하면， 1990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미국은 54.5%, 일본은 

49.4%로 한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꾸준히 상숭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료 : OECD, 1995,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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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구조 서비스화 

먼저 산업별 사업체수의 비중 변화를 보면， 전국의 경우 서비스엽의 비중이 

1981년에는 83%였으나， 1996년에는 78.4%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서울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83.1%에서 75.9%로 비중이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수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저하는 주로 소비자서 

비스의 비중 저하 때문으로 생산자서비스의 경우에는 전국 서울 모두 비중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8). 

(표 5) 산업별 사업체수 비중변화 (단위 : %) 

전 국 서 울 싫폰\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농림어엽 0.1 0.1 0.1 0.1 0.1 0.1 

광공업 15.2 13.2 14.2 11.3 14.7 14.1 

전기가A건설엽 0.9 1.5 2.4 2.5 1.3 2.0 

운수창고통신업 1.0 1.3 1.2 7.6 0.9 0.9 

소비자서비스업 79 .1 79 .1 77.3 71.9 77.0 76.2 

생산자서비〈업 3.9 4.8 4.9 6.5 6.1 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 

(자료 : 통계청， 1981, 1986, 1991,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1996,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0.1 0.1 

15.6 11.4 

2.6 2.5 

1.0 10.2 

74.2 67.9 

6.5 8.0 
100.0 100.0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전국의 경우 1981년 3.9%에서 1996년 6.5%로 높아졌으 

며， 양 기간동안 증가율은 266%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울의 경우 6.1%에서 8.0%로 높아졌으며， 양 기간동안 증가율은 152%로 나타나 

전국의 경우보다는 증가율이 낮았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국에 비해 생산자서비 

18) 소비자서비스업 :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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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이 전체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전국의 6.5%보다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조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는 전국과 서울 공히 계 

속해서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변화 (단위 : %) 

전 국 서 울 싫편ξ~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농림어업 0.2 0.2 0.2 0.5 0.1 0.1 

광공업 40.0 38.2 37.8 28.3 30.5 30.8 

전기가스건설업 9.0 7.2 7.2 8.3 19.5 11.4 

운수창고통신업 4.8 5.2 4.8 6.5 5.2 5.2 

소비자서비스업 39.8 42.2 41.6 44.5 35.8 42.0 

생산자서비스업 6.2 7.1 8.3 11.9 8.9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1981 , 1986, 1991,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1996, 서비스엽총조사보고서) 

0.2 0.1 

31.3 20.7 

10.9 11.7 I 

5.2 7.5 

40.8 43.2 

11.7 16.8 

100.0 100.0 

종사자수의 비중변화를 보면 전국의 경우 서비스엽의 비중이 1981년에는 46% 

였으나， 1996년에는 56.4%로 비중이 사업체수의 경우에 낮아진 것에 비해 높아졌 

으며， 서울의 경우에도 44.7%에서 60.0%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 

스엽의 비중 상승은 소비자서버스엽과 생산자서비스엽에서 공히 나타난 현상으로， 

전국의 경우는 소비자서비스엽은 비중이 39.8%에서 44.5%로， 생산자서비스는 

6.2%에서 1 1.9%로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는 소비자서비스엽은 비중이 35.8% 

에서 43.2%로 생산자서비스는 8.9%에서 16.8%로 비중이 높아졌다. 생산자서비스 

의 경우 사업체수의 비중에 비해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업체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기간동안 생산자서비스의 증가율을 보면， 전국의 경우는 40만9，641명에서 

159만4，600명으로 289% , 서울은 21만1 ，938명에서 65만7，983명으로 210%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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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사업체수의 경우보다는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사업체수의 증가에 비해 종사자수의 증가가 높은 것은 대규모 생산자서비스업 

체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의 경우 전 산업에서 생산자서비 

스업이 비중이 16.8%로 전국의 1 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에 

비해 서울이 고용구조 측면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 

다19). 

12 

10 

8 

비중(%) 6 

4 

2 

O 
1981 년 1986년 1991 년 

연도 

<그림 10> 전국 고차생산자서비스업 비중변화 

1996년 

→-사업체수비중 

• 종업원수비중 

19)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의 경우를 보면， 1987년 현재 뉴욕은 총 고용의 38%, 런던 

은 33%가 생산자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어 서울의 경우보다 훨씬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금융.보험.부동산업 (FIRE) 종사자 비중은 뉴욕은 17.3%, 런던은 

17.3%로 나타났다. (자료 : Sassen, 1991; Noyelle and Dutka,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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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시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비중변화 

/11.3 

1996년 

→-사업체수비중 

홈-종업원수비중 

고차생산자서비스업만 분리해서 보면， 전국과 서울 양쪽 모두 비중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비중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전국은 1981년 사업체수와 종업원수의 비중이 각각 1%와 1.5%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6년에는 사업체수는 1.9%, 종업원수는 3.8%로 비중이 높아졌 

다. 서울은 전국의 경우보다 비중증가가 더욱 두드러져 1981년 종업원수 비중이 

4.7%였으나 1996년에는 11.3%로 상승하였다<그림 11>. 또한 전국에 비해 고차생 

산자서비스업 종업원수의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울은 종업원 

수의 비중증가가 1990년대 이후 특히 탁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의 ‘고용구조 

의 고차생산자서비스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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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산업부문별 증가율 : 1986년 - 1996년(단위 : %) 

폐녁여 전국 서울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체수 

서비스업 109 149 

소비자서비스업 101 127 

생산자서비스업 266 289 

고차생산자서비스업 325 405 

(자료 : 통계청， 1981,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1996.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75 

69 

152 

322 

종업원수 

121 

99 

210 

430 

1981년에서 1996년 사이 양 기간동안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증가율을 보면， 전국 

은 사업체수가 1만2，5327TI 에서 5만3，307개로 325%, 종업원수가 10만2，089명에서 51 

만5.370명으로 405% 증가하여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은 사업체수가 4.764개에서 2만94개로 322%, 종업원수가 5만0，210명에서 26만5，979 

명으로 430% 증가하여 전국의 경향과 큰 차이는 없었다(표 7). 이러한 고차생산 

자서비스의 증가는 서비스엽 전체나 생산자서비스의 증가율 보다 월등히 높은 것 

으로 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하는 부문이 고차생산자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경제발전 특징은 컴퓨터와 통신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이용확산과 

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전통적인 2차산업인 제조업의 고용이 상대적 

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즉 첨단기술산업의 빠른 기술진보로 인해 경제는 구 

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서비스 및 첨단기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단계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측면에서 경제의 중심이 제조 

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통하는 현상을 경제의 서비스화로 이해하든， 아니면 제 

조업의 고용이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직종으로 중심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 

하든지 간에 결국 새로운 단계로의 경제변화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동장하고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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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이 부분에서는 주로 산업연관표(1-0 Table)의 자료에 기초하여 생산과정의 서 

비스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통칭되는 현상은 한국의 경 

우 생산구조나 소비구조상 서비스산업의 비중의 상승보다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과정에서 소용되는 중간투입중 

물적 투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투입이 차지하는 비율 

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 8) 중간투입 구성 추이 (단위 : %) 

중간투입구성 1985년 1990년 1995년 일본(1993년) 

전산업 
물적 투입 78.8 74.5 70.0 54.4 

서비스 투입 21.2 25.5 30.0 45.6 

제조업 
물적 투입 88.1 84.5 83.1 72.0 
서비 A 투입 11.9 15.5 16.9 28.0 

(자료 : 한국은행， 각연도， 산업연관표) 

그러나 한국은 1995년 현재 서비스 투입비중이 30%인데 반해 일본은 1993년에 

45.6%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 8). 이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 

에 따라 생산과정에 서비스가 투입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심한 것에서도 제품 

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서비스 투입의 비중이 증가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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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비스업 투입계수의 변화 

제조업 서비스 전산업 

1975 1993 
변화율 

1975 1993 
변화율 

1975 1993 
변화율 

(%) (%) (%) 

서비스 합계 0.087 O.애6 10.5 0.087 0.169 93.4 0.088 0.130 48.2 

도소매 0.048 0.031 -35.8 0.016 0.014 -10.5 0.031 0.026 -16.4 

운수보관 0.015 0.012 -2l.9 0.022 0.021 -5.8 0.019 0.015 -20.9 

통신 0.002 0.004 7l.0 0.009 0.020 125.4 0.004 0.009 11 l.7 

금융보험 0.012 0.026 114.4 0.010 0.040 305.5 0.011 0.032 19l.3 

사업서비스 0.006 0.018 219.3 0.008 0.033 288.7 0.006 0.028 39l.3 

(자료 : 한국은행 각연도， 산업연관표)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경향은 전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생산과정 

에 있어서 서비스는 中間財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종래에는 단순한 기능위주의 생산이 주를 이룬 반면 오늘날에는 소재， 

디자인 둥 본질적인 기능외의 부가적인 요소가 제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가적인 요소가 제품의 최종 부가가치 

를 증가시키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의 가격에 이러한 요소가 보다 

큰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자연히 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도 증가 

하는 경향을 띄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의 발전은 수요의 패턴을 바꾸게 되고 

이는 다시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뿐만 아니라 중간 수요도 증가시키게 된다. 

생산과정에서 필요로하는 중간투입중 서버스산업으로부터의 투입이 생산총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서비스 투입계수-을 보면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9). 생산과정의 서비스화는 제조업에서보다는 서비스 

부문에서 훨씬 더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서비스생산과정의 서비스화”는 중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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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합계중 서비스투입 비중증가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서비스투입계 합계의 

절대적 수준의 상승(93.4%)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 그리고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가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및 통신 둥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20) 

(표 10) 생산유발계수의 변화 

앓빨a 1985년 1993년 
1975-1993 

1975년 
변화율 

제조업 

제조업 1.731 2.097 2.255 1.30 

서비스 0.229 0.266 0.326 1.43 
서비스 

제조업 0.146 0.285 0.380 2.59 

서비스 1.121 1.209 1.276 1.14 

(자료 : 한국은행， 각연도， 산업연관표) 

그렇다면 과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관계는 어느정도 연계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서비스엽의 성장원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된 부분으로 주로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엽의 성장올 유도하는 것 

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성장의 주요 원인을 제조업에서 서비스 

활동의 외주화(outsourcing)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설적인 설명만 제시하고 있 

는 실정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유발 

계수라는 것이 있다. 앞에서 제시했던 중간투입계수는 직접적인 투입이라는 관계 

(제 1차 유발관계)만을 파악하는데 비해， 생산유발계수는 생산에 투입되는 다른 연 

관산업으로 부터 간접적 중간투입까지도 순차적으로 모두 고려하므로 보다 더 정 

20) 제조업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중에서 특히 금융비율이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높 

아 한국의 금융산업의 비효율성과 금융비용 과다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전문직 사 

업서비스의 투입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민강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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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현실성 있는 분석방법이다. 

(표 10)은 원천 산업부문에서의 생산 1단위가 유발하는 파급산업의 생산유발 크 

기를 나타낸다. 서비스부분에서의 생산 1단위가 유발하는 제조업 생산의 크기는 

1975년 0.146에서 1993년에는 0.380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다. 이는 제조업부문 

에서의 생산 1단위가 서버스부문의 생산을 유발하는 정도가 같은 기간중에 1975 

년 0.229에서 1993년 0.326으로 43% 상승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1975년 

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엽의 생산을 유발하는 계수가 0.229인 반면에 서비스엽이 

제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계수가 0.146로 나타나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생산을 유 

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5년 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유발관계는 제조업 -> 서비스업의 방향보다 서버스엽 -> 제조업 방향이 현 

저하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업 생산유발효과 

는 0.326이나， 서비스엽의 제조업 생산유발효과는 0.380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 

업과 서비스산업 상호간의 생산유발 관계는 제조업 -> 서비스엽의 방향보다는 서 

비스업 -> 제조업의 방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이는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비중보다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제조업의 비중이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점에 비롯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엽의 기반 없이 서비스업 

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파급경로를 보면， 재 

화산업의 성장 -> 서비스 투입 유발 -> 서비스엽의 성장이라는 경로보다는 오 

히려 서비스엽의 성장에 의해 재화생산 유발의 파급경로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산업이 재화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정도가 낮 

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비스생산이 경제 전체에 유발하는 생산파급효과는 1975년 - 1993년간 1.387에 

서 1.801로 30%가 상승하였으나， 제조업에 의한 전산업 생산유발계수는 같은 기 

간 2.610에서 2.971로 12% 상승하여 전자가 후자를 앞지르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 

은 광의의 서비스화를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생산이 제조업 생 

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크다. 이는 서비스생산에 제 

조업의 투입계수가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에 제조업 생산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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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는 이와 반대이다. 이는 한국의 제조업에서 서비스활동의 외부화 또 

는 외주화(outsourcing)가 선진국 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 2 절 高次生훌者서비스업의 特性 變化

1. 業種別 成長의 特性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6개 업종별로 1986년에서 1996사이 증가율을 나타낸 것 

이 <그림 12> 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산업의 증가율에 비해 서울， 서울이외 

지역 모두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종사 

자의 경우 10년 사이에 5만3.971명에서 15만9.676명으로 약 3배 정도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수의 증가에 비해 종사자수의 증가가 높게 나타난 것 

은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 비해 서울이외 지역의 성장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이외 

지역의 고차생산자서비스엽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증가율을 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시장조사 및 경영상 

담업으로 서울의 종사자수 경우 10년 사이에 523명에서 7，671명으로 13배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은 다른 업종들이 서울이외 지역의 성장률이 높 

게 나타난 것에 비해 서울지역의 성장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업종별 전국대비 서울의 비중변화를 보면(표 11). 1986년 

에서 1996년 사이 서울의 비중이 사업체수나 종업원수 측면 모두 큰 변화가 없이 

사업체수는 43% 정도， 종사자수는 51%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엽종은 정보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체수 

는 60%정도， 종사자수는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년간 비중이 늘어난 업 

종은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엽 뿐이었다. 전반적으로 경영상담엽 및 시장조사업만 

제외하고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서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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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업종별 증가율(1986년 ~ 1996년) 

(표 11)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업종별 전국대비 서울의 비중변화 

(단위 : %) 

Q둥략ζ~ 1986년 1996년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정보관련서비스업 66.4 88.3 60.4 81 .1 

연구개발업 46.8 25.5 45.4 21.9 
법무.회계업 38.9 48.1 40.9 45.7 
시장조사및경영상담 43.1 51.7 60.1 69.7 
공학관련서비스업 38.6 53.4 36.3 49.9 
광고업 59.3 83.6 44.6 61.2 
고차생산자서비스업 41.0 51.6 42.8 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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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의 規模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를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의 변화와 사업장 면적별 사업체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4명 이하의 소규모 업 

체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업체의 종사자 규모가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그 

림 13> 서울이외 지역보다는 서울지역에 규모가 큰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종사자수 9인 이하의 업체 비중이 82.3%에서 76.2%로 감 

소하였으나， 아직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수요변동이 크며， 노동집약적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알려져 왔다(민경휘 1990). 10인 이상의 업체 비중은 17.8%에서 

23.8%로 증가하여 업체의 종사자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종사자 규모별 비중변화(1986년 -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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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996년 1986년 1앉l6년 1986년 1잊%년 1쨌년 
정보핀련서비스업 연구개밭업 법무 회체얻 시장초사및경영상당 

口 50명이상 

~ 10-49명 

~5-9명 

댐 4명이하 

<그림 14>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비중변화(1986년 - 1996년) : 서울 

4명이하의 소규모 업체의 비중은 연구개발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줄 

어들었다. 정보관련서비스엽은 중규모 업체의 비중이 상승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10인 이상의 업체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구개발엽은 50인 이상의 대규모 업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4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그림 14>. 

사업장 면적별 비중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업체의 사업장 면적이 상당히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오피스 수요공간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오피스 공간의 수요확대가 입지이전 입지선정의 중요 요인으로 

동장함을 시사한다. 서울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50m2 이상인 사업체 비중이 

44.7%에서 72.4%로 상승하였으며， 지방의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급격 

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서울과 서울이외 지역의 사업장 면적별 비중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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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업장 면적별 비중변화(1986년 - 1996년) 

업종별로 사업장 면적의 비중변화를 보면， 정보관련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엽은 

100m2 이상의 사업장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비중의 변화는 미미한 편이다. 
이는이들 엽종의 대부분이 규모가 큰 기업형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회계엽 

은 50m2이상 사업장 비중이 33.6%에서 70.8%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많이 증 

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은 이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 

관련서비스엽은 100m2 이상의 사업장 비중이 29.6%에서 43.1%로 다른 업종에 비 

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엽은 중대규모의 사업장 비중이 증 

가는 하고 있으나， 다른 업종에 비해 50m2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여전 
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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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 1996년 1986년 1996년 1앓년 l웠년 1細년 1됐년 1웠년 1됐년 
징보핀련서비스업 연구개낼업 법우.1:1져업 곰tt판련서비스업 광고업 

<그림 16> 업종별 사업장 면적별 비중변화(1986년 - 1996년) : 서울 

3. 組織形態

조직형태별로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단독사업체의 

비중은 감소하고 본.지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차생 

산자서비스업이 점차 공간적 계열화 및 분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 

은 본.지점의 비중이 비슷하게 증가하였으나 서울이외 지역은 지점의 비중이 서 

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차생산자서버스의 경우 단독사업 

체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간적 계열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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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조직형태별 비중변화(1986년 - 1996년) 

<그림 18> 업종별 조직형태별 비중변화(1986년 - 1996년)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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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보면， 본점 및 지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연구개발업과 경영상담업으 

로 각각 24%와 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법무회계업과 광고엽은 단 

독사업체의 비중이 각각 98% ， 93%를 차지하고 있어 공간적 계열화가 가장 어려 

운 업종으로 구분되었다. 특이한 것은 정보관련서비스엽의 경우 여타 업종과는 달 

리 1986년에 비해 1996년에 오히려 본점과 지점의 비중이 줄고 단독사업체의 비 

중이 늘어 난 것이다. 참고로 1986년에는 총사업체통계보고서 상에 경영상담엽이 

세분류상에 명확한 항목구분이 생략하였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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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울시 高次生塵者서비스업의 分布패턴과 

立地特性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논의된 고차생산자서비스의 특성변화에 기초하여 서울시 

에서의 분포패턴의 변화와 입지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986년에서 1996년 사이 

과거 10년간 고차생산자서비스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의 주 

요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별 자료(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을 도심， 여의도.마포， 영동， 기타 4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차생산자서 

비스의 분포와 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 1 장의 지역구분도 참조) 

제 1 절 고차생산자서비스업 業種別 분포패턴의 變化

1. 업종별 분포변화 

전반적으로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도심의 비중 감소와 영동지역의 비중 증 

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심은 1986년 비중이 30.2%에서 1996년에는 

15.1%로 절반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영동지역은 1986년 17.7%에서 1996년에는 

37.5%로 두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지역의 비중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도심의 감소 부분이 거의 대부분 영동지역의 증가로 이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업종별 분포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21) 먼저 10년간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업종별 증가율을 보면<그림 19>, 도심 

은 1만5，516명에서 2만4，062명으로 55%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영동지역은 

9，123명에서 5만9，812명으로 55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관련서비스엽의 경우 도심에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영동지역은 753 

명에서 1만1，418명으로 1，4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 

21) 각 업종별 분포 지도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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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회계엽의 경우는 도심에서는 9，210명에 

서 6，789명으로 절대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영동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엽은 특이하게 다른 업종과는 달 

리 도심의 증가율이 영동지역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지역의 성장률 

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광고업과 공학관련서비스업 역 

시 영동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고차생산자서비스엽 

의 경우 법률.회계업을 제외하고는 도심의 절대수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영동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증가율(%) 

몹도심 

§여의도.마포 

g 영동 

디기타 

o __ d .d _c}j‘ 

성짧* 형*찢;*‘ @?1협* 쳤쌓쳤* 깡성 、 、설\까 
‘y.. ‘/ 

장Xγ 

<그림 19> 고차생산자서비스업 구역별 증가율(1986년 -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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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비중의 변화를 업종별로 보면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큰 업종은 이 기간중 

에 있었던 법원의 이전으로 분포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법무.회계엽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도심의 경우 절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비중이 53% 

정도에서 23%로 줄어들었으며 영동지역은 11%에서 37%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21>. 

연구개발엽은 특이하게 도심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동지역의 비중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볼 때 분포변화가 상 

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그림 22>. 

정보관련서비스엽의 경우 여의도.마포지역의 비중이 줄어들고 영동지역과 기타 

지역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어느정도 증가가 있었으나 영동지역이 거의 14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림 24>. 

광고엽의 경우 도심의 비중이 줄어들고 영동지역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 

나， 아직도 다른 업종에 비해 도심의 비중이 36.2%로 영동지역의 비중 28.4%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25>. 

경영상담업 및 자료조사업은 1986년의 경우 업종구분이 통계자료상에 이루어지 

지 않아 시간적인 분포변화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1996년의 경우만을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동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업종은 

주로 90년대 이후에 주로 신설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된 업체의 대부 

분이 영동지역이나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입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그림 26>.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입지요인은 크게 시장요인， 전문노동력 요인， 정보.연계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차의 관련서비스와의 연계는 외부업체를 통한 구매 

와 관련이 되며(외부화) , 전문노동력은 내부에서 발생한다(내부화) . 이 두 요소는 

모두 인적자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부에서의 서 

비스 구매는 수요의 비표준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정도， 비용의 과다 등 여러 가 

지 요인에 달려있다. 전문노동력은 업체의 내부적인 투입요소로 이 부문을 중요 

시하는 업종의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서비스와 전문화된 공학관련서비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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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종은 전문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업무성격상 중요하다. 이에 비해 정보· 

연계비는 업무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것을 모두 내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이것은 집적이나 외 

부경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보·연계비는 매우 비표준화되어 있고 

그래서 투입구조에 있어 항상 변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것이 광고엽이다. 광고엽은 다양한 부수적인 기술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은 도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이들 업종의 

입지를 도섬로 편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떠 전체고차생산자;서비스 

1~년 

• 전체고차생산자서!j l스 
10C6년 

<그림 20> 서울시 구역별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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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시 법률.회계업 구역별 종사자수 비중변화 

3 

영동 기타지역 

<그림 22> 서울시 연구개발업 구역별 종사자수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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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법무.회계 1986년 

·법무.호|계 1996년 

띠연구개발 1986년 

l 연구개발 1996년 



도심 기타지역 

띠공학관련 1986년 

l 공학관련 1996년 

<그림 23> 서울시 공학관련서비스업 구역별 종사자수 비중변화 

口정보관련 1986년 

.정보관련 1996년 

<그림 24> 서울시 정보관련서비스업 구역별 종사자수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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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서울시 광고업 구역별 종사자수 비중변화 

단우1: 

<그림 26> 서울시 컨설팅업 구역별 종사자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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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차생산자서비스의 分布特性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분포변화의 특성을 좀더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몇가 

지 계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공간적 분포경향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업종별로 상위 207R 동의 구성비를 계산하였다(표 12). 1986년과 1996년의 비교 

를 위해 1996년의 행정동은 1986년에 맞추어 수정한 후에 구성비를 구하였다. 상 

위 5% 정도에 해당하는 207R 동의 구성비는 특정산업의 지역분포， 즉 산업분포의 

공간적인 분산정도를 일정시점 또는 시점간에 비교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특정 

산업의 입지분포 변동을 알 수 있는 척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성비의 

값이 클수록 특정지역에 대한 입지집중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업종별 상위 20개동 구성비 

엽 종 1986년 1996년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전체 60.3% 56.6% 

정보관련서버스엽 86.7% 73.3% 

법무.회계엽 68.1% 66.6% 

연구개발업 93.9% 75.8% 

공학관련서비스업 59.5% 57.6% 

광고엽 81.3% 67.1% 

경영상담.자료조사업 82.5% 
L_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업종별 상위 207R 동의 구성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구성 

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업종에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86년에 비해 1996년의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분포가 집중경향이 약화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1986년에는 도심 한 곳에 고차생산자서비스엽 

의 분포가 집중하였으나， 1996년에는 영동 및 여의도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도심， 여의도， 영동 둥 세 지역으로 분포가 분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반적인 구성비를 볼 때 아직 업종에 따라서는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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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정보관련서비스엽， 연구개발엽， 경영상담 및 자료조사업은 

상위 20개동의 구성비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영상담 

업 및 자료조사업의 경우 82.5%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업종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신설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이들 신설업체들이 대부분 여 

의도와 영동지역에 집중 입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분포가 

도심이라는 단일 중심지지향에서 도섬 여의도 영동이라는 다 중심지지향으로 변 

화함으로써 집중보다는 분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1986년 업종간 공간적 분포의 상관관계 (Pearson Correlation) 

상관계수 법무.회계 정보관련 연구개발 공학관련 광고엽 

법무.회계 1.000 

정보관련 0.221 1.000 

연구개발 0.138 0.382 1.000 

공학관련 0.368 1.000 

광고업 0.289 0.493 1.000 

(표 14) 1996년 업 종간 공간적 분포의 상관관계 (Pearson Corr리a디on) 

상관계수 | 법무 회계 | 정보관련 | 연구개발 | 공학관련 | 광고업 | 경영상담 
법무회계 I 1 어o I 

정보관련 I 0.443 I 1.000 

연구개발 I 0.232 

공학관련 

광고업 

경영상담 

0.31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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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생산자서비스의 일반적인 분포특성 중에 중요한 것은 고차생산자서비스들 

은 엽종간에 분포경향이 비슷한 방향으로 이루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업종간에 분 

포의 유사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986년과 1996년 각각 업종간 상관계수를 구해 보았다. 이 분석에서도 1996년의 

자료는 1986년의 행정구역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그 결과가 (표 13)와 (표 14) 

이다. 업종간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차생산 

자서비스엽간 입지의 유사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차생산자서비 

스업이 특정지역으로 집중 경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1996년의 경우 연구개발 

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엽종간에 상관계수값이 0.5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입지가 이들 업종간에 분포경향이 상당히 

유사함을 의미하며， 또한 이들 업종이 특정지역에 함께 뭉쳐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즉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업체들간에 소위 ‘연결입지(joint location) ’의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영동지역으로의 집중 

도가 커질수록 이들 업종이 함께 입지하는 경향은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고차생산자서비스의 분포특성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특 

정지역에 특정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이 어디에 전문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를 

위해 외부지향 고용치를 이용하였다22) 각 업종별로 계산한 외부지향 고용치의 평 

22) 외부지향 고용치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k 

c ~= e ~ e;~ e ei e 

c 7 : k 업 종， i 지 역 의 외 부지 향 고용치 

e f : k 업 종， 1 지 역 의 고용자수 

e t : i 지 역 전 업 종 고용자수 

e k 
: k 업 종 전 지 역 고용자수 

이 지수가 O보다 클 경우에 그만큼 외부지향， 수출관련 고용자수의 규모에 해당된 

다. 이 지수를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Coffey and 

Poles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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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지역， 평균에서 평균+1표준편차， 평균+2표준펀차， 평균+3 

표준편차， 평균+3표준편차 이상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하였으며<그림 27 - 32> , 그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15) 이다. 

업종별 주요 전문화 지역을 보면(표 15), 정보관련서비스엽의 중심지는 여의도 

지역과， 도심일부지역 그리고 강남의 삼성동， 잠실지역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지역 

과 도심일부지역은 정보관련 대규모 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정보관련 

서비스업들이 입지해온 지역이다. 특히 여의도지역은 한국 IBM, 3M, 한국 휴렛펙 

커드 등 컴퓨터 관련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 

남의 삼성동， 잠실지역은 대체로 소규모 신생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그 

림 27>. 

연구개발엽의 경우는 제조업체가 모여있는 공단지역 부근인 문래동， 가산동지역 

과 강남지역의 새롭게 연구개발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재동， 도곡동， 대치동， 

그리고 도심의 남대문로5가동 지역， 대학이 많이 있는 회기동 지역이 전문지역으 

로 나타났다. 대체로 서울시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문지역이 집중해 있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그림 28>. 

법무.회계엽은 도심의 종로1.27r동 소공동 태평로지역과 법원이 있는 강남의 

서초동， 역삼동 지역이 전문지역으로 나타났다<그림 29>. 

공학관련서비스엽은 강남구 전체지역이 전문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당산2 

동， 잠실지역으로 나타났다. 도섬에는 전문지역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0>. 

경영상담 및 자료조사엽 역시 도심보다는 강남지역에 전문지역이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주요 전문지역은 여의도동， 서초3동， 역삼1동， 삼성 1동지역과 대규모 여 

론조사기관이 있는 사직동 도심의 종로1.27r동으로 나타났다<그림 31>. 

광고엽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도심에 전문지역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 

분의 도심과 신사동 논현2동 지역이 주요 전문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심은 

오래 전부터 광고관련엽체들이 밀집해 온 지역으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강남지역 

으로의 전문지역 이전 및 분산이 탁월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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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서비스기능 외부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 

라 서울 생산자서비스 활동은 가속적으로 발전 할 것이며， 서울 산업공간의 분화 

와 지역적 전문화가 상당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삼옥， 남기범， 1998). 

(표 15) 업종별 주요 전문화 지역 

업 도~ 전문지역 

정보관련서비스엽 
남대문로5가동， 여의도동， 펼동， 삼성 1동， 

잠실6동 

연구개발엽 
문래동， 가산동， 양재 1동， 도곡2동， 대치 3동， 

남대 문로5가동， 회 기 동， 잠실6동 

법무.회계엽 
종로l.27}동， 소공동， 한강로2가동， 서초동， 

역삼동 

공학관련서비스업 당산2동， 강남구지 역 , 잠실6동 

경영상담 및 자료조사엽 
여의도동， 서초3동， 역삼1동， 삼성 1동， 

사직 동， 종로l.27}동 

광고업 도심， 신사동， 논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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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표훈휩차 
"3표훈휩차이상 

<그림 27> 서울시 정보관련서비스업 전문화지역 (1996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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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시 연구개발업 전문화지역(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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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廳E
S 

E그훨균이하 
찮줬훨균- 1표훈편 
震麗 1 - 2표훈휩차 
"2-3 표훈편차 
"3표훈흰차 이상 

<그림 29> 서울시 법무 · 회계업 전문화지역 (1996년) 

w廳E [그훨균 이하 
텐꽉훨균- 1표훈편차 
테깜눴 1 - 2표훈편차 
_2-3표훈편차 
_3표훈편차 이상 

<그림 30> 서울시 공학관련서비스업 전문화지역(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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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시 컨설팅업 전문화지역 (1996년) 

w廳E
S 

<그림 32> 서울시 광고업 전문화지역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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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차생산자서비스업 立地特性

기존의 서비스업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업종별 분포만을 파악하는데 그 

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엽체의 특성에 따른 입지의 양상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체의 특성중 개설시기 업체규모 조직형태 등 크게 3가 

지를 기준으로 하여 분포특성 및 변화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업체들이 영동지역의 성장을 주도했는지， 그리고 도심과 영동지역에 입지해 있는 

업체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1. 開設時期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중요한 특성은 대부분 업체들의 영업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 생기는 신설업체들이 주로 어디에 입지하느냐가 전체적인 분 

포경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설업체들이 주로 어디에 입지 

하는지를 분석하면 분포변화의 특성을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업종에 따른 개설시기별 비중을 알아보았다<그림 

33>.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72.3%) 1990년대 이후에 창업 

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전에 개설된 업체의 비중은 27.7%에 지나 

지 않았다. 특히 19990년대 이후의 창업비중이 높은 업종은 광고엽 (81.3%) ， 컨설 

팅엽 (82.1%)， 정보관련서비스업 (87.3%)였으며， 그중 컨설팅엽은 95년 이후에 창엽 

한 업체가 45.5%로 절반정도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엽은 제조업보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용이하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엽의 규모가 소규모인 것과 

도 연결이 된다. 이는 업체가 소규모일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가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조 

업에 치중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이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이 부 

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Bryson ， et al.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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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생산자서비스업 

광고업 

공학관련서비스업 

컨설팅업 

법률 효1 계업 

연구개발업 

정보관련서비스업 

0% 20% 40% 60% 80% 100% 

<그림 33> 업종별 개설시기별 비중(1996년현재) 

다음은 주로 신설업체의 분포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그림 34>. 1986년과 

1996년에 새로 창업한 업체들이 서울시내에서 주로 어디에 입지하는지를 분석하 

였다. 1986년 신설업체는 1985년과 1986년에 개설한 업체를 말하며， 1996년 신설 

업체는 1995년과 1996년에 개설한 업체를 말한다. 먼저 구역별 신설업체의 증가율 

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차생산자서비스는 도심의 경우 485개에서 294개로 절대수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동지역은 2687~ 에서 1.5007~ 로 46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지역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정보관련서 

비스업으로 23개에서 241개로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법률.회계엽은 다른 구역에 

서는 모두 절대수가 감소하였으나， 영동지역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관련 

서비스업도 도심은 63개에서 307~ 로 신설엽체의 절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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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창업 사업체 구역별 증가율(1986년 - 1996년) 

구역별 신설엽체의 비중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1986년 

에는 도심에 신설업체의 비중이 27.4%로 영동의 15.1%보다 높았으나， 1996년에는 

도심의 비중은 7.8%로 상당히 저하된 반면， 영동지역은 40%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5>. 그리고 1986년에는 신설업체의 전반적인 분포가 도심과 

여의도， 영동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향이었으나， 1996년에는 도심보다는 여의 

도， 영동지역 지향의 뚜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1986년에는 주로 도심， 여의도， 

논현동， 역삼동지역에 신설업체들이 많이 입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여의도， 서초 

동， 역삼동， 양재동지역에 신설업체들이 많이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3) 

업종에 따라서 신설업체의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정보관련서비스엽의 경우 

1986년에는 여의도의 비중이 높았으나 1996년에는 영동지역의 비중이 더 높게 나 

타났다<그림 36>. 1986년에는 여의도， 용산， 역삼동지역에 신설업체들이 많이 입 

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여의도와 더불어 논현동， 서초동， 양재동지역에 많이 입지 

23) 자세 한 분포는 부록의 지 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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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신설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법률.회계엽은 서초동으로 법원이 이전하면서 이 지역에 신설업체들이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6년에는 신설업체들이 주로 도심과 여의도， 역삼동지역에 

많이 입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도심외에 영동지역의 서초동과 역삼동지역에 집중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공학관련서비스엽의 경우 1986년에는 여의도， 구로동， 영동지역의 논현동， 서초 

동， 역삼동에 신설업체가 많이 입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영동지역의 논현동， 역삼 

동， 서초동， 양재동에만 집중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은 1980년대 중반부 

터 영동지역에의 집중이 시작된 것이 특정이다<그림 39>. 

광고엽의 경우 도심의 신설엽체 입지 비중이 1986년에 42.7%에서 1996년에 

21.6%로 감소한 반면에， 영동지역은 1986년에 14.5%였으나 1996년에 33.9%로 증 

가하였다. 1986년에는 도심과 여의도지역에 주로 신설엽체들이 입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도심 여의도지역과 더불어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서초동 등 영동지 

역에 상당수 신설업체들이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점은 대부 

분의 업종이 1996년 현재 도심의 창업비율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광고엽만 

은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 2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광고엽의 경우 관련업체와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이 이른바 광고관련업 

체의 ‘인큐베이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그림 40>. 

컨성팅업(경영상담 및 자료조사업)은 1986년의 경우는 분석할 수 없으나 1996년 

의 경우를 보면 여의도 서초동 역삼동 지역에 주로 신설업체들이 입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업종은 1995년 이후에 신설된 업체의 비중이 42.4%나 되기 때문 

에 신설업체의 입지가 전체 사업체 분포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41>. 

결국 고차생산자서비스업에서 영동지역의 비중증가는 신설엽체의 입지가 중요 

한 원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업종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리고 신설업체들이 주로 영동지역에 집중하여 입지한다는 사실에서 앞으로 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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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서비스엽의 영동지역 비중 증가가 가속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도심 

口전체고차생산자서비스업 1986년 

.전체고차생산자서비스업 1996년 

<그림 35>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신설업체 구역별 비중변화 

도심 

<그림 36> 정보관련서비스업 신설업체 구역별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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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여의도마포 

<그림 37> 연구개발업 신설업체 구역별 비중변화 

도심 여의도마포 영동 71타지역 

<그림 38> 법무.회계업 신설업체 구역별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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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여의도마포 영동 기타지역 

<그림 39> 공학관련서비스업 신설업체 구역별 비중변화 

도심 여의도미포 영동 기타지역 

<그림 40> 광고업 신설업체 구역별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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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도심 여으l.r!口 i포 영동 기E~I역 

<그림 41> 컨설팅업 신설업체 구역별 비중 

2. 業體規模

이 부분에서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분포경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 

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분포패턴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규모에 따라 선호하 

는 입지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는 업체의 규모를 사업장 면적과 종 

사자수의 규모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사업장 면적 50m2이하를 소규모 업체로， 100m2를 대규모 업체로 간주하여 

소규모 업체와 대규모 업체의 분포변화를 각각 고찰하였다. 소규모 사업장과 대규 

모 사업장 모두 도심의 비중감소와 영동지역의 비중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도심의 비중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2>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소규모사업장의 비중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는 새로 설립되는 업체의 규모가 대부분 소규모라는 것을 가정할 때 영동지역에 

소규모 사업장의 증가는 도심의 업체의 감소보다는 신설업체들이 주로 영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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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지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도심 

口전체고차생산자서비스 1986년 

.전체고차생산자서비스 1996년 

여의도마포 。~~
00 기타지역 

<그림 42> 사업장 면적 50m2 이하 사업체 구역별 비중변화 

口전체고차생산자서비스 1986년 

·전체고차생산자서비스 1996년 

도싱 여의도마포 영동 기타지역 

<그림 43> 사업장 면적 100m2 이상 사업체 구역별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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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50m2 이하 사업체 구역별 증가율(1986년 - 1996년) 

50m2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엽종별 증가율을 보면 도심을 제외한 여의도와 

영동， 기타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4>. 정보관련서비스엽 

은 영동지역이 147~ 에서 479개로 30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도심도 다른 

업종에 비해 24개에서 83개로 증가하여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지역의 증가도 다른 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1，647%)을 보이는 것 

이 특징이다. 

법무.회계엽의 경우 영동지역이 957~ 에서 1 ，6757~ 로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설엽체의 영동지역 입지와 더불어 

기존 업체의 도심에서의 이전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학관련서비스업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이 도심에서는 122개에서 1127~ 로 절 

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영통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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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고엽 역시 여의도와 영동지역이 10배이상의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 

나，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심의 소규모 사업장의 증가율이 (236.5%)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역별 비중에서도 다른 세구역에 비해 아직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관련 업체와의 연계가 중요한 입지특성인 광고엽의 

특성상 기존의 도섬에 있던 업체가 영동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100m2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동지역의 비중이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37.6%) 대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47.7%)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사업 

장의 경우 오피스공간의 수요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영동지역 지향이 뚜렷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영동지역에 거의 절반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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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100m2 이상 사업체 구역별 증가율(1986년 -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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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증가율의 차이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과 유사하게 도심 

보다 영동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도 

심이 226개에서 1147R 로 절대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종에 

서 도심이 절대수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그림 45>. 특히 법률 • 회계 

업， 공학관련서비스업， 광고엽은 영동이외의 나머지 세구역 보두 절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장이 도심을 포함한 세구역에서 감소한 것을 다양하 

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구역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일부분이 

영동지역으로 이전을 하였거나 또는 세구역에 있던 중소규모업체가 규모가 커지 

면서 오피스 공간의 확충을 위해 영동지역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많다. 즉 영동 

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대부분 이곳에 새로 창업한 신설업체일 가능성이 많으 

나， 대규모 업체들은 영동이외의 구역에서 일부가 이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종사자수 규모에 따른 구역별 비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종사자수의 규모에 

따라 4인이하의 업체를 소규모 업체로 30인이상의 업체를 대규모의 업체로 간주 

하여 고찰하였다. 이 자료는 1986년 자료의 미비로 1996년의 자료만을 가지고 입 

지 경 향을 고찰하였다<그림 46> <그림 47>. 

전체적으로 볼 때 소규모 업체와 대규모 업체의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지는 않다. 도심 여의도 영동지역 집중 경향이 규모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도심에의 집중이， 대규모 업체의 경우 영동지역 

에의 집중경향이 상대적으로 좀더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도심에 소규모 업체의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은 상당수 광고엽의 집중 영향 때문이다. 대규모 

엽체들은 영동지역 전지역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특정을 보이고 있 

다. 

정보관련서비스엽의 경우 소규모업체는 기타지역에 (59.6%) 집중되어 있으며， 대 

규모업체는 영동지역에 (44.4%)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관련서비스업도 

소규모 업체는 기타지역에 68%가 분포하고 있으며 대규모 업체는 영동지역에 

45.9%가 분포하고 있다. 광고업의 경우는 도심에 소규모 업체의 37.2%가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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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영동지역에는 대규모 업체의 32.4%가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대한 분석에서도 사업장 면적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즉， 대규모 엽체들은 영동지역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는 기타지역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업체의 영동지향 입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영\갖&흥셋*잊 &갖1생@ ‘ β6\까엇 썽잇잊 었*쩔 수β앙\갖 
앙양혔 양 “ 쳤양% A감냉냥 ‘ 

〉ν

<그림 46>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 구역별 비중(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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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종사자 30인 이상 사업체 구역별 비중(1996년) 

3. 組織形態

조직형태에 따른 도시내 분포변화는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특성을 파악하 

는데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조직형태별 증가율을 보면<그림 48> , 단독사엽체 

보다는 본사나 지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차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계열화 추세를 반영한다 하겠다. 특히 지사는 10년간 4배이상의 증가를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볼 때， 지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공학관 

련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관련서비스는 본사나 지사의 증가율보다는 단 

독사업체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정보관련서비스엽은 공간적 계열화를 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고업의 경우 지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독 사업체의 증가율도 상당히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광고엽 역시 공간적 계열화에 필요성이 약한 업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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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조직형태별 증가율(1986년 - 1996년) : 서울 

본사의 분포를 보면<그림 49> , 전체적으로 볼 때 영동지역과 여의도.마포의 비 

중이 도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면에서는 컨설팅업의 영동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의 분포를 보면<그림 50>, 본사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법무.회계엽의 경우 도심에 본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사의 비중은 영동지역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엽은 여의도.마포지역에 본사의 비중이 다른 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 

이다. 그러나 대체로 본사의 분포와 지사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규모가 작고 공간적 계열화가 주로 주변이나 서울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고차생산자서비스의 규모가 커지 

고 이에 따라 공간적 계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본사와 지사간의 연결분포 형태와 조직형태에 따라 

엽무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도시구조를 이해하는 

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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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업종별 본사의 구역별 비중(1996년)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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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업종별 지사의 구역별 비중(1996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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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과 논의점 : 高次生훌者서비스의 分布變化

지금까지 고차생산자서버스엽의 분포 변화를 업종과 특성(개설시기， 규모， 조직 

형태)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고차생산자 

서비스업의 분포패턴의 변화와 분포변화의 주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 

자. 

전반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도심의 비중은 감소하고 이에 비해 영동지역은 비 

중이 증가하는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의 변화를 야기시킨 주요 

동인은 도심의 절대적인 감소보다는 신설업체의 영동지향 입지인 것으로 나타났 

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업종들은 대부분 신설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는 

신설업체가 어디에 입지하느냐가 전체적인 분포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모면에서 볼 때 신설업체의 영동지향 입지는 소규모 업 

체의 영동지향 입지로 이어지게 된다. 신설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 

문이다. 한편 중요한 점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영동지역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 

실이나 증가율로 볼 때 도심의 절대수가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업체는 영 

동지역 비중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도심의 절대수 감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도심에 있던 대규모 업체가 

소멸을 했거나， 다른 하나는 도섬에 있던 대규모 업체가 영동지역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영동지역에 소규모 업체와 대규모 업체 두가지 모두 비중이 증가를 하 

였으나， 소규모 업체의 증가는 신설업체의 영동지향 입지의 영향이며， 대규모 업 

체의 증가는 도심의 상대적 감소와 도심에 있던 대규모 업체의 영동지역으로의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업종별 입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련 업체와의 연 

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 

가 광고업이다. 이 업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도섬에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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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성장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선설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 

는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게 된다. 이 경우 역시 집중도가 높 

게 나타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도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 

의 경우 오히려 도심보다는 영동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정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경영상담업 및 자료조사업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주로 기존의 업체 주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신규개설 업체의 

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집중도가 높다는 가설과 연결이 된다. 

한편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업종에 따라 시장구조와 공간성의 수준에 따라 질 

적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각 업종의 입지특성은 제공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의 표준화 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표준화 정도가 높은 엽종일수록 시 

장구조가 비계층적이 되고 입지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기 보다는 상당히 

분산적인 입지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업무특성을 금융업 

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한 것이 (표 16) 이다. 

(표 16)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형태 

업종형태 표준화 정도 시장구조 거리에 대한 민감도 

금융업 높읍 경제척 기반 비공간적 

컴퓨터 및 자료처리 

공학 및 건축관련업 

회계 및 법률업 

경영 및 자문업 

광고업 낮음 계충적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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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엽에서 광고업으로 갈수록 원거리 접촉보다는 개인적인 대면접촉이 중요시 

되고， 이에 따라 입지에 있어 거리에 민감하고 계층적 시장흐름에 따르게 된다. 

높은 수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가 금융업이다. 거래의 상당 

부분이 표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이 지역 국가 국제시장간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해준다(Sassen， 1991).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텔리커뮤니케이 

션 체계를 통해 범세계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거래가 거리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광고업 같은 서비스엽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독특성과 공급자와 소비자간 빈번한 개인적 접촉의 필요성에 의해 표준화가 상당 

한 제약을 받는다. 이 경우 텔리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원거리 접촉보다는 대면접촉 

이 중요시된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들은 거리에 민감하게 되고 계층적 시장흐름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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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차생산자서비스로서 l훌告關聯塵業의 

서비스生塵過程과 立地特性

본 장부터는 고차생산자서비스엽 중에서 광고업을 사례로 분석을 하였다. 광고 

엽은 입지선택시 공간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 광고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엽은 서비스업 중에서 관련 생산자서비스가 매우 다양한 업종이다. 

광고관련산업에는 광고회사 기획 · 편집회사 CM. 영상제작사， 마케팅 · 리서치회 

사， 광고사진스튜디오， 매체대행사， 카피전문회사， 일러스트레이션 회사， 인쇄 · 제 

판회사， 모델에이션시 등이 있다. 광고라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 

은 관련업체들이 다양한 전문기능을 투입하고 었다. 

둘째， 제조업에서도 여타 관련산업과의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자동차， 조 

선 등)이 있는 것처럼 고차생산자서비스업에도 다른 거엽과의 연계가 많이 이루 

어지는 엽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광고엽이다. 광고엽은 여러 기업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셋째 광고관련산업의 분포나 집적지 형성이 외부의 간섭이나 정책적인 유도없 

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중요한 선정이유이다. 광고관련엽체들이 특정지 

역에 집적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정책적 간섭 없이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넷째， 광고엽의 경우 고차생산자서비스엽 중에서 도심으로의 집중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 업체의 도심집중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엽의 입지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련 업체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이들 기능을 도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광고업의 분포패턴이 서 

울의 도시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어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와의 역학관계를 파악하 

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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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고차생산자서비스업으로서의 廣告關聯훌業 

1. 산업으로서 광고관련산업의 搬念과 特性

광고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이자 기업의 마케팅을 촉진시킴 

으로서 생산과 판매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효율적인 광 

고시스템은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광고를 산업이라고 

정의하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광고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제 

주체와 그들의 관련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산업분류의 기능적 측면에서 광고산업은 여타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관련서비스 

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에서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에는 광고업， 

컨설팅엽(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법무 · 회계업， 엔지니어링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세계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에 

필수적인 광고，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 사업관련서비스업 또는 고차생산자서비스 

엽이 새로운 성장산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OECD는 1997년부터 사업관련서 

비스업을 전략사업서비스(Strategic Business Services)로 정의하고， 신산업.서비스 

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모범 정책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연 

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최봉현， 1999), 

더구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네트워크화가 촉진되고， 

인터넷， 디지털 TV 둥 새로운 매체의 동장으로 세계 광고산업의 규모는 더욱 증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광고회사의 글로벌 

화， 네트워크화， 대형화가 촉진되고 었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산업연관표 자료상의 광고엽 제조원가 구성을 보면， 1997 

년 광고업체들은 총 9.120억 원의 제조원가를 지출하였다. 제조업과 비교해보면， 

재료비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에 경비의 비중은 69.4%로 매우 높다. 또한 인건 

비는 제조업에 비해 약 두배에 달한다. 경비의 구성을 보면 외주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의 45.4%로 매우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CF제작 등 전문성이 높은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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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외부 프로덕션에 아웃소싱하기 때문이다. 결국 광고엽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수준이 다른 업종 

에 비해 높고 최종 생산품이 창의적 작업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고산업 

은 전문지식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산업의 핵심축은 다양한 광고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광고산업은 상호작용하 

는 여러 조직체 또는 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광고주는 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광고활동은 광고회사， 매체， 조사기관 

등에 이르는 지원조직의 지원을 받고 한편으로 시장이나 소비자들과 교류한다 

CMyers, A. , 1982:5). 광고회사는 주로 광고주와 매체 사이에서 매체의 시간과 지 

면을 구매하면서 광고주와 또 한편으로는 매체와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는 각각 자체의 조직안에 조사부서를 두거나 외부의 조사기관을 

이용한다. 

광고조직은 @광고회사，(2)광고주，@매체，@광고관련집단 네가지로 나누고， 마 

지막 광고관련집단에 제작서비스，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부띠크 

CCreative boutiques) , 아트스튜디오， 조사회사 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CWaston， 

S.D .. Barban A.M .. 1982:148). 

결국 광고회사는 광고주를 위해 메시지를 제작하고 그것을 전할 매체를 선택， 

구매하는 일을 맡는다. 따라서 광고산업은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의 세가지 요소 

의 상호작용관계로 이루어진다. 소비자가 생산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찾도록 만들 

기 위해 인쇄매체의 흰 지면과 방송매체의 빈 시간을 광고라는 영향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광고회사인 것이다. 광고회사란 @ 하나의 독립된 기업체이며，(2) 창작 

과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들은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광고매체에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하며 @ 대행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업체를 위해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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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관련 산업 의 業務特性

광고회사는 광고기능 전반을 다루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 

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광고주의 문제와 기회를 분석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 

시하며 모든 매체의 제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둥이 포함된다. 또한 최대효 

율을 올리는데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광고회사들은 새로운 부서나 자회사 들을 설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광고주들은 PR, 세일즈 프로모션， 패키지디자인， 다이 

렉트마케팅 등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종합광고회사를 선택하고 있다. 

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광고회사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편이다. 풀 

서비스는 큰 광고회사 뿐만아니라 가장 작은 광고회사에서도 관련업체와의 연계 

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광고회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합광고회사 

모든 업종의 고객을 위해 광고활동을 대행함은 물론 모든 형태의 광고매체에 광 

고물을 게재 또는 방송한다. 즉 이들은 완전한 서비스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종 

합광고회사(full-service agency)이며， 광고업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원수， 

1988, p.221) 광고회사중에는 방송광고와 인쇄광고를 모두 대행하는 업체가 대부 

분이지만， 방송광고와 인쇄광고 한가지에 대해서만 대행을 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다. 

@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회사 

여기에는 광고물제작이나 매체대행 둥 정해진 일정한 종류의 서비스만을 제공하 

는 대행사가 속한다. 이들 대행사를 선태할 경우 광고계획수립이나 업무조정 등의 

업무는 광고주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광고제작이나 매체집행을 위한 전략적 방 

향을 지시해야만 한다. 

@ 계열광고회사(In - house agency) 

광고주의 내부에 속해있는 광고회사를 말하며， 완전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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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혹은 부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계열광고회사를 설립하는 주된 이 

유는 광고주가 다른 종합광고회사와 비슷한 서비스수준 혹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믿거나 외부 광고회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경비절감면에서 유리하 

리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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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광고관련산업 간의 상호작용 

광고회사의 각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네 부문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조에 의해 광고회사의 업무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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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김원수， 1988:240), 

첫째， 관리 (administration)부문으로 이들은 광고회사의 경영이나 업무관리를 담당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둘째， 광고제작kreative production)부문으로 카피라이터， 그래픽디자이너， 프로듀 

서 등 광고캠페인이나 광고물을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 부문에 속한다. 

셋째， 마케팅서비스(marketing service)부문으로 이들은 매체나 조사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들로 소비자조사나 매체구매 모델 둥을 개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넷째， 고객서비스(c1ient service)부문으로 AE(account executive)가 여기에 속하는 

데， 이들은 광고기획업무를 담당하며，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사이에서 두 조직을 

연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광고회사의 업무중에는 광고주와의 연락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러한 연락업무 

는 주로 AE가 담당하며 작은 대행사의 경우 사장자신이 하기도 한다. 큰 대행사 

의 경우 어카운트 수퍼바이저 (account supervisor) 밑에 한명 내지 수명의 어차운 

트를 두기도 한다， AE의 주 임무는 대행사의 의견을 광고주 측에 전하고， 또한 

광고주의 의견을 대행사에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려면 AE는 대행사의 모든 

기능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광고주의 사업과 제품특성에 대해 세부적 

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는 대행사가 작성한 카피와 레이아웃， 라프 및 완 

성된 아트， TV 스토리보드 및 라디오 CM을 제출하여 광고주의 승인을 얻는다. 

AE는 대개 광고주의 판매회의에 참석하여 그 일부를 맡기도 한다. 

제작담당자(크리에이티브)는 광고제작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로 세 부분의 전 

문가， 즉 카피라이터 (CW) ， 아트디렉터 (AD) ， 필름제작자(PD)들로 이루어져 있다. 

종종 카피라이터겸 아트디렉터 아트디렉터겸 PD하는 식의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예외적이며 대부분 한가지 분야에 전문역할을 하게된다. 

카피라이터 (CW)는 광고문안을 쓰는 사람들로 광고물을 읽고 말하기 용이하도 

록 하나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모양을 만들어낸다. 

아트디렉터 (AD)는 컨셉트를 그래픽으로 형상화 해내는 사람이다. 먼저 그는 레 

이아웃이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낸 다음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글자체 등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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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아이디어가 성공을 이 

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인쇄광고와 관련이 된다. 

프로듀서 (PD)은 광고회사에서 CM제작의 책임을 맡는 사람이다. 이들은 처음부 

터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디어가 정해지기 전에 조언을 하며， 프로듀서 크리에 

이티브에 기여를 한다.CM이 합의가 되면 프로듀서는 적절한 스튜디오를 선택하 

고 입찰이나 스튜디오 계약에 관한 재정상， 사업상 결정에도 참여한다. 그는 최종 

제작단계에서 아이디어가 필름이나 테입으로 옮겨지도록 산파 역할을 하는데 주 

로 방송광고와 관련이 된다. 

제작담당부서의 인원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비스부(고객담당부서)와 비슷 

하며 마케팅부와 리서치부를 합하는 것보다 크다. 제작부의 명성을 얻고자하는 광 

고회사는 제작부를 가장 큰 단일 부서로 만들기도 한다. 

이외 광고관련서비스기관으로 크게 미디어랩， 조사회사(리서치)， 전문제작회사가 

있다. 미디어랩은 특정한 매체사에 전속해서 그 스페이스나 시간을 광고주나 대행 

사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매체사에 지불하고 수수료를 얻는 대행사를 말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이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미디 

어랩사의 성장이 미미한 편이다. 

조사회사는 광고주나 대행사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중요한 관계기관이다. 광고회 

사에는 마케팅 서비스안에 가장 주요한 리서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행사의 조사 

부서는 제품， 시장， 소비자 등에 대해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문조사회사 

의 조사보고의 검토를 맡게 된다. 자체의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전문적인 외부 

조사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제작회사는 프로덕션 서비스로 광고주나 그 대행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흔히 

프로덕션(produc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광고제작 가운데 인쇄공정과 관련되 

는 작엽과 라디오나 TV프로그램， 커머셜의 제작이 행해진다. 아트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션， 원색분해， 인쇄소， 필름프로덕션， 녹음스튜디오 둥이 여 

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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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관련산업의 分類 및 特性

광고관련산업중 서비스생산과정과 관련된 업체는 크게 광고회사， 인쇄광고관련 

업， 방송광고관련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 옥외광고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옥외광고는 전문서비스업으로서의 특성이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광고회사는 직접 광고주와 접촉하면서 광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과 전 

략을 싼다. 크리에이티브(제작)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관련 업체와 

의 협력관계를 통해 광고서비스를 제작한다. 

인쇄광고관련업은 지면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된 업체들로 광고주와 직접 접촉 

을 하기도 하지만， 광고회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광고회사의 제작업무를 도와준 

다. 관련업체로는 기획 · 편집사， 사진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션， 원색분해 • 제판， 

인쇄 등이 있다. 

방송광고관련엽은 방송 또는 전파를 이용한 광고와 관련된 업체들로 대부분 광 

고회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회사의 제작업무에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 

관련업체로는 프로덕션， 녹음스튜디오， 포스트프로덕션， 무대장치， 조명， 모텔에이 

천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회사 인쇄광고관련엽 방송광고관련엽 등 세 부문으로 나누 

어 이들 업체들의 입지특성이 어떠한지， 서비스생산과정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 

는지 분석할 것이다. 먼저 광고엽이 지식집약서비스업으로서 어느 정도 특성을 지 

니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기술집약도 비표준화(맞춤)정도 소비자(광고주 

나 고객)의 참여정도 관련업체와의 연관성 정도를 조사하였다(표 17)24) , 

24) 자세한 분포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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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광고업의 고차생산자서비스로서의 특성 (5점 척도) 

전문기술집 비표준화 
광고주나 관련업체와 

주문업체의 의 연관 
약 정도 정도 

영향력 정도 

광고회사 4.43 4.22 4.24 3.62 

인쇄광고관련사 4.46 3.85 4.13 4.05 

방송광고관련사 4.54 4.18 4.36 4.36 

전 체 4.47 4.04 4.22 3.97 

ANOVA F=0.190 F=1.908 F=0.822 F=3.979 

분석결과 Sig=0.827 Sig=0.153 Sig=0.442 Sig=0.02( *) 

(자료 : 설문) 

전체적으로 볼 때 광고엽은 고차생산자서비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문기술집약 정도 생산하는 서비스의 비표준화 정도 생산과정에 고객의 참여 

정도， 관련업체와의 연관 정도 모두에 5점 중에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점수를 주 

었다. 광고관련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전문기술집약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 

타났으며， 생산하는 서비스 형태가 표준화되어 있기 보다는 그때 그때 소비자의 

요구에따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생산과정에 소비자의 참 

여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관련업체와의 연관정도도 매 

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광고관련산업들이 전문지식집약서비엽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생산과정에 고객 및 관련업체와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관련업체와의 연관 정도에서 ANOVA 분석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광고회사가 다른 두 관련사보다 연 

관 정도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광고회사가 이들 관련사들처럼 

관련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직접적인 특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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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광고관련산업의 分布패턴과 立地特性

1. 광고관련 산업 의 專門機能別 分布패 턴 

먼저 서울시내 광고관련업체의 전문기능별 지역별 분포를 고찰하였다. 지역적 

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고회사와 방송광고관렵업의 경우 영동 

지역에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비해 인쇄광고관련엽은 도섬에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특히 방송광고관련엽은 영동의 비중이 8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 

지역에 집적지의 형성이 탁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8). 

(표 18) 광고관련업체의 지역별 분포(1998년) (단위 : %) 

꿇책풋~ 도심 
여의도· 

영동 기타 계 (n=) 
마포 

광고회사 26.0 11.3 48.7 14.0 100 (150) 

인쇄광고관련 69.3 3.7 20.7 6.3 100 (348) 

방송광고관련 7.0 2.8 80.3 9.9 100 (213)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개설시기별 분포를 보면 90년대 이후에 개설한 업체들의 입지는 주로 

영동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90년대 이전에 개설한 업체들은 

주로 도심지역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설시기가 오래될수록 

도심에의 개설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신설업체일수록 영동으로의 

입지지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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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광고관련업체의 개설시기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 %) 

~개~설~시기활~ 지역별 
도심 

여의도· 
영동 기타 계 (n=) 

마포 

95년 이후 20.1 4.9 64.4 10.4 100 (164) 

90년 - 94년 30.5 6.4 54.3 8.9 100 (282) 

85년 - 89년 58.8 6.2 25.4 9.6 100 (177) 

84년 이전 61 .1 4.9 29.2 4.9 100 (144)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표 20) 광고관련업체의 업체규모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 %) 

~업~체~규모혈----- 지역별 
도섬 

여의도· 
영동 기타 계 (n=) 

마포 

4인 이하 55.0 4.5 34.8 5.6 100 (89) 

5인- 15인 32.1 6.7 50.6 10.6 100 (417) 

16인- 30인 37.1 7.1 49.3 6.4 100 (140) 

31 인 이상 38.8 7.8 44.7 8.7 100 (103)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엽체편람， 광고연감) 

규모면에서는 4인 이하 소규모 업체의 경우 도심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규모이 

상의 업체는 도심보다는 영동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20). 

(1) 광고회사 

광고회사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990년과 1998년의 분포를 비교할 때 집중지역 

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영동지역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2> 

과 <그림 53>은 1990년과 1998년 현재 광고회사의 분포를 지도상에 찍어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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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개의 점은 한 업체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도심지역과 영동지역， 여의 

도 · 마포지역이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동지역의 증가가 더 두드러 

지고 있다. 이는 광고회사가 도심지역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는 반면，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신설업체가 영동지역에 입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 

석할 수 있다(표 21).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광고회사의 경우 거의 절반이상이 

영동지역에 입지하였다. 

광고회사의 경우 설립시기로 볼 때 1990년 이후에 설립된 업체가 전체 업체중 

73.4%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 설립된 업체들은 주로 영동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업체들은 도심지역에 분포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설립시기가 최근일수록 영동지향의 입지가 두드러 

짐을 알 수 있다. 

(표 21) 광고회사의 개설시기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 %) 

않꿇그켠풋 도심 
여의도· 

영동 기타 계 (n=) 
마포 

95년 이후 18.2 7.3 52.7 2l.8 100(n=55) 

90년 - 94년 27.3 10.9 50.9 10.9 100(n=55) 

85년 - 89년 36.4 13.6 40.9 9.1 100(n=22) 

84년 이전 33.3 22.2 38.9 5.6 100빠18) I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 120 -



5 0 ·I 

w뿔E 

<그림 52> 서울시 광고회사 분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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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울시 광고회사 분포(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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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광고회사의 업체규모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 %) 

밟꿇책풋 도심 
여의도· 

영통 기타 계 (n=) 
마포 

5인- 15인 16.9 10.2 52.5 20.3 100(n=59) 

16인- 30인 22.5 15.0 55.0 7.5 100(n=40) 

31 인 이상 39.2 9.8 39.2 11.8 100(n=51) 
•L- __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규모면에서는 중소규모업체 (30인이하)가 전체 업체중에서 66%를 차지하고 있 

다. 종사자수 규모면에서 중소규모 광고회사의 경우 영동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 

로 높았으며， 대규모 대행사는 도심과 영동지역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설립시기가 최근인 업체는 영동지역에， 오래된 업체는 도심지역에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이 된다(표 22). 

결국 광고회사의 분포는 서울의 3핵을 중심으로한 도시구조를(도심， 여의도， 영 

동)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 세 지역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분포형태는 1990년과 1998년 양 시기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인쇄광고관련업체 

인쇄광고관련업체를 크게 기획 · 편집회사， 광고사진스튜디오， 원색 · 제판， 기타 

(카피， 일러스트레이션， CI 둥)로 구분하여 1990년과 1998년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림 54> <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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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서울시 인쇄광고관련엽체 분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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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서울시 인쇄광고관련업체 분포(1998년) 

주 : 원은 집적지역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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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과 1998년의 분포경향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충무로주변 집적지가 계속해 

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영동지역에 또 다른 집적지의 형성 가능성이 나타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창업하는 엽체의 상당수도 충무로 집적지 주변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인쇄광고관련업체간의 제작네트워크가 이들 업체의 

이전을 저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집적지 주변지역에라도 입지함 

으로써 네트워크 효과 또는 집적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영동지역에 점차 새로운 집적지가 형성되면서 충무로와 신사동 두 지역이 

인쇄관련광고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 

개설시기별로 볼 때 1990년 이후에 설립된 업체가 전체 업체중 45.1%를 차지하 

고 있어 광고회사에 비해서는 신설업체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는 기존 업체간 

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신규업체가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분포를 볼 때 최근으로 올수록 영동지역의 비중이 높아지지만 

아직 도심으로의 입지지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표 23). 

(표 23) 인쇄광고관련사의 개설시기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 %) 

짧꿇편켠~ 도심 
여의도· 

영동 기타 계 (n=) 
마포 

95년 이후 61.8 0.0 32.4 5.9 100(n=34) 

90년 - 94년 53.7 5.7 31.7 8.9 100(n=123) 

85년 - 89년 78.5 3.7 9.3 8.4 100(n=107) 

84년 이전 83.3 2.4 14.3 0.0 100(n=84)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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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쇄광고관련사의 엽체규모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 %) 

밟꿇책호 도심 
여의도· 

영동 기타 겨Il<n=) 
마포 

4인 이하 71.9 1.8 21 .1 5.3 100(n=57) 

5인- 15인 59.6 6.2 24.7 9.6 100(n=178) 

16인- 30인 78.3 0.0 19.6 2.2 100(n=46) 

31 인 이상 82.6 0.0 17.4 0.0 100(n=23)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규모별로 볼 때 15인이하의 중소규모의 업체비중이 77.3%를 차지하고 있어 업 

체의 규모가 상당히 영세한 편이다. 규모별 분포를 보면 역시 규모에 상관없이 도 

심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소규모보다는 중규모(5인 -15인)에서 영동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 24). 

(3) 방송광고관련사 

방송광고관련업체를 크게 프로덕션사와 녹음스튜디오， 포스트프로덕션， 기타(조 

명， 미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1990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포스 

트프로덕션 전문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시기에서는 제외하였다. 

1990년과 1998년 양 시기의 분포변화의 특징은 도심지역에 있던 업체의 상당부 

분이 영동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새롭게 영동지역의 집적지 형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동지역 중 특히 신사동지역은 도심에서 이전해온 업체와 1990년 

대 이후 신설된 업체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방송광고관련 업무가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적지가 형성되었다<그림 56> <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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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서울시 방송광고관련업체 분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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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서울시 방송광고관련업체 분포(1998년) 

주 : 원은 접적지역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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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송광고관련업체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1994년에서 1995년경이다. 이 

시기는 특히 광고회사의 설립이 급증하던 시기로 창업하는 업체들이 주로 영동지 

역을 중심으로 입지하였으며， 대형 프로덕션들이 이 곳으로 이전하면서 광고회사 

와 대형 프로덕션을 따라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업체의 이전에 따 

라 이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던 관련 업체들이 뒤이어 이전을 하였으며， 신설된 업 

체들도 주로 신사동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새로운 집적지가 형성된 것이다. 

개설시기별로 볼 때 68.7%가 1990년 이후에 설립된 업체들로 대부분이 (92.1%) 

영동지역에 입지하여 신사동에 집적지를 형성시킨 주 요인이 되었다(표 25). 

(표 25) 방송광고관련사의 개설시기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 %) 

앓밟갤풋 도심 
여의도· 

영동 기타 겨Il(n= ) 
마포 

95년 이후 0.0 3.2 92 .1 4.8 100(n=63) 

90년 - 94년 0.0 1.3 88.8 10.0 100(n=80) 

85년 - 89년 16.7 8.3 63.9 11 .1 100(n=36) 

84년 이전 26.5 0.0 55.9 17.6 1어(n=34) I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규모면에서는 15인이하의 중소규모업체의 비중이 78.4%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영세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6인 이상의 대규모 엽체들은 대부분 영동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광고관련사의 신사동시대를 도래시킨 주 요인이 

대규모 업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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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방송광고관련사의 업체규모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 %) 

앓효편호 도섬 
여의도· 

영동 기타 계 (n=) 
마포 

4인 이하 15.8 5.3 68.4 10.5 100(n=19) 

5인- 15인 7.6 2.1 79.9 10.4 100(n=144) 

16인- 30인 3.6 3.6 89.3 3.6 100(n=28) 

31 인 이상 0.0 0.0 82.4 17.6 100(n=17)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2. 광고관련산업의 立地要因과 特性

광고관련업체들이 입지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 

았다(표 27). 광고회사의 경우 특정지역은 아니지만 특정지역 근처(區정도 범위)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 어디든지 좋다고 

응답하여 관련사에 비해 입지에 대해 상당히 자유로운 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에 비해 인쇄광고관련사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역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어 (86.5%) 입지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관련사도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역 근처에 입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 

이 95.5%로 역시 관련업체와의 연계를 고려한 집적지에의 입지를 상당히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었다. 관련전문업체의 입지는 관련업체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집적지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 집적지에 대한 입지지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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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광고관련산업의 입지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특정지역 
서울 수도권 전국 

특정지역 근처(區 합계 
어디든지 어디든지 어디든지 

범위) 

광고회사 5.4% 54.1% 37.8% 0.0% 2.7% 100% 

인쇄광고관련사 28.8% 57.7% 7.7% 1.9% 3.8% 100% 

방송광고관련사 18.2% 77.3% 0.0% 0.0% 4.5% 100% 

(자료 : 설문) 

다음으로 광고관련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7가지의 입지요인의 중요도를 물어보았다(표 28)25). 

광고회사의 경우 정보이용을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그 다 

음이 관련 업체와의 인접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건물 

의 특성이나 교통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었으나， 주 고객과의 인접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입지요인에 대한 중요도 (5점 척도) 

입지요인 광고회사 
인쇄광고 방송광고 

관련사 관련사 

여기서 사업 시작 2.89 3.08 2.68 

주 고객 가까이에 3.30 2.88 3.13 

관련 업체와 가까이 3.76 3.90 4.41 

정보 이용 4.03 4.13 3.68 

건물의 임대료 및 시설 3.73 4.02 3.91 

전문 노동력 3.65 3.87 4.05 

교통 3.73 4.19 4.14 
, 

(자료 : 설문) 

25) 자세 한 분포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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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관련사도 정보의 이용과 건물의 특성， 관련업체와의 인접을 중요한 입 

지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주 고객에 대한 인접에 대해서는 중요한 입지요인으 

로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방송광고관련사도 관련엽체와의 인접을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생각하고 있 

었으며， 그 다음이 교통， 건물의 특성을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 부문 모두 주 고객에 대한 인접보다는 정보이용이나 건물의 특 

성을 중요한 업지요인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어 광고관련산업은 시장지향의 입지 

보다는 노동비지향， 정보 · 연계비지향의 입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전문지식생산 

자서비스업임을 알 수 있다. 

(표 29) 업체이전 의사 유무 

현위치 현위치 그외 서울외 다른 01 처~ 
합계 

주변지역 區지역 서울내 수도권 지역 의사無 

광고회사 40.5% 8.1% 27.0% 0.0% 0.0% 24.3% 100% 

인쇄광고 
50.0% 12.5% 14.6% 4.2% 2.1% 16.7% 100% 

관련사 

방송광고 
44.9% 13.1% 17.8% 1.9% 0.9% 27.3% 100% 

관련사 

(자료 : 설문) 

추후 업체 이전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이전의사 

가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대부분 이전지역을 지금 입지해 있는 지역의 주변지역으 

로 한정하고 있다(표 29). 인쇄광고관련사는 50%가 현 위치 주변지역으로 이전지 

역을 한정하겠다고 웅답하여 이전지역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회 

사는 서울지역내 어느곳으로 이전해도 좋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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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들이 이전을 하더라도 현 위치 주변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역 

시 관련엽체와의 네트워크를 쉽게 깨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집적지 

를 벗어나서 집적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경향은 실제로 이전한 업체의 이동방향을 조사한 바에서도 나타났다. 

3. 광고관련산업의 移轉 內容

광고관련산업의 입지에 관련업체와의 연계와 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체 이전의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업체를 이전한 경우를 조사해 보았다. 광고업체편람과 광고연감에 나와 있는 전체 

업체를 조사하여 주소지가 바뀐 경우를 찾아서 이전한 방향과 지역을 분석하였다. 

세 업체유형의 이전이 모두 주로 주변구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광고 

회사의 경우 이전을 확인한 업체는 총 1507R 업체중 41개 업체로 27.3%가 입지를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8>. 이중 종로.중구내에서 이동이 이루어진 경 

우가 26.8%, 서초.강남지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42.5%로 나타나 대부분 기존 

입지 주변지역에서 이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섬에서 영동지역으로 이동 

한 경우는 17.1%에 지나지 않았다. 설문과정에서 확인한 이전동기도 대부분 공간 

부족 둥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이었으며 관련 업체와의 연계를 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종로중구 기타지역 

철4% 

마포.여의도 서초.강남 

<그림 58> 광고회사의 이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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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관련업체의 경우 이동을 확인한 업체는 총 3487ß 업체중 817ß 업체로 

23.3%의 업체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9>. 이전한 업체중 집적지인 종 

로.중구내에서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가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중구에서 

영동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는 16.1%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이 집적지내에서 이 

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이유는 공간부족， 임대료 둥 건 

물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다른 업체와의 연관， 정보 

구득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중구에서 영동지역으로 이동한 업체는 총 13개 업체 

였는데 이중 광고사진스튜디오가 7개 업체로 특히 전문적인 광고사진을 찍는 업 

체나 규모가 큰 세트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었다. 

기타 지역 

‘ / 
% 

-
-
-
、

-1.2%~ 

마포.여의도 서초.강냐 

<그림 59> 인쇄광고관련사의 이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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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관련업체의 경우 총 2137R 업체중 44개 업체가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 

어 20.7%의 업체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0>. 이전한 업체중 영동내에서 

이동한 경우가 63.8%로 나타났으며 종로중구에서 영동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는 

25%로 나타나 앞의 두 유형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방송광고관련업체의 이 

전 이유를 살펴보면， 영동지역내에서 이전이 이루어진 업체의 경우 임대료나 공간 

부족의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도섬에서 영동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의 경우 건물에 대한 원인이외에 다른 업체와의 연관이나 고객 및 주문업체를 쫓 

아서라는 이유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즉 영동지역에 새롭게 

방송광고관련사의 집적지가 형성된 이유는 상당부분 도섬에서 이전한 업체들 때 

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로.중구 기타지역 

1% 

마포.여의도 서초.강남 

<그림 60> 방송광고관련사의 이 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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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광고관련산업의 柔軟的 專門化 展開過程

광고관련산업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관련업체와의 연계 

및 정보이고， 이 요인이 업체의 이전 범위와 광고관련산업의 집적지 형성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업체는 광고서비스를 생산하 

는 과정에 전문지식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집적지에서 얻을 수 있는 집 

적이익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집적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과 

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본 절에서는 집적지 형성을 광고관련산업의 유연적 

전문화 과정과 연관을 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광고관련산엽의 성장배경에는 유연 

적 전문화라고 하는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유연적 전문화 또는 외부화 

(outsourcing)의 확대는 관련 전문기능의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전문기능들 간에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집적지의 형성이라는 공간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1. 廣告主와 廣告會社 관계 

모든 경제기구의 발전과정이 그러하듯이 광고산업의 관련구조는 발전초기 비교 

적 단순하던 시기를 거쳐 광고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기능적 분화와 전문화가 촉 

진되면서 구성기관의 다양화와 수적증가가 가속화되었다. 1960년대에 광고주가 자 

사의 광고부서를 통해 스스로 광고의 기획 및 제작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매 

체와 직접 거래하던 시기에는 광고관련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 

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의 3요소가 갖추어지고 이들 

사이에 기능분담이 이루어지면서 광고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광고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각종 광고관련 기관이 급 

증하였다. 

따라서 광고산업이 성장하였던 배경에는 광고주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던 광고업 

무가 외부의 전문광고회사로 아웃소싱되기 시작하면서이다. 즉 광고주 기업의 광 

고.홍보업무의 외부화를 통한 일종의 유연적 전문화가 광고회사 성장의 중요한 성장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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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신문협회가 광고대행인정 기준을 완화함으로 

써 광고회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4년에는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광고회 

사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둥록 광고회사 현황을 보면 지방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광고회사와 광고주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지방 기업들이 

주로 지방의 광고회사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30) 등록 광고회사 현황 

연도 
광고회사수 

서울(B) 지방 
(A) 

1990년 62 57 5 

1993년 96 76 20 

1997년 201 138 63 

(자료 : 광고업체편람， 광고연감) 

광고주그} 직절 광 
고 그 l 혹! .저|작 

광고호|사에 대헐 

(광고호|사으| 
태동그 1) 

고관련 업무 

서|분화.전문화 
(기획과 저|작으| 

분己1) 

<그림 61>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유연적 
전문화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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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印剛廣告關聯業의 柔軟的 專門化 展開過程

제약업계의 인쇄광고나 라디오광고가 광고의 주종을 이루던 1960년대에는 각 

광고주가 사내에 카피라이터와 도안사를 주축으로 한 광고전담부서를 두어 자체 

적으로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때부터 카피라이터는 하나의 

전문화된 직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수적으로 제한되긴 했으나 그 대다수가 廣

告主社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광고회사가 발전하고 광고의 기획 제작업무가 광고회사 

로 옮겨짐에 따라 전문적인 카피라이터가 광고회사로 집중되고 그 수도 점차로 

증가되었다. 지금은 약4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광고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 대형광고회사는 20명 -40명 규모의 카피라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소규모 광고회사는 1-2명의 경우도 있다. 인력구성의 특징으로는 경 

력 2-3년 미만의 젊은 카피라이터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대형 광고회사를 떠나 프리랜서로 독립하는 카피라이터의 수가 늘 

고 있다. 현재 전문적인 독립카피라이터의 수는 40-5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광 

고회사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중견급이 대부분이다. 이중 정식으로 사무실 

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는 25명 정도이며 직원 1-2명 정도의 소규모가 대부분이 

다. 

광고디자인은 주로 광고회사내의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수는 대략 

9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광고회사에는 카피라이터의 2배 -3배수의 디자 

이너가 있고， 큰 회사는 60명 -70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로고타입， 문자， 레이아웃 등이 계획되고 있으며， 그 중 광고에 사용되는 일 

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은 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회사에 의뢰되고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전문직이 발달하지 못하여 디자이너중 

에서 묘사력이 뛰어난 사람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다. 1970년대 와서 광고회사가 

발전하고 신문잡지광고에서 사진이 많이 이용되면서 그 시각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리터치하는 사진수정 일러스트레이션이 널리 이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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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이 약하거나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독창적인 일러스트레 사진으로 이미지 

보급이 되 이션으로 효과를 높였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이 

고 있고 주문제작이 아닌 기성품도 공급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프리랜서로 

서 전문적 일러스트레이터나 전문회사가 성장하여 왔으나 일러스트레이션은 광고 

까‘ E 긍"'-ï.l 
T돋흐 '1 δ 있어 광고 전문프리 랜서 의 뿐만아니라 다양한 산엽분야에서 활용되고 

하기는 어려우나 70명이 념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무실을 갖고 전문회사를 경영하 

제작업무으| 

전문화추세 

남으로의 일 
기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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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체가 15개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2> 인쇄광고관련업체의 
유연적 전문화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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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진은 1960년대에 신문 잡지등의 인쇄광고가 양적으로 확장되고 인쇄기술 

이 향상됨에 따라 보도사진이나 예술사진분야에 종사하던 일부 작가들이 광고사 

진에 진출하여 하나의 전문분야가 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광고회사가 발전하 

면서 광고표현기법도 세련되어 가고 고급인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고비쥬얼 

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1980년대 사진이나 미술을 전공한 작가들 

의 진출이 뚜렷했고 이들은 거의 개인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 정 

도의 스튜디오가 있으며 대다수는 종업원 5-6명 이내의 규모이고 설립연도는 2/3 

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설립되었다. 사진전문부서를 둔 광고회사는 78개 업체중 

에서 6개 업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진은 대부분 외부 전문업체를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 난립현상은 각종 기자재 확보나 스튜디오 확 

장을 가속화시켰고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특기에 따라 식품， 화장품， 음료， 자동차， 

가구， 정밀기계， 풍경 등 분야별 전문화를 촉진시켰다.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스 

튜디오가 이전 또는 신설됨에 따라 대형 스튜디오와 세트장 건립이 활발하고 자 

동차 및 대형제품촬영을 위한 대형 특수세트장， 자가시설을 갖추지 못한 작가를 

위 한 렌탈스튜디 오 둥도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광고회사들은 인쇄광고관련 업무 중에서 광고사진업무를 제외하고는 

카피라이터， 광고디자이너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중 20.7% (1998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AE는 전체 인력중 24.6%를 

차지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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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放送廣告關聯業의 柔軟的 專門化 展開過程

1950년대 극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극장광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개봉관들이 모 

여있던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 극장광고물 제작과 상영대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제작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광고는 슬라이드였기 때문에 제작사는 영화 

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도안사를 중심으로 하여 원시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60년을 전후하여 영화계가 중흥기를 맞으면서 극장광고가 슬라이드에 

서 그림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필름광고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부터 1970년대 초에는 CF제작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영화제작 

에 경험을 쌓은 감독이나 촬영기사들이 CF제작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초기의 CF 

제작은 영화계출신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개인적 능력위주의 1인 프 

로덕션이 대부분이었고 시설과 규모도 빈약하였다. 흑백광고물은 제작과정이 칼라 

광고물에 비해 단순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F는 광고주와 감독이 직 

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제작되었으며 크리에이티브도 주로 감독에 의해 기획되었 

다. 

1970년대 중반 이후 TV수상기의 보급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TV CF제작자 

또는 제작회사가 급증하여 난립하였다. CF의 질도 다양한 표현방법과 촬영기법을 

동원하여 외국에 손색없는 작품이 많았으나 과잉표현 비윤리적 표현 등이 난무 

하면서 1976년 TV 광고방송의 사전심의가 시작되었으며， 1977년에는 프로덕션사 

의 허가제가 실시되어 3개 대행사와 이미 허가된 영화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인 프로덕션들이 타인의 라이센스를 빌려 영업하는 지하프로덕션으로 존속하였 

다. 그러나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와 제작사의 허가제에 의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 

속 늘어나는 제작물량으로 업계는 호황을 누렸다(한국환， 1984, 광고정보) . 

1970년대 이후 대형 광고회사의 동장은 필연적으로 TV 광고 제작업계에도 영 

향을 끼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TV 광고제작분야는 주로 영화인 

출신과 방송인 출신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형 광고회사가 설립되면 

서 TV 광고 제작분야에 새로운 그룹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대행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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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작진은 대학에서 주로 회화나 그래픽 또는 영화를 전공한 신인들로 구성 

되었다. 그들은 출발부터 대행사 내부의 영업이나 기획 조사 마케팅 등의 조직적 

인 지원과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그룹의 성장과 함께 한국 TV 광고의 제작분야는 독립제작사와 

대행사의 product 그룹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행 

사 프로덕트 그룹의 활동이 크게 주목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대행사 자체가 아직 

출발기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들 새로운 

그룹이 당장은 독립제작사와 대둥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행사의 영업능력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조직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 그룹은 1975년을 전후로 새로운 파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일 이들 그룹은 한국 TV 광고 제작업계의 중추로서 성장하였다. 

1975년을 고비로 대행사 조직의 지원을 받은 이들 그룹의 존재는 광고업계 전 

반에 참신한 이미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시기에 한 대행사의 파산과 함 

께 그 대행사에 있던 제작스랩을 중심으로 독립프로덕션을 창업하게 된다. 이것은 

종전에 영화인 출신들과 방송인 출신들로 구성되었던 프로덕션 업계에 새로운 바 

람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업체의 성공적인 진출은 대행사에 폼담고 있던 

많은 유능한 TV 광고 디렉터들에게 자극이 되었다. 이러한 자극은 1975년을 고비 

로 수 많은 대행사 감독들의 독립이라는 현상으로 연결되었다. 1975년부터 1978년 

3년간은 독립 프로덕션의 창립 러쉬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설립된 업체들은 대부분 충무로를 중심으로 분포하여 이때부터 광고 

제작의 충무로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신생 프로덕션이 충무로에 집중되었던 것은 

인쇄광고에 관련된 제판， 사식， 사진， 인쇄업체들이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각 

기업에서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다른 광고와 함께 TV 광고 역시 한 

자리에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충무로는 일종에 광고생산기지와 같았던 것 

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TV 광고제작의 주도권은 대행사에서 양성된 새로운 프로 

덕션 그룹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들은 충무로의 프로덕션 엽계를 새롭게 개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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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방송공영화와 더불어 TV가 칼라화되면서 CF제작업계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휴백 CF의 제작이 비교적 단순한 영화적 메카니즘으로 가능했으나 

칼라 CF는 VTR이라는 전자적 테크닉을 필요로 했고 VTR에 대한 지식과 기자재 

를 갖추지 못한 프로덕션은 일시에 제작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다 필름의 

영화적 장점과 VTR의 특성을 결합한 NTC 즉 film to tape 방식이 도입되어 프 

로덕션은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NTC라는 새로운 기술적 시스템은 한 사람의 탁 

월한 능력에 의존하던 시대로부터 조직화된 전문분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 

로 프로덕션의 구조를 개편시켰다(이강우， 1989, 광고정보) . 

이 시기에 광고물량의 증가와 함께 많은 VTR전문회사들이 난립하는 현상을 보 

였고 TV광고제작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 광고회사가 급성장하면서 

광고주 광고회사 프로덕션의 역할분담이 뚜렷해지고 프로덕션은 광고회사의 기 

획에 따라 진행하게 됨으로써 기획과 표현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또 제작과정의 

변화로 포스트프로덕션post production이 활성화되고 TV광고제작은 보다 세분화， 

전문화되어 갔다. 

이 시기때부터 대형 프로덕션사들을 중심으로 강남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프로덕션사의 대부분이 강남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련업체들이 하나둘 강 

남에 이전 또는 창업하게 된다. 그러면서 영상광고업체들의 신사동 시대가 시작이 

되고， 포스트프로덕션， 녹음스튜디오， 조명 등 관련 전문업체들이 연계를 맺으면서 

집적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CF의 흐름이 서구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컴퓨터 그 

래픽의 기법과 특수효과를 얻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말부 

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회사인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광고회사의 수가 급증 

하였고 이들 상호간의 물량확보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광구주의 요구는 더욱 까다 

로워졌다. CF제작사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1990년에 40여개사 정도였으 

나， 1993년에 약 85개사， 1997년에는 140여개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대다수가 감독 

1명에 10명 미만의 종사자를 가진 미니프로덕션으로 사무실은 80%이상이 임대를 

하고 있으며，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는 극히 소수로 대부분이 임대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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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광고업협회， 1998, 광고백서) . 

1980년대 칼라방송이 시작되면서 점차 광고제작을 담당할 수 있는 훈련된 스랩 

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TV 광고제작에 

참여했던 외부인력 즉 광고제작 프로덕션의 스템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되었다. 서서히 아이디어 구성이라든가 제작현장에서의 연출작업이 방송외부 

인력에게 맡겨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와 시설을 이용한 작업은 방송국 

에서 처리하고 그외의 기획과 연출중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작업은 외부 전문가 

들이 담당하는 방식의 이원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포스트프 

로덕션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칼라광고가 시작되면서 광고제작에 있 

어 촬영과 편집이 기술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1980년대 초부터 포스트 

프로덕션업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업무의 전문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TV가 칼라화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TV 매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TV의 칼라 

화에 따라 소비자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사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소비 

자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면 광고 역시 달라칠 수밖에 없다. 칼라시대의 TV광고는 

정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영상적 질감과 이미지 역시 강조되었다. 따라서 새로 

운 촬영테크닉， 섬세하고도 다양한 조명패턴，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세 

련된 연출 감각이 요구되었다. 출연자의 메이크엽이 중요해졌으며 의상의 선택에 

도 더욱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해졌다. 세트 또한 정교해야 했으며， 소품의 선택도 

중요해졌다. 결국 TV광고의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유능한 디렉터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광고라는 서비 

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매우 다양한 전문인력이 함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 

는 시대가 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TV광고 제작분야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는 광고회사와 

제작사가 TV제작에 관하여 기획과 제작의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 대행사와 제작사는 일종의 경쟁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의 대형광고회사들은 자체내에 TV광고제작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행사 

자체의 TV광고는 전량을 그들 내부팀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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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하더라도 일반 광고주의 대행사 활용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 

행사의 house agency 적인 성격이 부각되어 일반 광고주는 특정 기업을 배경으로 

한 대행사를 기피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행사에 소속된 프로덕션 팀은 그 대행사 

가 취급하고 있던 그룹광고물 제작에 전념하고 있었고， 외부의 제작자는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있던 광고주의 제작업무를 맡고 있었다. 

TV 광고의 제작시장이 양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 

러 대행사들은 점차 house agency적인 성격을 벗어나 종합대행사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행사는 광고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뿐만 아 

니라 TV 광고제작의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연히 제작사들은 

TV 제작시장에 대한 대행사의 진출에 맞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5년경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우위 

에 있었던 것은 대행사보다 제작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행사의 프로덕 

션 그룹이 비교적 젊은 신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제작사의 디렉터는 오 

래된 경험을 가졌거나 또는 대행사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독립하여 TV 광 

고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CF 디렉터가 양성되려면 최소한 5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대행사는 TV광고제작을 위하여 신인을 채용한 뒤에 일정한 훈련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훈련기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 

장한 디렉터들이 더 이상 대행사 내부에 남아 있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 

이다. 크리에이티브 분야는 매우 독립성이 강하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대행사에서 훈련된 인력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스스로 프로덕션 

을 설립하여 독립을 하게 된다. 대행사는 다시 신인을 뽑고 그들은 또 독립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1980년대 이르러 대행사들은 유능한 CF프로덕션 팀을 

유지 관리하는데 회의를 갖게 된다. 그리고 특히 점차로 많은 광고주들이 이 시 

기에 이르러 대행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경향은 곧바로 새로운 대행사의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고회사의 

급격한 팽창은 자연히 대행사간 외부 광고주 유치경쟁으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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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01 드 광고 
(극잠중심) 

CF으l 본격호} 
(TV중심) 

분己| 

신사동人101 도 

저|작업무으l 

|분호~ .전문호} 
(칩적지 헐성) 

<그림 63> 방송광고관련업체 유연적 

전문화 전개과정 

에서 뛰어난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 

행사는 그들 내부의 크리에이티브 팀만으로는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광고주의 구성이 다양해 짐에 따라 대행사는 좀 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능력 

을 필요하게 되었고 광고주의 기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자연히 대행사들은 외부의 능력을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 

히 외부 프로덕션과의 협력관계는 대행사 내부에 있던 디렉터가 독립을 한 경우 

에도 협력자로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광고의 수준과 일관성 

을 유지하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차츰 다른 프로젝트로 확산되 

어 갔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1980년대 설립된 대행사의 CF 스탬 구성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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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제작에 있어 1980년대는 대행사와 제작자가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보완의 협력관계로 입장을 정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행사는 뛰어난 제작능 

력을 필요로 했고 제작사는 대행사의 조직을 활용한 영업과 기획능력을 이용함으 

로써 작업의 전문성을 높여 갈 수 있었다. 

광고회사내에 방송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인력이 프로듀서 

(PD) 이다. 이들은 전반적인 CF의 틀만 만들고 실제 제작은 외부프로덕션을 이용 

하기 때문에 인력구성비중이 전체 인력중 3.9%에 지나지 않는다. 

광고회사 
(자체 제작팀 보유) 

l 소 
독립프로덕션 

경 쟁 관 겨| 

<그림 64> 광고회사와 프로덕션의 협력관계형성 

광고회사 

(그|획) 

I 
독립프로덕션 

(저| 즈t) 

협 력 관 겨| 

광고회사와 프로덕션 업체간에 협력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의 전망을 프로덕션업체 종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프로덕션업체인 K 엽체의 대표에 의하면: 

“과거의 프로덕션의 역할이 그야말로 ‘제작사’로서 광고물 제작 

을 해왔다면， 지금에 와서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와 프로덕션이 

이루는 광고제작의 세 축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플 

래닝 기능강화로 기획부터 제작물을 만드는데까지 역할이 좀더 

넓어지고 다변화되었다고 할까 

라고 언급하고 있다. 프로덕션사의 역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 

이다. 

프로덕션업체인 S 업체의 K실장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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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특히 IMF를 분기점으로 해서 광고회사들이 점점 슬 

림화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광고회사가 프로덕션에 요구하는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프로덕션이 처 

음 만들어졌던 초창기에는 감독 위주의 프로덕션 기능을 갖고 

촬영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로덕션에서도 플래닝 기 

능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고 또 광고회사조차도 

플레닝 부문을 있으면 좋을 것으로만 생각해었죠. 그러다가 광 

고회사가 슬림화되면서 그 구조조정 부분을 그대로 프로덕션이 

안게 되었습니다. 프로덕션이 전문화되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져버린 준광고회사가 되어버린 느낌입 

니다. 공고회사에서는 조직이 슬림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 

당해줄 프로덕션을 찾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프로덕션이 전문 

화된다는 부분이 말의 모순은 있지만 규모나 일의 범위는 확대 

되는 반면에 성격이나 프로덕트 상의 세분화라든지 전문화는 어 

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IMF로 인해 광고회사 

의 인력이 대거 퇴출되면서 아웃소싱을 프로덕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아웃소싱을 하려면 파트너섭을 유지할 수 있을 정 

도의 기획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션에서 그런 

인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귀결된 겁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K 업체 H 대표는: 

“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스템들은 대부분 프로덕션 자체에서 육 

성되어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플래너(기획자)의 

경우， 90% 이상이 광고회사 출신입니다. 설질적으로 광고회사 

출신들이 거의 다 플래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계가 

발전하려면 좀 더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전문화되려면 더 분화되 

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덕션도 지금은 기획과 제작이 

합쳐진 조직이어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획과 제작이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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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 우리회사에 감독이 다섯명인데 

프리랜서로 나가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안되니까 지금 

프로덕션에 몸을 담고 있는 거지요. 만일 기획력이나 제작에 관 

한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많은 감독들이 독립을 하고， 더 분 

화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여 전문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 추세는 필연적인 것이다. 다양한 매체와 매체환경이 생겨나면 매체， 

시점， 브랜드에 맞도록 광고들도 다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지금처럼 커머셜 한 

편， 인쇄광고 한편을 만들어서 TV, 신문， 잡지에 다 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매 

체에 따라 각각 거기에 맞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다 보면 각각의 전공이 살려지고 다 

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전문화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제 4 절 소결과 논의점 : 柔軟的 專門化와 네트워크 形成

광고관련산업은 고차생산자서비스업으로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고엽은 다른 산엽에 비해 높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으며， 

다양한 전문서비스엽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관련서비스와의 연계와 

정보구득을 중요한 입지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생산과정에 광고주나 

고객의 참여와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광고관련산업의 입지특성은 광고회사가 서울시내에서 도심， 영동， 여의도.마포 

등 세지역에 분포해 있었던 반면， 제작회사인 인쇄광고관련사는 도심 특히 충무로 

지역에 그리고 방송광고관련사는 영동 특히 신사동지역에 집중해 있었다는 것이 

다. 이들 제작사들은 서비스 생산과정에 다양한 전문기능들의 투입과 기술적 도움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동안 관련된 전문기능들간에 대면접촉을 수시로 

요구하게 되며， 이로인해 거래비용 감소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련기능들이 소지 

역에 서로 얽혀 있는 집적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광고관련업체가 서울시 내에 집적지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전문지능의 

유연적 전문화 또는 외부화(outsoursing)라는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기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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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 전문화에 대한 논의는 유연적 전문화의 동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 논 

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한쪽은 소비자 즉 수요측면이 주 

도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생산자 즉 공급측면이 주도를 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소비자들의 변덕스런 소비행태에 생산자가 적웅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 

적 전문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후자는 공급자가 시장의 분절화를 촉진시키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연적 전문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수요측면 : 
다양한 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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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광고관련업체의 유연적 전문화 형성과정 

광고관련업체들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유연적 전문화의 수요와 공급 두 요인 모 

두 설명해줄 수 있다. 광고주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장을 

분절화 또는 다양화하기 위해 광고회사에 각각의 분절화된 소비자층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단순한 크리에이티브를 제 

작 공급했던 광고회사의 입장에서는 광고주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자체에서 

모두 소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차츰 외부의 전문기능을 활용하는 경 

우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거의 모든 제작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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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 아이디어와 기획은 광고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제작은 외부의 

전문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관계 즉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광고기법의 다양화와 기술적 변화， 광고매체의 다양화도 광고회사가 유연적 전 

문화를 지향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과거 단순한 흑백광고나 라디오 방송광고 

위주에서 칼라광고와 다양한 광고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광고회사가 

모두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결국 효율적인 광고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의 전문 제작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생산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관계 형성 

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전문기능간 생산네트워크를 중요한 입지요인으 

로 고려하게 된 업체들이 도시내에 집적지를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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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廣告關聯塵業 생산네트워크의 空間的 特性

본 장에서는 광고라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과 관련한 업체간 네트워크의 공 

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광고관련산업의 광고 생산과정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 

먼저 광고기획단계에서 광고회사는 광고주에 의해 인쇄광고관련업체나 방송광 

고관련업체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참여가 있게 된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특성 

상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소비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광 

고주가 광고회사에 그리고 광고제작업체에 주문과 동시에 다양한 접촉을 통해 광 

고서비스 생산과정에 필요한 광고형태를 설명하고 함께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광고주나 광고회사가 만족 할 때까지 지속된다. 

다음은 직접 생산하는 크리에이티브 제작단계에서의 업체간 네트워크이다. 광고 

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전문업체들이 관여하게 된다. 주로 광고회사와 

광고제작업체들간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 광고회사에서 아이디어와 기획을 내 

고 제작업체는 단순히 주문에 맞게 제작만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아이 

디어와 기획단계에서 광고회사가 광고제작업체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광고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생산과정， 배분을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소， 외국의 광고회사와 협력 및 제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 예이다. 외국 

광고회사와의 협력은 국내광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자 효율적인 외국 

광고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게 된다. 

광고서비스의 생산과정은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기초하여 본 연 

구에서는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기획네트워크 - 생산과정의 초기단계로서 광고관련업체와 광고주와의 광고기 

획 논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이다. 이는 서비스 생산과정에서는 매우 중 

요하다. 

@ 제작네트워크 - 본격적인 크리에이티브 제작단계로서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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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광고관련 제작전문업체와 광고회사와의 네트워크이다. 

@ 협력네트워크 - 광고엽체가 생산과정 배분를 위해 간접적인 기술적 도움이나 

아이디어을 얻고자 필요한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이다. 주로 국 

내의 대학이나 연구소 외국광고업체와의 기술적 도움이나 외국광고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로 이루어진다. 

기획 

네트워크 

제작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 

<그림 66> 광고회사의 생산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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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企劃네트워크 

1. 企劃네트워크의 空間的 特性

먼저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광고주들은 광고회사에 제 

품에 대한 광고를 의뢰한 다음 광고회사의 AE를 통해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광 

고주의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고객이 서비스 생산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업 

의 경우 광고주의 영향력은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수시로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며， 

광고주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비스생산이 이루어진 

다. 그래서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접촉과정에 상당 

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고회사의 시 

장은 거리에 민감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광 

고를 광고회사에 의뢰한 업체중에서 같은 계열사의 광고회사(하우스에이전시)에 

광고를 대행시킨 기업을 제외한 확인 가능한 8747ß 광고주업체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자료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서 발행한 광고대행 현황과 설문자료 및 각 

광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표 31) 광고주의 입지에 따른 이용 광고회사의 분포 (단위 : %) 

원윤략fft 도섬 
여의도. 

영동 기타 계 (n=) 
마포 

도심 42.9 18.6 37.3 1.1 100 (177) 
여의도.마포 27.3 37.1 34.8 0.8 100 (132) 
영동 33.1 13.8 51.5 1.7 100 (363) 

기타 44.1 13.9 39.6 2.5 100 (202) 

(자료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설문자료; 각 광고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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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의 입지에 따른 광고대행업체의 분포를 보면， 대행업체 선정에 상당한 편 

향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표 31). 도섬에 있는 업체는 도섬에 있는 광고회사 

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여의도.마포에 있는 업체는 여 

의도.마포에 있는 대행사에 영동지역에 있는 업체는 영동지역에 있는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도심과 

영동지역의 광고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영동에 있는 업체들 

은 영동에 있는 광고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51.5%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소규모 광고회사(30인 이하)의 광고주 분포 (단위 : %) 

광 、고~주~ 광~고~회‘사 도섬 여의도·마포 영동 

도심 33.3 16.0 13.5 
여의도·마포 33.3 40.0 3.8 

영동 22.2 24.0 60.2 
기타 11 .1 20.0 22.6 

계 (n=) 100( 9) 100(25) 100(133) 
」←)득←← 

(자료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설문자료; 각 광고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이것을 규모에 따른 광고회사의 시장범위를 고찰하기 위해 광고회사를 중심으 

로 광고주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먼저 종사자수 규모 30인 이하의 소규모 광고회 

사의 경우 도심에 있는 대행사는 광고주가 서울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영동 

지역의 대행사는 광고주의 대부분(60.2%)이 영동지역에 입지하고 있다(표 32). 결 

국 소규모 광고회사의 경우 도심에 있는 업체는 공간적인 편향성이 약하나， 여의 

도 · 마포에 있는 광고회사와 영동에 있는 광고회사는 주요 광고주가 주변지역에 

한정됨을 의미한다. 광고주와의 밀접한 연계를 맺고있는 광고회사의 입장에서 뿐 

만 아니라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광고회사를 선호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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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다 하겠다. 

종사자수 규모 51인 이상의 대규모 대행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에서 보였던 

공간적 편향성이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3). 세 지역 모 

두 특별히 주변지역에서 광고주를 유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심에 있는 광고회 

사의 광고주는 서울 전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며 여의도 · 마포에 있는 광고 

회사도 편향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동에 있는 광고회사의 경우는 앞의 

두 경우보다는 공간적 편향성이 강한 측면이 있었으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보다는 

약하게 나타났다. 

(표 33) 대규모 광고회사(51인 이상)의 광고주 분포 (단위 %) 

광고 ~주=--------: 대~행~‘사 도심 
여의도. 

영동 
마포 

도심 25.3 2l.8 21.l 

여의도.마포 12.2 27.8 16.7 
영동 38.4 33.l 42.8 
기타 24.l 17.3 19.4 

겨!1<n=) 100( 237) 100(133) 100(180) 

(자료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설문자료; 각 광고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따라서 광고회사의 시장범위는 규모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시장범위가 주변지역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 

면에 대규모 업체일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범위가 넓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 

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기획네트워크 형성에 거리라는 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쳐 

국지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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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광고주와 광고회사와의 거래기간 

거래 연도 사례수 % 

3년 이내 128 44.9 

3년 - 6년 69 24.4 

6년 이상 67 23.6 

모름 21 7.7 

합계 285 100.0 

(자료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보고서 자료) 

비계열 광고회사와 거래하는 2857~ 광고주의 거래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9%가 3년 이내였으며 5년 이내는 56%에 해당하였다(표 34). 3년 이상의 거래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55%정도로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관계가 장기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6년 이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도 23.6%나 되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 확인한 바로는 매우 장기적으로 거래 

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규모 엽체들은 상당수의 업체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 

로 광고회사를 수시로 교체하고 있었다. 

2. 기획네트워크의 形成 特性

광고주의 광고회사간에 기획네트워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광고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광고주가 광고회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서 조사한 설문자료를 통해 알 

아 보았다. 

광고주가 광고회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주로 우수한 광고전략이나 뛰 

어난 크리에이티브 같은 광고회사의 기술력이나 인력수준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광고회사의 명성이나 크기 인간관계 같은 비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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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광 

고주들은 광고회사를 선정할 때 광고회사의 기술력과 광고능력을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나중에 광고회사가 뛰어난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 광 

고제작사를 선정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뛰어난 크리에이티브 능력 

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뛰어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표 35). 

(표 35) 광고주의 광고회사 선정시 고려요인 (7점 척도) 

선정 고려요인 척도(7점) 

우수한 광고전략 5.73 

뛰어난 크리에이티브 5.72 

광고회사 인력자질 5.13 

매체집행력 5.07 

리서치능력과 활용도 4.90 

통합마케팅서비스 능력 4.90 

광고회사의 명성 3.50 

광고회사의 크기 3.49 

광고회사와의 인간관계 3.48 

(자료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설문 자료) 

기획네트워크 형성에서 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 

인해 보았다(표 36)26). 업체유형에서는 광고회사의 경우 다른 인쇄광고관련업체나 

방송광고관련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ANOVA 

분석결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광고주와 직접접촉 

의 비중이 높은 광고회사가 광고주와의 접촉에서 거리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 

26) 자세 한 분포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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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기 때문이다. 업체의 규모별로 볼 때 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거리에 

대해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파는 앞 절의 시장범위 분석과 유 

사한 결과인데 소규모 업체일수록 광고주나 주문업체와의 접촉에서 거리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시기에 따라서는 최근에 창업한 업체 

일수록 거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시기가 최근일수록 규모가 작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표 36) 광고주와의 접촉에서 거리의 중요성 (5점 척도) 

거리의 중요성 
ANOVA 

분석결과 

광고회사 3.59 

업체유형 인쇄광고관련 2.90 
F=4.596 

Sig=0.012( * ) 
방송광고관련 3.09 

4인 이하 3.85 

5인 - 15인 3.50 F=1.538 
업체규모 

16인 - 30인 3.21 Sig=0.209 

31 인 이상 3.08 

95년 이상 3.33 

창업시기 
90년 - 94년 3.31 F=1.087 

85년 - 89년 2.85 Sig=0.358 

84년 이하 3.18 

(자료 : 설문) 

(*) 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0.05이하를 의미함 

기획단계에서 광고업체와 광고주의 접촉이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하 

는 질문에는 직접대면접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접촉 형태중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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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광고주나 주문업체가 서비스생산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획네트워크 형태가 주로 직접적인 대면접촉으 

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표 37). 

(표 37) 광고주 및 주문업체와의 접촉 형태 

접촉 형태 비율 

대면접촉 72.1% (n=l06) 

전화나 FAX 24.5% (n=36) 

서면으로 3.4% (n=5) 

콤퓨터통신 0.0% (n=O) 

합계 100% (n=147) 

(자료 : 설문， 중복응답) 

(표 38) 광고주 및 주문업체의 참여형태 

기술.장 아이디 공동 하청업 二n;L1δi 인력 
합계 

비지원 어제공 편집 체지정 지원 제공 

광고회사 3.6% 52.7% 34.5% 5.5% 3.6% 0.0% 100%(n=55) 

인쇄광고 
7.5% 50.0% 20.0% 13.8% 6.3% 2.5% 100%(n=80) 

관련사 

방송광고 
12.5% 

관련사 
40.6% 12.5% 21.9% 12.5% 0.0% 100%(n=34) 

(자료 : 설문， 중복응답) 

그러면 광고주가 서비스 생산과정에 어떤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질까? 광고주 

가 기획네트워크 상에 참여하는 형태는， 주로 광고서버스 생산을 위한 기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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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제공이나 공동편집을 통해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이러한 직 · 간접적인 참여는 광고서비스생산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생산 

과정에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한다. 특이한 점은 인쇄광고와 방송광고 두 

관련사에서는 광고주나 광고회사의 참여형태 중에서 하청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회사들은 방송광고 

와 관련된 전문기능을 외부에 의뢰할 때 하청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 

은 것으로 면담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製作네트워크 

1. 광고서비스 製作過程

여기서는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중심으로 서비스생산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해 주로 참여관찰을 통해 보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크리에이티 

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신제품을 소개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 

자. 가장 먼저 광고주와의 접촉·난계이다. 이 과정은 콸라이언트의 마케팅 담당자 

가 광고회사의 클라이언트 서비스팀에게 신제품 출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협력을 통한 신제품 전략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 특정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광고회사는 준 

비를 시작한다. 마케팅 플랜과 출시광고 캠패인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것을 광고 

주가 동의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룹은 엽무를 받게 되면 제품과 시장에 관한 정보를 모은 

다음 이 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광고회사의 조사 및 마케 

팅 전문가와 상의한다. 광고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크리에이티브(제작) 그룹의 

총책임자는 사전준비를 한다. 클라이언트 서비스팀에서 실시한 일련의 마케팅 리 

뷰는 몇가지 선택 가능성을 포함한 형태로 제시된다. 그리고 광고회사의 마케팅 

리뷰보드에서는 이중 한가지를 추천하게 된다. 이때에 구체적인 마케팅 플랜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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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고， 이것은 광고주의 승인을 받게 된다. 

다음은 실제적인 제작과정이다. 크리에이티브의 책임자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 

에게 필요한 작업지시를 내려야 한다. 흔히 이때쯤에 AE들은 크리에이티브의 장 

점을 살리기 위해 본 브리핑을 실시한다. 그룹의 총 책임자는 아래 사람들에게 구 

체적인 지시를 하고 계획된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각 분 

야에 이름을 붙이고 묶어서 설명해야하며， 구체적인 크리에이티브 방향을 찾아내 

도록 요청해야한다. 

카피라이터와 아트디렉터는 자신의 워드프로세스나 드로잉보드를 움직이기 시작 

하며，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 이 과정은 며칠 혹은 몇 주동안 계속되며， 흔히 밤이 

나 주말에도 계속된다. 대략의 레이아웃이 나오면 이것들은 코르크판에 핀으로 꽂 

혀진다. 스토리보드가 그려지고 칼라가 입혀지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대지에 붙 

혀진다. 이제 그룹의 총책임자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조언을 받을 준비를 마치고 

광고회사의 ‘제작물 품질평가위원회’에 공청회를 요청한다. 대부분 광고회사는 이 

위원회를 ‘제작물 리뷰위원회’로 부른다. 제작물이 광고회사의 합의제도에 의해 통 

과되면 광고주에게 보여진다. 만약 이때 광고주가 반대하면 광고회사는 새로운 아 

이디어를 가지고 재작업을 시행하고 가능한 빨리 광고주에게 보여주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해야한다.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가 결정되면 이제 실제작업에 들 

어갈 수 있다. 아트디렉터는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광고회사의 협력엽체로부터 

타이포그래피를 구체화시키는 최종 광고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감독한다. 프로듀서 

는 CM을 제작사에 발주하고 계약을 추진하며 CM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를 그 

날 그날 준비한다. 

마지막 완료단계이다. 미디어바이어는 이익을 주는 지면이나 면 배치를 위해 인 

쇄매체나 방송매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인쇄광고제작(print production)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자. 광고회사의 제작관리부서는 크리에이티브 컨셉트를 활자화된 판 

매메시지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작업은 매체계획， 인쇄의 기술적 측 

면， 예산， 광고회사나 광고주의 크리에이티브 부문의 능력이나 제작일정의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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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여러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아트바이어는 다양한 형태의 사진/일러스트레이션 동의 기술에 능통하다. 이들은 

아트디렉터나 인쇄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수정사， 

사진대여소 둥의 전문가를 잘 알고 있고 이 분야의 일들을 조정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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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서비스 

정보 및 아이디어 

물품및제품 

<그림 67> 인쇄광고의 제작네트워크 

제작관리자는 협력업체 클라이언트 및 제작팀 관리 등 모든 인쇄제작 활동을 

조정한다. 그들은 원색분해나 제판소를 비롯하여 각각의 인쇄물에 필요한 이미지 

캐리어를 구입하며 인쇄관련부서나 인쇄업자들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작 

관리자는 단지 인쇄물로 인쇄된 광고물에 필요한 이미지 캐리어를 구입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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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탱바이어는 용지나 잉크의 속성， 인쇄가능성， 제본， 최종설비 둥도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구매활동은 인쇄광고와는 달리 인쇄전의 단계는 물론 인쇄 및 마무 

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제한다. 많은 광고회사들은 인쇄제작 기능의 상당부분을 

협력업체 및 제작담당자로부터 보고되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작부서와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접촉은 인쇄제작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케하 

는 선행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의 제작스케줄이 확정되고 나면 광고회사의 제 

작관리자는 협력업체와 함께 견적을 준비한다. 그들은 출판물 발행사로부터 광고 

물을 전달해야하는 마감날짜를 가능한 길게 확보하고 인쇄제작기간의 많은 부분 

들에 대해 협력해서 진행시켜 나간다. 

인쇄광고제작의 다음 단계는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지시， 인쇄를 위한 

준비작엽 등이다. 이 단계에서 아트디렉터， 아트바이어 프린트프로듀서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아트디렉터와 아트바이어가 광고불제작을 위한 아트워크를 하 

는 동안 타이프디렉터는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지시를 한다. 타이프디렉터는 광고 

컨셉트를 살려주는 서체를 선정하고 카피의 조판이나 화판을 위한 지시를 행하며 

식자와 관련된 모든 교정일을 처리한다. 또한 타이프디렉터는 식자의 최종화판 작 

업을 제작관리자와 함께 일한다. 최종화판은 제판 교정쇄나 최종 인화지로 만들어 

져 아트워크 사진판과 함께 색분해소나 제판소로 보내진다27) 

27) 제작스케줄은 모든 인쇄광고물이 발행사에 도착해야만 하는 마김일로부터 거슬 

러 올라가서 짜여진다.8월 1일이 마감날짜인 컬러잡지광고를 예를 들면， 

광고물이 전달된 날 :7월 28일 

광고물 완성일 :7월 24일 

최종색분해 교정 :7월 21 일 

1차 색분해 교정 :7월 11 일 

색분해 지시일 :6월 29일 

원고작업과 대지작업 :6월 26일 

식자지시일 :6월 20일 

아트워크 마감일 :6월 19일 

아트워크 지시일 :6월 10일 

레이아웃， 카피합의일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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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송광고제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TV CM을 제 

프로듀서 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프로듀서 는 카피 작하는데 있어 광고회사의 

30초 평범한 필름조각들이 

광고에 의미를 주는 쓸모 있는 광고필름이 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채택하고 스토리보드를 라이터나 아트디렉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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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의 제작네트워크 <그림 68> 

제작업무개시일 :5월 28일 

대개 전체적인 제작 스케줄은 정상적인 시간보다 짧게 잡혀진다. 이것은 크리에이티 

브의 질적인 문제 외에도 협력업체에게 지불할 비용과고 관계가 있다. 노동집약적인 

그래픽아트 분야는 사실상 시간은 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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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전제작단계이다. 디렉터와 프로덕션을 선택하는 것이 일의 시작이다. 스 

토리보드가 결정되면 광고회사는 CM을 촬영 제작할 자질이 있는 디렉터나 프로 

덕션을 정한다. 광고회사와 관련있는 CM프로덕션이나 디렉터들은 전문화된 프로 

덕션 체제로 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회사의 경험있는 프로듀서들은 프로 

덕션이 갖고 있는 강점과 특정 프로젝트에 적합한 프로덕션을 알고 있다. 프로덕 

션의 선정은 컨셉트나 크리에이티브상의 요구사항 등에 좌우된다. 대부분의 광고 

회사들은 한편의 CM제작에 최소한 3개의 프로덕션을 입찰시키는 것을 관례로 하 

고 있다. 

그 다음 사전제작 회의를 하게 되는데， 사전제작회의에는 브랜드 메니저， 연출 

자， 조연출， 아트디렉터， 광고회사 프로듀서， 광고회사 제작관리자， 광고회사 AE, 

비즈니스 메니저 등이 참석한다. 

그 다음 제작회사에서 제작 및 촬영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많은 관련업체들 

이 참여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작팀의 구성은 연출자， 조연출， 제2보조연출， 

프로듀서， 카메라맨， 스크립트， 소도구 담당자， 전기， 무대장치자， 음향조정자， 녹음 

자， 붐맨， 메이컵 담당자， 헤어스타일리스트， 오퍼레이터， 운전사， 무대배경사， 발전 

기사 등 대략 30여명이 투입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3배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게 된 

다. 

다음은 마무리제작단계이다. 이 단계는 제작의 모든 요소들， 특수효과， 옵티칼효 

과， Music Track, Voice-over track, 음향효과， 타이틀， 그래픽， 자막， 색보정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를 통칭하여 편집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을 담당하는 전문회사 

를 포스트프로덕션이라 한다. 마무리제작은 디렉터， 프로듀서， 아트디렉터， 카피라 

이터들에 의해 수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러프컷이 완성되고 

나면 사운드 트랙 음악， 대사， 해설， 음향효과 등을 필름과 맞추어 편집한다. 이러 

한 트랙들은 믹스하는 동안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하나의 트래으로 결합된다. 

최종완성단계에서는 대개 비디오테이프를 만든다. 이후 옵티컬 작업이 이루어진 

다. 더 이상 프로듀서의 불만이 없고 화질이 좋고 CM이 완성되면 광고주에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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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위한 동의를 얻는다. 이러한 전체과정은 일반적으로 10주 정도 걸리는데， 그 

중 4주는 스토리보드를 확정하여 프로덕션에게 작업을 배정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6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시간이다. 

2. 製作네트워크의 形態와 特性

대부분의 광고회사들이 인쇄광고와 방송광고 제작과정에 전문기능을 가진 업체 

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광고제작사들은 광고회 

사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관련사들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다. 여기서는 광고회사와 광고제작사 그리고 광고제작사들 

간의 제작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광고회사가 광고제작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를 알아보자(표 39). 

(표 39) 광고회사의 광고제작사 활용방법 (단위 : %) 

구 τ Hr CF 제작 디자인 제작 l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만 맡김 1.1 2.1 

제작만 맡김 31.2 47.4 

제작과 크리에이티브를 동시에 의뢰 52.7 30.9 

기타(모르겠다 포함) 15.1 19.5 

합 계 100.0 100.0 

(자료 : 광고단체연합회 설문자료) 

CF제작과 인쇄관련 디자인제작이 다른 형태를 보인다. CF제작의 경우 크리에 

이티브 아이디어와 제작을 동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52.7%를 차지하는데 반해， 디 

자인 제작의 경우 30.9%에 불과하다. 반대로 제작만 맡기는 경우는 디자인 제작 

의 경우가 47.4%, CF 제작의 경우는 31.2%를 차지하고 있다. 즉 CF 제작은 크리 

에이티브와 제작을 같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디자인은 광고회사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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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아이디어를 외부에 제작，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광고회사내에 있는 담당부서의 현황에서도 추적할 수 있다. 

설문에서 조사된 전체 엽체가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이 있었 

으나， 이에 비해 CF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인력은 전체 업체중에서 40.5%밖에 되 

지 않았다. 이는 인쇄광고관련 제작은 아이디어는 광고회사내에서 제시하고 필요 

에 따라 외부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향을 보이나 방송광고관련 제작은 광고회 

사내에 담당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제작을 함께 의뢰하는 

경 우가 많음을 의 미 한다(표 40). 

(표 40) 광고회사내 담당부서나 인력 내부화 여부 

관련 업무 광고회사수(전체 37개사) 

카피 36(97.3%) 

그래픽디자인 37(100%) 

일러〈트레이션 10(27.0%) 

사진 4(10.8%) 

식자.조판 5(13.5%) 

인쇄 3( 8.1%) 

CF 촬영 15(40.5%) 

즈-c1S 디L 3( 8.1%) 

마케팅리서치 15(40.5%) 

(자료 : 설문) 

결국 광고엽의 제작네트워크는 인쇄광고보다는 방송광고에서 더 두드러지게 형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고회사와의 면담조사과정에서 인쇄광고관련 

업무도 최근들어와서 외부화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광고회사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인력들이 정리되는 

- 166 -



상황을 맞이 하게 되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체 업무의 상당부분이 아웃소싱되 

는 추세이며， 특이한 것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된 인력들을 아웃소싱 인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광고회사들이 1998년에 구조조정을 통 

해 30-40%이상 인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폭적인 인원감축은 결 

국 광고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축소지향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계사 

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방식이다. 몇몇 대규모 업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J사는 퇴사인원중 70%정도가 동종업계에서 다시 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프로덕션을 차리거나， 옥외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 일하고 있 

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L사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은 디자인 제작사를 창업한 경우 

가 많으며，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상호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 

-G사도 사진스튜디오 pp 등 일부 제작팀이 퇴사직원과 협력 

해 독립회사를 차린 경우가 있으며 협력업체로 둥록해 사업 

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J사의 한 간부는 “나간 사람은 안됐지만 광고계 인프라성장을 위 

해서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퇴직사원이 광고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살리고 그들이 만든 독립회사를 협력사로 키운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아군을 만드는 유리함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자인이나 카피， 기획 

등 어느 부분이라도 퇴직사원을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이전에 함께 일했던 호흡 

때문에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광고제작의 의뢰방법은 다양하게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CF제작이나 디자인 제 

작 모두 회의를 통해 제시한다가 각각 56.5%. 3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종합적인 설명을 한다는 각각 27.2% , 35.2%로 나타났다. CF의 경우는 회 

의를 통한 제시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디자인 제작의 경우 

종합적인 설명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CF는 크리에이티브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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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디자인 제작은 제작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CF제작을 위한 회의에는 광고주， AE, 광고 

회사 PD, 제작사 감독， 조감독 둥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표 41). 

(표 41) 광고회 사의 광고제 작의 뢰 방법 (단위 : %) 

구분 CF 제작 디자인 제작 

회의를 통해 제시 56.5 37.4 

종합적인 설명 27.2 35.2 

구두로 설명 1.1 7.7 

서면을 통해 제시 1.1 

협의 없이 의뢰 2.2 

모르겠다. 14.1 17.6 

합 계 100.0 100.0 

(자료 : 설문) 

외부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해서라는 웅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광고회사는 기술이나 장비부족(28.6%)이었으나 인쇄광 

고관련사는 주문량이 유동적이어서 (20.9%)와 생산비 절감(19.4%)를 비슷하게 외주 

를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적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방송광고관련사는 전문성 고려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만， 기술과 장비 부족， 주 

문량의 유동성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다(표 42). 

(표 42) 외주를 주는 이유 

기술.장비 생산비 전문성 주문량이 개인적 
합계 

-H「=;FT 절감 고려 유동적 관계 

광고회사 28.6% 15.9% 47.6% 7.9% 0.0% 100.0% 

인쇄광고 
14.9% 19.4% 

관련사 
44.8% 20.9% 0.0% 100.0% 

방송광고 
20.0% 16.7% 

관련사 
43.3% 20.0% 0.0% 100.0% 

(자료 : 설문，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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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제작사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두가지 방향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추상적인 질문을 통해 전체적인 선정기준을 알아보고， 그 다음 기술적인 측 

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알아보았다. 외주업체의 고려사항에 대해 업체 

의 규모나 명성보다는 기술이나 장비수준이 중요한 기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 

적인 친분이나 주위의 소개는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거리요소는 보통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요소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관련사보다는 인쇄광고관련사가 거리를 고려하는 정 

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쇄광고관련사의 집적지가 방송광고관련사의 집적지 

보다 더 밀집 적 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표 43)28). 

(표 43) 외주업체 선정시 고려사항의 중요도(5점 척도) 

고려사항 광고회사 
인쇄광고 방송광고 

관련사 관련사 

업체의 규모 3.05 3.34 2.81 

명성 3.70 3.65 4.29 

기술 및 장비수준 4.43 4.32 4.47 

거리 3.40 3.53 2.95 

개인적 친분 2.97 2.76 3.23 

주위의 소개 2.89 3.03 3.00 

(자료 : 설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알아본 결과， 크리에이티 

브의 우수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그외 제작비용 커뮤니케이션 둥 여러 가 

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제작과 관련된 기술력을 외 

부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4). 

28) 자세 한 분포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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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외주업체 선정시 기술적 고려요인 

구분 비율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나다 49.0% 

제작이 깔끔하다 11.0% 

제작비용이 합리적이다 1.0% 

커뮤니케이션이 잘된다. 8.0% 

기 타(상기 항목의 조합) 24.0% 

모르겠다. 7.0% 

(자료 : 설문) 

네트워크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중에 하나가 기존의 종속적인 하청관계보다는 

기술적인 수평관계 또는 대둥한 관계가 외주업체와 형성된다는 사실이다Olleris 

and Baily, 1990; Camagni, 1991; Sam Ock Park, 1996; 박삼옥， 1994). 이를 확인 

해 보기 위해 외주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설문을 했다. 외주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에서는 종속적 관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 

타났다(표 45)29). 이는 광고관련산업의 네트워크 특성이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기 

술이나 지식수준에 기반한 어느정도 대둥한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업체유형에 따라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제작업체보다는 광고 

회사가 더 대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방송광고관련업체들은 상대 

적으로 낮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프로덕션사들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 광 

고회사의 외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매출액의 비중이 인쇄광고관련사보다 의존 

도가 더 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쇄광고관련사는 광고회사 뿐만 아니라 기 

업체， 일반 개인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방 

송광고관련사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오로지 광고회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업체규모면에서는 엽체의 규모가 클수록 대등적 관계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 

29) 자세 한 분포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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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창업시기별로는 오히려 창업시기가 최근일수록 대둥한 관계라는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창업한 업체일수록 기술적 매우 전문적 

인 업체들이라는 사실과 연결이 된다. 

(표 45) 외주업체와의 관계 (5점 척도) 

대둥적 관계 ANOVA 

정도 분석결과 

광고회사 3.78 

인쇄광고 
3.59 

F=2.912 
업체유형 

관련사 Sig=0.059 

방송광고 
3.09 

관련사 

4인 이하 3.40 

5인 - 15인 3.40 F=1.735 
업체규모 

Sig=0.164 16인 - 30인 3.48 

31 인 이상 4.00 

95년 이상 3.93 

90년 - 94년 3.63 F=1.397 
창업시기 

Sig=0.248 85년 - 89년 3.55 

84년 이하 3.25 
-←→득 -• 

(자료 : 설문) 

대체로 광고관련산업의 업체간 관계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체들간의 관계가 기술적， 지식적 수준에 의해 형성이 되며， 외주업 

체와의 관계에 대해 종속적이라는 인식보다는 대등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외주업체의 선정에서도 업체의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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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네트워크의 강화와 집적지형성의 원인 

그러면 인쇄광고관련업체들의 집적지인 충무로지역과 방송광고관련업체들의 집 

적지인 신사동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러한 집적지가 형성된 이유와 이점에 대 

해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자. 

인쇄광고관련엽의 집적지역은 충무로4.57}동과 필동지역에 형성되어 있다<그림 

69>. 지하철 충무로역 뒤편에서부터 마른내길 사이에 해당하는 충무로 지역과 건 

너편이 있는 필동 지역이다. 필동 지역은 충무로 지역보다 지역과 건물환경이 훨 

씬 깨끗한 편이며， 건물의 규모도 큰 편이다. 그래서 필동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대체로 충무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 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이 집적지의 크기는 

대략 500m 정도로 소규모의 전문엽체들이 열악한 건물환경 하에 밀집해 있는 모 

습이었다. 

이곳에서는 기획 - 디자인 - 제판 - 인쇄 - 제본으로 이루어지는 인쇄관련업무 

의 전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전문 업체들이 한 건물 안에 같 

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곳에는 광고사진스튜디오들이 또한 밀집해 있다. 

광고사진스튜디오와 인화.현상 그리고 출력 전문업체들이 서로 연계를 맺으면서 

밀집해 있는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엽무의 대부분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업무가 단기간에 여유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근처에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한방법으로 오토바이 

전문배달업체가 성업중인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지 지역내에서 관련업체간 사회 

적 유대가 각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를 통해 관련되는 전문기술과 

정보를 쉽게 얻고 있었다. 또한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서로 잘 알고 

있었으며，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업무특성을 충무 

로지역은 충분히 충족시켜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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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관련사의 접적지는 신사동， 논현동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그림 70>. 

안세병원사거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약 2Km내에 관련업체들이 밀집해 있 

다. 건물환경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오피스의 규모는 대부분 상당히 작았다. 이곳 

에서 방송광고와 관련된 프로덕션 - 포스트프로덕션 - 녹음과 기타 관련업무인 

조명， 미술， 모델 등의 업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 건물에 관련업체 

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촬영이 직접 이루어지는 세트장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다보니 경기도(주로 남양주)나 영둥포에 있는 촬영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없이 여러 차례의 시 

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관련 기술의 변화가 수시로 이어지 

고 있었으며， 그래서 최신 정보의 구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에서 

는 수시로 변화하는 관련 전문기술을 손쉽게 받을 수도， 줄 수도 있었다. 즉， 기술 

적 품앗이가 용이하게 이루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여기서는 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업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특정업체가 기술적 우위성 때문에 독 

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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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들 집적지가 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입지해 있는 소규모 업체들 

이 가지는 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들 지역에 대한 참여관찰 및 면담조사 결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관련업체와의 공간적 근접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절감이다3이. 

대도시에의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집적은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과 관련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생산자들간의 대면접촉 비용은 공간적 집적을 통해 

절감할 수 있다(Coffey ， 1992). 인쇄광고관련엽은 시간절약 물자공급의 원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특정이 있으며 생산공정이 고도로 분리되어 있다. 모든 공 

정을 내부화하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은 수요시장에의 근접성과 업체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집적경제를 활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무로의 J기획사 대표는 다음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충무로 지역에 입지한 인쇄광고관련업체들은 주로 소규모 

업체들로서 전체생산과정 중 일부만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들 업체들은 受注뚫業이라는 특성상 정확한 시간과 물량이 

중요합니다. 이에 개별 전문기업이 담당하는 생산과정 사이에 

는 긴밀하고 신속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수요가 불안정한 소규모 기업들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리된 생산공 

정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사회적 분업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관련업체와의 거래비 

용을 줄이기 위해 공간적으로 집적하게 된다. 즉， 대면접촉， 정보의 교환， 관련업 

체와의 연계 등은 거리에 따라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cott, 1988a). 이에 소기업들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 장소로 집중할 필요 

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집적은 생산자가 일종의 규모의 외부경제를 실현하는 

30) 경제활동의 집적지 형성의 원인을 밝히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중 Malmberg et 

a[(1996)이 지적했드시 집적지 입지는 재화와 서비스 양쪽 다 거래의 비용을 감소 

시킴으로서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정태적인’ 설명이 주로 제 

기되었다. 그러나 Henry(1992)는 거래비용 메차니즘은 집적지 형성과 관련한 많은 

원인 중에서 단지 한가지일 뿐이며， 거래비용감소는 집적지 출현의 필요조건은 아 

니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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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현이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분리가 발생하면 전문 생산자들 사이에는 상 

호협력의 긴밀한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며， 비용감소의 측면으로 공간적으로 밀집 

하는 지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Appold， 1995). 일반적으로 인쇄공정은 점점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기획 · 디자인과정이나 조판과정이 개별기업으로 

분리되고 있다. 조판과정의 경우 컴퓨터의 발달로 사양화되면서 다른 업체에 위탁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판과정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스캐너를 이용하는 작업은 

분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지리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송광고관련업체들의 집적지인 신사동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과 

거에 광고회사에서 거의 모든 엽무가 내부화되어 추진되던 것이 수직적으로 분리 

가 진행되면서 전체 생산과정의 일부분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소기업들이 창 

업을 하게 되었다. 방송광고 또한 수 많은 과정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며， 각 업 

체들은 한가지 일에 전문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집적지내에서 개개의 소기 

업은 생산공정의 한 단계 또는 몇 단계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시장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산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러한 소기업들 중 일부는 동시에 여 

러 개의 생산네트워크와 관계를 맺으면서 위험성을 줄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사동에 있는 S 프로덕션사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실 방송광고와 관련된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업체라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이상의 일에 

전문성을 발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방송광고 

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수주가 이루어진 후 생산과정이 시간적으로 여유롭 

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또 업무가 업체들간에 얼굴을 맞 

대고 1 대 1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업 

체들간에 어느 때라도 신속하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 

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업체들이 이곳에 하나 둘씩 모이 

기 시작했고 서로 긴밀한 상호협력 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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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관련업체들이 밀집하여 긴밀한 협력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이들 업체의 관계가 종속적이고 일방 

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상호대등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Coffey ， 1992). 업 

체간에 협동적인 거래관계를 재생산할 때 대면접촉과 상호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광고 생산과정은 기업주간에 1 대 1의 개인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술수준이 높은 업체나 비용이 적게드는 업체와의 거래도 중요하지만， 이들 산업 

들은 수주산엽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논의와 연관되는 것으로 필요한 기술， 노동 정보획득이 유리 

하다는 점이다31) 일종의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소규모 업체들 

에게는 특히 중요한 입지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충무로에 있는 소규모 업체의 O 

기획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획 · 디자인업체는 소자본 소규모로 창업하는 것이 용이 

하고， 주요 고객도 몇 개 회사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 

으로 대규모 광고회사나 대기업들은 기획이나 디자인 업무를 

사내에서 운용하거나 대규모 기획 · 디자인 전문업체에 하청 

을 주기 때문에 소규모 기획 · 디자인 업체는 수주를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획 • 디자인공정은 주문자의 요구를 정 

확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이나 디자인 수주와 함께 

제판， 인쇄까지의 과정도 함께 수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들 업체와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공생관계가 형성되 

31) 집적지 형성의 원인에 대한 정태적 설명에 대한 반론으로 ‘동태적’인 설명이 등장 

하였다(Malmberg et al. , 1996). 동태적인 설명에서는 공간적인 집중은 투입-산출 

관계와 관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경제적 체계는 공식적인 물리적 

흐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정보와 기술의 교환으로도 구성된다 

(Storper, 1993). 지식창출과 학습경제에 대한 관심을 통해 비가시적인 지역적 시 

너지효과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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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업체든지 충무로 지역에서 기술이 

나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인력의 공급은 공식적인 방식보다는 인맥 

이나 관련엽체의 소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신사동에 있는 포스트프로덕션업체인 B 업체의 대표에 의하면: 

“다른 곳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그나마 

많지 않다. 그리고 이곳은 업체간 품앗이 문화가 발달해 기술 

적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주로 이곳에 관련 업체가 집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 

보와 기술적 도움임을 알 수 있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경우 정보가 풍부한 환 

경에 입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Illeris. 1996). 그리고 펼요한 기술이나 

노동력이 항상 유동적이지만 집적지에 발달해 있는 상호협력과 특히 ‘기술적 품앗 

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소규모 업체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도움 

을 주는 것이다. ‘기술적 품앗이’ 형태의 노동력 교류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있을 때 주변에서 그때 그때 기술적 도웅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엽체가 있을 때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기술적 상호작용 및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공식적인 거래나 금전적인 거래를 통하는 경 

우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론 서로간에 기술적인 보완성 

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기술적 품앗이’의 개념은 Granovetter(1985)의 이른바 ‘착근성 (embeddedness)’과 

연결시킬 수 있다. Granovetter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사람과 사람간 관계의 네 

트워크에 밀접히 착근된다고 주장한다. 즉 공급자와 고객간의 기업간 연계에서 

단순한 계약관계를 초월하여 비공식적인 연결이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Harrison, 1992). 결국 착근성이란 거래관계를 갖는 기업의 경제적 행동과 결과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Grabher， 1993).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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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번째의 원인과도 연결이 된다. 

신뢰는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구축될 수 있다. 반복 

된 상호작용이 신뢰구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리적 근접성은 이러한 신뢰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지리적 근접성은 개별접촉을 향상시키고， 또한 개별 접 

촉은 상호작용과 신뢰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국지적 착근성이 집적지 형성과 

기능에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Sam Ock Park, Markusen, 1995; 박삼옥， 

1999:334). 

또한 충무로나 신사동 지역은 지역내부에 국지적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강하게 이 

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공간상으로 신설업체들에게 적절한 네트워크 이득 

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광고관련산업들에 있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한정된 업무와 기술력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집적지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사회문화적인 유대 

감 및 분위기이다. 네트워크 형성에 사회문화적인 요소는 경제적 요소 못지 않게 

중요하다. 충무로와 신사동에 있는 업체 종사자들은 서로간에 유대감이 매우 돈독 

하다는 느낌이었으며 이러한 유대감이 생산과정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틀임을 알 수 있었다. 

관련협회 가입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업체 중 광고회사는 일부 소규모 광고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광고단체연합회나 한국광고엽협회에 가입하고 있 

었으며， 인쇄광고관련엽의 경우 60% 정도의 업체가 한국광고사진가협회， 출판광 

고협의회，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송광고관련업의 

경우 80% 이상의 업체가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둥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의 가 

입목적이나 가입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기술이나 정보획 

득이라고 답하고 있어 관련협회가입이 이들 업체의 기술이나 정보획득원 중의 하 

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부에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나 소모임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업체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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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같은 광고회사 출신이나 같은 학교출신처럼 

학맥이나 인맥에 따라 모임이 구성되고 있었다. 이 모임을 통해서도 새로운 정보 

나 기술， 인력， 업계동향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삼동에 있는 I 

프로덕 션사의 감독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로간에 누가 어떤 일에 전문가인지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서로 자주 

만나고 일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경쟁심보다는 동 

료의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에 더욱 전문가가 될 

수도 있구요 

광고회사와 전문 제작업체간에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공간적으로 도시내 집적 

지 형성으로 나타났다. 광고는 업무 성격상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매우 다 

양하며， 기능적으로 전문적인 업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간적 접근 

이 수시로 필요한 소규모 업체들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 공간적으 

로 표현된 것이 도시내 집적지 형성이다. 이를 통해 전문 노동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각종 집적지의 외부경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집 

적지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집적지내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독특한 지역적 기업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숙한 기 

업 분위기는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언제라도 이용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소위 

‘기술적 품앗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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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 사례검토 

광고회사와 광고제작사간의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광고회사의 입지와 규모에 따라 사례를 통해 제시하 

였다. 

사례 I : 마포에 있는 대규모 광고회사<그림 71> 

인쇄광고관련제작 - 대부분 충무로 지역을 향하고 있으나 크리에이티브가 뛰어 

난 업체가 있는 경우 거리에 한계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작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중 71.4%(407~ )가 충무로에 있는 업체였으며， 영동지역 

에 있는 업체는 21.4%(127~ )에 해당하였다. 특히 영동지역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 

분 광고사진관련업무가 많았다. 특이한 것은 마포에 있는 3개의 업체와 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 업체들은 주로 충무로지역에서 이전한 업체로 규모가 

큰 업체로 오랫동안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해 온 업체였다. 

방송광고관련제작 - 대부분 영동지역의 신사동에 있는 업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역시 크리에이티브의 우수성 여부에 따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협력관계가 형성 

되었다. 제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중 81.4%(577~ )가 영동지역에 있는 업 

체였으며， 주변의 마포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6개 업체 (8.4%)나 있 

었다. 제작사의 선정은 전문성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II: 영동에 있는 중규모 광고회사<그림 72> 

인쇄광고관련제작 - 충무로 지역을 향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에 있는 제작사를 활 

용하는 경우가 차츰 많아지고 있었다. 제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전체 업체 

중 76%(19개)가 충무로에 있는 업체였으며 24%(6개)업체는 주변의 영동에 있는 

업체였다. 주변지역의 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영 

동지역의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광고사진과 관련된 업체들이었다. 광고사진의 

경우 대부분 충무로보다는 영동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거리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방송광고관련제작 - 영동지역의 주변에 있는 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거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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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협력업체가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다. 전체 협력업체 중 207n (90.9%)가 영 

동지역에 있는 업체들이었다. 도심에 있는 업체는 1개 업체로 녹음에 상당한 전문 

성을 지니고 있는 업체이다. 결국 대규모 업체보다는 주변에 있는 업체들과 제작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사례 III : 영동에 있는 대규모 광고회사<그림 73> 

인쇄광고관련제작 - 역시 주 방향은 충무로지역이었으나，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업체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었다. 거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기술력에 따라 제작을 맡기는 경향이 

강하였다. 전체 협력업체 중 충무로에 있는 업체의 비중은 71%였으며， 영동지역 

에 있는 업체의 비중은 19.4%, 기타지역에 있는 엽체도 3개가 있었다. 광고사진의 

경우는 오히려 충무로에 있는 엽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85%(16개)로 상당 

히 많은 편이었다. 

방송광고관련제작 - 주로 주변에 있는 제작사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역시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엽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업체 

중 91.9% (347n )가 영동에 있는 엽체였다. 

사례 IV : 도심지에 있는 대규모 광고회사<그림 74> 

인쇄광고관련제작 - 가까이에 있는 충무로지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강남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약간은 있었으나 경향은 미미했다. 제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전체 업체 중 82.8% (247n )가 충무로에 있는 업체였으며， 영동에 있 

는 업체는 13.8%(4개)로 비중이 작았다. 영동을 이용하는 4개 엽체 중 2개 업체가 

광고사진 관련엽체였다. 이 엽체는 인쇄관련업무의 상당부분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광고관련제작 - 대부분 신사동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향이었으나， 도 

심지 주변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업체의 전문성 

을 고려하여 거리에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았다.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제작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있는 전체 업체중 84.3% (437R )가 영동에 있는 업체였으며， 13.7%(7 

개)가 도섬에 있는 업체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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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 사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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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 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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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 사례III 

w =U E 

5 0 
lI 

<그림 74>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 사례IV 

- 185 -

인쇄관련광고 

------ 방송관련광고 

------ 방송관련광고 



사례 V: 도심에 있는 외국계 광고회사 <그림 75> 

인쇄광고관련제작 - 종로에 있는 이 외국계 광고회사는 주로 미국의 제품광고에 

치중하고 있다. 인쇄광고관련 제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는 총 5개로 적 

은 편이었으며， 그 중 3개 업체가 영동에 있는 업체였다. 이들 3개 엽체는 모두 

광고사진관련 업체들로 특이하게 도섬에 있는 업체인데도 영동지역에 있는 업체 

와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거리의 제한 없이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향 

을 보였다. 

방송광고관련제작 - 방송광고관련 제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는 8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두 영동에 있는 업체들이었다. 도심부근에 있는 업체와는 

전혀 연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거리의 제한보다는 전문성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 

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한편으로 광고하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고， 이 제품을 찍는 

프로덕션과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계속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VI : 여의도에 있는 중규모 광고회사 <그림 76> 

인쇄광고관련제작 - 전체 협력업체 9개 업체 중 5개 업체 (55.5%)가 충무로에 있 

는 업체였으며， 2개 업체가 영동에， 나머지 2개 업체가 마포에 있었다. 거리에 따 

른 제한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포에 있는 업체는 상당히 규모가 

큰 전문업체로 여의도.마포지역에 있는 광고회사와 밀접한 제작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있었다. 

방송광고관련제작 - 전체 14개 업체중 117ß 업체가 영동에 있는 업체와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이하게 마포에 있는 2개 업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 

었다. 마포에 있는 이 업체는 역시 상당한 규모의 업체로 개설시기가 상당히 오래 

된 업체였다. 

사례 VII : 도섬에 있는 중규모 광고회사 <그림 77> 

인쇄광고관련제작 -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엽체를 3개를 확인하였는데 모두 

근처의 충무로에 있는 업체였으며， 영동지역과 연계를 맺고 있는 업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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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을 충무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를 모였다. 

방송광고관련제작 -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117R 업체중 107R 업체가 영동에 

있는 업체였다. 그외에는 부근에 있는 1개의 업체와 연계를 맺고 있었다. 이 업체 

는 광고수주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업체가 소수 

의 업체로 고정적이었으며， 소수의 고정된 업체를 통해 차하의 관련 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규모는 작지만 제작네트워크를 통해 

관련된 전문기능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었으며， 집적지의 이득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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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 사례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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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 사례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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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 사례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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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소규모 광고회사의 제작네트워크 관련업체의 입지의 예 

광고회사 그래픽 
일러스 

광고사 
트레이 조판 인쇄 카피 영상 

디자인 진 
션 

영동 영동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자체 영동 

영동 영동 영동 영동 을지로 을지로 프리랜서 영동 

영동 영동 영동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자체 영동 
영동 

영동 
영동， 

영동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효리랜서 영동 
충무로 영동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자체 영동 

종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τ ji;-I「]노 ~ 구로동 자체 영동 
」 ,-

(자료 : 설문 및 면담조사) 

그러면 소규모 광고회사는 제작네트워크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 

까? 소규모 업체들은 기획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표 46). 주문이 유동적이고 생산기간도 매우 단기적이어서 이용하는 외부 

전문업체의 공간적 범위가 주변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초기의 핵심기능은 주로 주변의 업체를 이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아 

이디어와 제작을 동시에 의뢰함으로써 집적지의 이득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영동에 있는 업체들은 인쇄광고관련 업무의 네트워크 대부분이 영동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충무로에 있는 소규모 광고회사들은 충무로 지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었다. 다만 영동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 영동과 충무로 

에 있는 엽체들과 동시에 제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방송광고와 관련한 업 

무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동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카피와 관련한 업무 

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외부의 프리랜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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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상당수 되었다. 결국 영동 집적지와 충무로 집적지간에 지역적인 상 

호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적지와 집적지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거리라는 요소의 배재와 함께 도시구조의 네트워크화에 중요한 기반으로 상정시 

킬 수 있다. 

(표 47) 인쇄광고관련업의 제작네트워크 입지의 예 

기획·편집사 광고사진 출력 인쇄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당산동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역삼동， 

을지로 영등포 
충무로 

충무로 압구정동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을지로 충무로 

신사동 신사동 충무로 성수동 

서초동 신사동 신사동 충무로 

신사동 신사동 신사동 
충무로， 

성수동 

신사동 신사동 신사동 을지로 

(자료 : 설문 및 면담조사) 

세부적인 생산과정의 공간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인쇄광고관련업체의 제작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표 47). 인쇄광고관련업의 구성은 크게 기획 • 편집， 광고사 

진， 출력， 인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광고사진은 다시 현상 및 인화라는 업무와 

연결이 된다. 충무로 지역과 영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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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다음과 같다. 

충무로 지역은 사진 출력 업무의 대부분이 지역내에서 관련 전문 업체간에 네 

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쇄는 충무로내에서 이루어 지 

는 경우가 많았으나 다량의 인쇄물인 경우 지역외에 있는 대형 인쇄업체를 이용 

하고 있었다. 

영동지역에서는 주로 시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업무인 광고사진 및 출력 

업무가 주변의 영동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인쇄는 충무로나 을지 

로 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업무가 아직 완전히 지역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동지역은 인쇄광고관련기능들이 상당히 집 

적하기 시작하고 있고， 충무로와는 달리 특정 기능에 매우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 

이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이 지역에 관련기능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집적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럴 경우 충무로에 있는 업체들의 상당 

한 이전이 예상된다. 

이는 면담조사과정에서 자주 인식이 되었는데 충무로 지역의 건물과 주위환경 

이 열악한 것에 비해 신사동 지역은 건물환경도 양호하고 특히 임대료가 충무로 

지역보다 훨씬 싸다는 이점이 있어 관련기능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업체가 상당수 있었다. 특히 광고업은 고객이나 시장지향의 입 

지요인보다는 정보 및 관련업무와의 네트워크를 더 큰 입지요인으로 고려하고 있 

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인쇄광고관련엽무의 집적지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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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광고사진의 제작네트워크의 입지의 예 

광고사진 현상.인화 필름구입 장비 

충무로 충무로 종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충무로 

압구정동 신사동 종로 종로 

신사동 신사동 종로 신사동 

충정로 충무로 종로 충무로 

(자료 : 설문 및 면담자료) 

광고사진엽의 네트워크도 충무로와 영동지역의 업체에 따라 공간적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표 48). 시간적으로 빠른 처리를 요하는 현상 및 인화업무는 주 

로 주변의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필름구입이나 장비구입은 전문지역 

인 종로지 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표 49) 방송광고관련업 제작네트워크의 입지 예 

포A트쿄로 
표로덕션 

덕션 
조명 세트 i「E;jnL 

신사동 신사동 서초동 남양주 신사동 

청담동 
논현， 

신사동 문래동 논현동 
압구정동 

역삼동 논현동 논현동 영등포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 논현동 영둥포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 

신사동 남양주 
신사，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논현， 

신사동 삼성동 논현동 
한남동 

(자료 : 설문 및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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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송광고관련업체의 제작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알아 보았다(표 49). 

방송광고관련업무를 크게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조명， 세트， 녹음으로 구분하 

여 업무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대체로 많은 공간을 

필요로하는 세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가 영동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 

었다. 세트는 경기도나 영둥포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특정이다. 신사동지역은 

방송광고관련엽의 집적지로 관련업무의 네트워크가 집적지내에서 완전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한가지 제품에 대한 광고서비스가 완성되기까지 광고회사를 중심으로 

실제 제작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도심에 있는 대기업의 계열 광고회사의 제작과정 

관찰대상인 D 광고회사는 국내 대기업의 계열 광고회사로 종사자수 324명의 대 

규모 광고회사이며， 종로에 있는 업체이다. 종사자의 구성은 AE가 23.8%, 크리에 

이티브가 32.4%(디자이너 54명， 카피라이터 20명， PD 18명)， 지원업무가 17.5%, 

연구소가 5.6%, 판촉 8.5%, 매체 7.5%, 인터넷 사업 7.2%로 되어 있어 크리에이티 

브 종사자 구성비중이 높은 것이 특정이다. 제작부서에는 카피라이터， 그래픽디자 

이너， 프로듀서 둥 인쇄 및 방송광고관련업무의 담당자 대부분이 내부에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다른 광고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고사진 

전문가를 회사 내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과정을 관찰한 것은 같은 계열회사 

의 음료제품광고였다. 

먼저 인쇄광고관련제작과정을 보면， 제작과정 상당부분의 업무가 광고회사 내부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카피 문구의 선정， 그래픽 디자인， 레이아웃 둥 아이디어 

와 제작전반 업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제작과정에는 충무 

로에 있는 기획사와 광고사진스튜디오 동의 협력을 받고 있었다. 협력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기획사인 S사는 음료광고제작과정에 상당히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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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던 업체로 제과， 음료， 식품과 관련한 기업의 광고나 브로슈어 제작에 전문성 

을 지니고 있는 업체였다. 종업원수가 20명 정도로 관련업체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으로 인쇄광고관련업무 중 상당부문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체이다. 전반 

적인 내용이나 틀은 광고회사가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S사가 전문성 

을 발휘하면서 광고회사와 수시로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 관여하 

는 대표적인 업체가 일러스트레이션 업체와 광고사진스튜디오였다. 일러스트레이 

션은 충무로지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L업체를 이용하고 이었는데， 이 업체는 

을지로에 있는 업체로 기획사인 S업체 뿐만 아니라 광고회사와도 긴밀한 협력관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광고사진은 충무로에 있는 O스튜디오가 관여하고 있었는 

데， 이 업체는 음료관련 광고사진제작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업체였다. 여기까 

지 광고회사， 기획사， 일러스트레이션， 광고사진 등의 업체가 협력을 하여 밑그림 

이 완성이 되면 다음은 원색분해 및 제판과정으로 넘어간다. 원색분해 업무는 역 

시 충무로에 있는 K사가 수행하였는데 이 업체는 광고회사 뿐만 아니라 S기획사 

와도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형성해온 업체로 중사자수는 22명 정도였다. 인쇄광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략 10여개 업체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업무 협력 기획과정 부터 
참여 

<그림 78> 도심의 대규모 광고회사 제작의 공간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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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의 경우는 광고회사의 PD 주도하에 회사내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완 

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실제 제작과정에서는 프로덕션의 감독이 광고회사와 

협조 하에 상당부분 수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덕션사의 기획력 

이 상당히 중요시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D프로덕션 

사는 신사동에 있는 업체였는데 종사자수는 23명으로 기획 감독외 자체에 촬영 

담당자가 있는 규모가 큰 업체에 속하였다. 광고회사가 담당했던 기획업무의 상당 

부분이 프로덕션사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촬영은 경기도에 

있는 촬영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촬영과정에 조명， 미술， 전기， 모델 등 약 30여명， 

7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관련업체는 광고회사가 정하는 경우가 많 

았으나， 프로덕션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촬영이 끝난 후 합성 및 

편집업무는 논현동에 있는 포스트프로덕션사로 특수효과 전문업체인 V사가， 그리 

고 녹음은 역시 논현동에 있는 D사에서 이루어졌다. 확인결과 촬영세트 외에는 

방송광고관련업무 전부가 영동지역에 있는 엽체들이었다. 

(2) 영동에 있는 대기업의 계열 광고회사의 제작과정 

국내 기업의 계열사인 D 광고회사는 영동의 논현동에 있는 업체로 종사자수 69 

명의 중규모 광고회사이다. 1998년에는 126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엄청난 구조조정 

을 경험한 것으로 추측된다. 종사자의 구성은 AE 24.6% 크리에이티브 27.5%(디 

자이너 11명， 카피라이터 4명， PD 4명)， 매체 10.1%, 기타 8.7%로 되어 있으며， 구 

조조정을 통해 크리에이티브와 관련한 업무의 상당부분이 외부화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작과정을 관찰한 것은 계열회사의 화장품 광고였다. 

인쇄광고관련업무는 크게 화장품 카탈로그， 부로슈어 패키지와 잡지 및 신문광 

고로 구성된다. 각각의 업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팀에서 한꺼번에 

맡아서 처리하끼도 하나 참여관찰한 광고는 잡지광고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틀은 자체내의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나， 

카피부문이 구조조정을 통해 외부화되면서 카피를 신사동에 있는 전문업체이용 

(프리랜서)를 이용하고 있었다. 실제 제작과정은 충무로에 있는 화장품 그래픽 전 

- 195 -



문업체인 S사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 

해온 업체였다. 이 광고의 경우 일러스트레이션은 거의 관여하지 않은 대신에 광 

고사진이 상당히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었는데，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진스 

튜디오는 충무로에 있는 화장품 사진전문업체인 M사(6명)와 신사동에 있는 패션 

및 화장품 사진전문업체인 S사(5명) 두 업체로 역시 상당히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과정인 원색분해 및 제판은 저동에 

있는 M사가 이용되고 있었으며， 인쇄는 인현동에 있는 S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각각의 제작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광고회사가 수시로 관리하면서 그 

때 그때 논의를 통해 광고를 완성하고 있었다. 

일부업무협력 기획과정 부터 
참여 

<그림 79> 영동의 대규모 광고회사 제작의 공간적 네트워크 

방송광고는 먼저 차피라이터， PD, 감독 둥이 참여하는 제작회의를 통해 전체적 

인 밑그림을 구성을 하였으며， 처음부터 프로덕션사의 감독과 기획자가 상당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프로덕션사는 논현동 Y사로 종사자는 기획 1명， 감독 3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였다. 자체에 촬영팀이 없어 촬영은 외부의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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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서 이용하고 있었다. 촬영 세트는 강남구 삼성동을 이용하였으며， 촬영과정에 

인원은 약 27명 7개 업체가 관여를 하고 있었다. 관련업체는 광고회사에서 정하 

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였다. 편집을 하는 포스트프로덕션은 논현동에 있는 V사 

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녹음은 논현동에 있는 B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 

은 이 과정에 참여한 프로덕션사， 포스트프로덕션사， 녹음사 세 업체가 서로 오랫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제작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 도심에 있는 소규모 광고회사의 제작과정 

관찰대상인 K사는 종로에 있는 업체로 종사자수 10명의 소규모 광고회사이다. 

종사자 구성을 보면， 10명중 디자이너업무에 3명， 매체업무에 1명， 사진업무에 1 

명 판촉 및 PR업무에 2명이 종사하고 있다. 제작과 관련하여 디자이너만 내부에 

부서가 있고， 카피라이터와 CM과 관련한 PD가 회사내에 없다. 제작과정을 관찰 

한 것은 의 약품 광고였다. 

인쇄광고제작과정을 보면， 카피업무는 회사내에 카피라이터가 없어서 외부의 프 

리랜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제작과정의 상당부분이 기획 · 디자인 전문업체와의 

상호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획 · 디자인사는 

부근의 종로에 있는 K업체(종사자수 6명)와 충무로에 있는 C 업체(종사자수 11 

명) 둥 두 업체였다. 인쇄관련업무를 이 두 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이었다. 

광고사진은 충무로에 있는 의약품 전문사진 업체인 B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었 

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은 회사 부근 종로에 있는 I 업체가 관여를 하고 있었다. 원 

색분해 및 제판은 충무로에 있는 D사를 이용하였으며， 인쇄는 경기도 안산에 있 

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광고회사는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창 

출과정에서부터 관련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관련업체의 선정은 受注

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련업체의 선정에는 비용과 기술 

력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원하는 광고형태를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중 

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관련업체와 상호신뢰가 제작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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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과정부터 

참여 
기획과정 부터 

참여 

<그림 80> 도심의 소규모 광고회사 제작의 공간적 네트워크 

방송광고의 경우 회사내에 담당할 수 있는 PD가 없기 때문에 기획과정에서부 

터 프로덕션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프로덕션사의 선정에 

서 기획력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었는데， 프로덕션사는 신사동에 있는 H사로 기 

획담당자 2명， 감독 2명으로 구성된 업체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방송광고관 

련업무의 상당부분이 외부화 되었으며， 이에 갈수록 프로덕션사에 기획업무까지 

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촬영은 영둥포에 있는 세트장을 이 

용하였으며， 조명， 미술， 모텔 둥 관련업체의 선정에 프로덕션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편집은 신사동에 있는 I업체에서 담당하였으며， 녹음은 역삼동에 있는 

업체에서 이루어졌다. 방송광고 역시 관련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프로덕션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광고제작과정에 광고회사가 대체로 만 

족을 하는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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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동에 있는 소규모 광고회사의 제작과정 

관찰대상인 광고회사는 청담동에 있는 C사로 종사자수 14명의 소규모 회사로 

1993년 서초동에서 크리에이티브 전문회사로 출발하여 광고회사로 발전한 업체이 

다. 종사자 구성을 보면， AE가 3명， 디자이너가 2명， 카피라이터가 1명이었으며， 

PD는 없었다. 주로 인쇄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제작과정을 관찰한 것은 

전화기 광고로 카달로그 제작과 관련한 인쇄광고만 진행되었다. 

기획과정부터 

참여 
기획과정 부터 

참여 

<그림 81> 영동의 소규모 광고회사 제작의 공간적 네트워크 

인쇄광고관련 제작과정을 보면， 카피는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소규모 

업체이지만 그래픽 부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아이디어와 기획업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제작과정에 관여하는 기획 · 디자인업체는 잠원동의 

A사(15명)로 카탈로그와 전단제작 전문업체로 관련업무의 상당부분을 자체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엽체였다. 광고사진은 신사동에 있는 W사(4명)를 이용하였는데， 

시계 및 전자제품 촬영전문업체였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역삼동에 있는 R사를 이 

용하였으며， 원색분해는 필동의 K사를 이용하였으며， 인쇄는 을지로에 있는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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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이 광고회사는 소규모 업체로 광고수주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수시로 접촉을 요하는 관련업무의 상당부분은 충무로가 아닌 영동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만 대면접촉을 덜 필요로 하는 제판 및 인쇄업무는 충무로 

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대개 기획 · 디자인사에 관련업무를 일괄 

하여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외 직접적인 제작과정과는 관련이 없으나，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작과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리서치와 마케팅 업무가 있다. 이 중 리서치 기관의 

주요 업무는 사회여론조사， 수요예측， 신제품 수용 동 마케팅 관련 리서치， 광고효 

과 조사， 매체관련조사 둥이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서치회사는 약 38 

개사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70년대에 설립된 것이 5개사 80년대 설립된 것 

이 127TI 사， 그리고 나머지 22개사가 9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387TI사 중 

23개사가 강남 · 서초지역에 입지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광고회사의 마케링팀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이 

있었으나， 1996년에 들어서는 10대광고회사 모두 양적조사는 광고주의 특별한 비 

밀을 요하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전문조사회사에 외주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이다. 그러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은 질적조사는 참석자 모집과 내용요약 둥 

은 전문조사회사에게 의뢰하지만 진행은 광고회사의 담당마케터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직 마케터들의 요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문 진행자가 

부족하고 광고회사의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마케터는 조사회사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자료분석팀에서 수집， 분석한 2차 

자료， 그리고 광고주의 판매자료 둥을 종합분석하여 광고주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 

언을 제공해주고 있다. 

광고회사 마케팅 담당부서의 주요 업무는 광고주의 마케탱， 케뮤니케이션 전략 

의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컨설팅 업무， 사내외 교육자료 발간 및 출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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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및 브랜드， 매체전략 모델 개발， 마케탱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실 운영 둥 

이다. 광고회사내에 마케팅 담당부서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업체로 규모가 큰 업체들로 그 수는 17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중 외부연구소 

와 업무연계를 맺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로 나타났다. 

제 3 절 협력네트워크 

1 협력네트워크의 특성과 내용 

광고관련산업의 협력네트워크 형태를 보면， 광고회사의 경우는 마케탱 조사에 

대한 협력네트워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인쇄광고관련업은 사업의 공동추진과 

정보 및 장비의 공동이용 마케탱 조사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였다. 방송광고관련 

업의 정보 및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이였다(표 5이. 

(표 50) 광고관련산업의 협력네트워크 형태 

연구기관 
인력교류 정보 및 

다;x]; 마케탱 사업의 합계 
다?〈1 장비의 

대학과의 조사 공동추진 (n=사례수) 
교육위탁 공동이용 

연계 

광고회사 17.6% 11.8% 42.6% 10.3% 17.6% 100%(n=70) 

인쇄광고 
9.0% 13.4% 25.4% 26.9% 25.4% 100%(n=67) 

관련업 

방송광고 
6.7% 6.7% 6.7% 33.3% 46.7% 100%(n=33) I 

관련업 

(자료 :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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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소와의 연계업무로는 학계 및 국내외 연구소 및 리서치회사와 공동으 

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가 많았다. 주로 마케탱 모델 개발이나 마케탱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광고회사의 자문위원의 주요 활동은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이 

나 마케팅， 매체， 프로모션 관리 둥의 실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사내교육 및 

특수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정적인 자문위원 외에 매월 또 

는 연 2회정도 사내 광고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심사위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107~ 엽체가 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2. 해외기업과의 제휴 및 연계형태 

국내 주요 광고회사와 외국 광고회사의 엽무제휴 현황을 보면， 제휴를 맺고 있 

는 외국광고회사 50개사중 미국의 업체가 13개사 일본 업체가 15개사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외 중국 업체가 7개사， 영국 업체가 4개사 였으며， 

기타 인도 2개사 아랍에미레이트 2개사가 있었다. 주요 제휴내용은 해외광고주 

소개 및 해외광고시 업무협조가 많았으며， 그밖에 광고 기술 노하우 제공， 참단 

광고기법의 공유 동 기술적 업무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51).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광고회사는 총 12개사로 이중 국내사와 합작투자형태는 

9개사이며， 단독투자로 들어온 경우는 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광고업체의 세계화 내용 

상위 광고회사들은 해외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해외 광고담당 부 

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127~사였으며， 해외 현지에 지사나 사무소를 가지고 있 

는 회사는 5개사 23개소로 J사가 13개소로 가장 많으며， L사가 5개소， D사가 3개 

소 등을 가지고 있다. 1988년에 동경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에 

3개소， 1996년 147~ 소에서 1998년에는 23개소로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개 

소 중국이 6개소 일본이 3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사무소의 업무는 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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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를 개발하여 현지에 토착화하기보다는 계열 광고주의 해외광고를 보조해 

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광고회사들의 해외진출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해 외국 광고회사와의 제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많 

은 대행사들이 외국의 광고회사와 업무， 혹은 기술제휴 등의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표 51) 광고회사의 해외업체와의 제휴내용 

광고회사 제휴국가 제휴내용 

D1사 
미국， 일본， 영국， 중국， 

업무제휴， 광고주 소개， 자료교환 
베트남，아랍에미레이트 

N사 미국， 싱가폴， 일본 해외광고주 개발， 해외진출 지원 

D2사 미국， 일본， 중국 첨단광고기법 공유 

L^} 일본， 중국 해외업무 협조 

M사 일본，아랍에미레이트 독점적 업무제휴， 시장정보제공 

0사 중국， 일본， 미국 광고관련업무 제휴， 기술 노하우 제공 

J사 
일본， 필리핀， 캐나다， 해외업무 협조， 공동광고， 기술 노하 

중국， 미국， 영국， 인도 우 제공 

K사 미국， 인도， 일본 현지광고대행 

H사 미국 상호 독점적 엽무제휴 

(자료: 광고단체연합회; 각 광고회사 인테넷 자료) 

국내 광고회사가 해외광고회사와 업무제휴를 하는 목적은 국내 광고주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현지에서의 광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현지시장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함이다. 1980년대 까지는 0사가 1967년에 일본의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것이 최초였으나 광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급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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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과 논의점 : 都市內 생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 부문은 장래 도시경제발달 형태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고차생산자서비스가 도시경제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방향은 두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생산네트워크의 경향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지역적 집적의 과정이다. 두 번째는 고차생산자서비스 부문이 운영 

방식에서 세계화를 증가시키는 일련의 기술적， 조직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 

한 외견상 역설적인 방향은 지방화와 세계화의 얽혀진 모습을 띠고 있다. 

기술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때 나 

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두가지이다. 조직을 완전히 재배치(주로 도심에서 외곽으 

로)하거나， 조직을 단위별로 공간적 분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은 공간 

적으로 기능을 분리시킬 수 있으나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 

자간에 직접접촉이 있어야 하고 대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제조업과 달리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은 규모를 증대시켜 규모의 경제를 

얻는 것이 어렵다. 즉 조직자체의 대규모화가 어렵다. 결국 여러 부분으로 나뉘 

어져 있는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업체간의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고차 

생산자서비스엽의 경우 조직의 공간적 분화가 운영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업체간의 정보 지식 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 

종의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해온 광고업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구조적 특정올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충무로지역에 형성된 인쇄광고관련업체의 집적지와 신사동지역에 형성된 

방송광고관련업체의 집적지는 많은 관련업체들이 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광고라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집적 

의 이득올 집적지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분포해 있는 광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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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들 업체들과 제작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간접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 

광고관련산업이 집적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효과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 생산자들간의 기술적， 지식적 전문화와 보완성이다. 생 

산자들이 특별한 투입요소를 필요로 할 때 외부의 서버스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경제 효과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유연적으로 값싸게 투입요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필요로 할 수 있는 투입요소를 획득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생산자 

들이 적절한 가격에 적당한 노동의 외부 공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수시로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값싸게 생산올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생산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보획득과 혁신 효과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경제 질서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생산문화 형성의 기반이 된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특성은 도시내에서 공간적， 기능적 연결성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고차생산자서버스엽의 경우 공간적 구조에서의 변화는 중요한 

두가지 개념， 즉 접근성과 집적의 재해석을 요구한다. 오늘날 두 개념이 가지는 

설명력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공간적 접근성은 몇몇 기능에 있어서는 더 이 

상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조건으로부터 집적의 효과가 자 

유로와지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장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이 

공간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 다. 

도시내 집적지에 입지한 고차생산자서비스업들이 기대하는 이득은， 

첫째， 집적지에서 규모의 효과와 도시가 주는 일반적 도움을 추구한다. 도시라 

고 하는 전체 틀이 제공해 주는 다양한 도움이 기업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올 주 

게되며， 특히 고차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다. 

둘째， 개별 집적지가 주는 특수한 이점의 추구이다. 이것은 여러 집적지마다 가지 

고 있는 독특한 입지적 이점이나 차별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이 추구하는 업 

무의 성격에 따라 추구하는 특수한 이점이 존재할 것이며， 이에 특수한 이점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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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목적을 위해 특정 집적지역에 업지하려고 한다. 

도시내 

공간적 

<그림 82> 대도시내 공간적 생산네트워크 형성의 모식도 

셋째， 일반적 이점과 개별 접적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점의 동시추구를 통 

한 다양성과 시너지효과의 추구이다.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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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개별 접적지들이 제공하는 특수한 이점올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집적지간의 공간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수단으로 동장하게 된다. 

도시내 각 집적지는 독립적이어서는 외부성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 집적경제의 효과는 집적의 경제 개념에 따라 한 접적지에서 독립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 즉 개별 집적 

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공간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하나의 집적 

경제의 효과를 발휘하는 국지적 집적효과가 아닌 지역적 집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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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연구의 함의 

현대 경제관계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변형을 그 특정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 

다양성과 복잡성의 증가는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의 해결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한 고비용의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유연적이고 효율적인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제공은 생 

산과정상에 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서 

비스경제화 특히 생산자서비스경제화로의 경제구조재편은 도시공간경제의 구조재 

편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현상이 단일 집적지가 아닌 다수의 집적지들간의 지역적 

조직화를 통한 도시구조의 네트워크화이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집적지 형성의 배 

경에는 생산과정의 유연적 전문화가 자리를 잡고있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은 유연 

적 전문화와 집적지 형성의 전형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 

연적 전문화와 구조재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대 

도시에서의 지식집약서비스엽의 집적과 생산조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식집약서비스업인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특성을 밝히고，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중 네트워크가 중 

요한 생산기반인 광고업을 사례로 서비스업간 외부화， 생산네트워크의 공간적 특 

성을 밝힘으로서 대도시의 새로운 도시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성장과 서비스경제화과정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 

다. 특히 서울의 지역경제에서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임을 알 수 있었 

다. 서울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 

에서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모의 확대는 오피스 공간의 수요 

확대로 이어져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입지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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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기존의 도심보다는 영동지역 지향의 입지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서울시에서 고차생산자서버스의 분포경향에 있어 1986년에서 1996년 10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 도심지역의 비중감소와 영동 

지역의 비중증가가 업종에 차이 없이 탁월하게 나타났다. 영동지역의 비중증가는 

기존 도심지역의 절대수 감소보다는 대규모 업체의 이전 소규모 신설업체의 증 

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설업체 입지의 영동으로의 편중은 앞으 

로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분포경향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사례연구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로서 광고관련산업의 서비스생산과정에서 관 

련업체와의 생산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지특성에서는 

고객 및 시장지향보다 정보 및 관련업체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인쇄광고관련업체와 방송광고관련업체의 집적지가 각각 도심의 충 

무로와 영동지역의 신사동지역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적 

지의 형성은 광고관련산업의 전반적인 유연적 전문화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관련 전문기능의 집적은 계속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넷째， 네트워크 도시구조의 형성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광고회사는 주로 기획과 

전략을 담당하고 실제적인 크리에이티브 업무는 전문제작사들이 담당하는 공간적 

분업과 업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광고라는 서비스가 생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집적지의 이득을 광고회사가 공간적 거리에 상관없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결 

국 서울이라는 전체 공간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서비스가 생산이 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는 각 집적지내에서 관련 기능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이득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집적지 외부에 있는 기능이 공간적으로 

는 떨어져 있으나 다시 각 접적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집적이득올 충분히 

이용하는 국지적 집적효과가 아닌 지역적 집적효과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 특히 영동지역간의 경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 영통지역이 좀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큰 규모의 시장， 관련업무와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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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용이， 좋은 오피스환경 둥 때문에 좀더 매력적인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입지 장 

소임에는 틀림없다. 더욱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의 집적지가 발달하고 있고， 

그 결과 더욱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기능의 입지를 유인하고 

있다. 도심과 비도섬 중심지가 경쟁올 하고 있고， 이런 경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런 경쟁이 도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올 미칠지는 각 지역경제가 

기본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활동들을 강화시키거나 재창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의 경쟁은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 

다. 몇몇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영동으로의 이전에 대해 아직 강하게 저항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입지적 우위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도심 중심지와 도심은 경쟁이 아닌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심의 활동 

은 비도심지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하며 비도심지 또한 도심지역의 적절한 도움 

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최근에 설립된 업체의 상당부분이 비도심 중심지인 영동지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기존 연구에 

서 논의되었던 새로 창설하는 업체와 관련한 seed-bed 가설은 단일 도시중심지 

대신에 도시내 전체 집적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외부경제의 효과는 교통과 통신기 

술의 덕분으로 도시중심부 밖에서도 획득이 가능하다. 고차생산자서비스는 막대한 

고정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다. 그 

리고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소규모로 운영이 되며， 활동의 상당부분이 정보나 지 

식의 변형 및 전달과 관련이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입지에 

정보연계와 업무연계가 다른 요인보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결국 도시내에 다 

양한 seed-bed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같은 현상은 도시개발의 한 방법으 

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의 특성이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입지이론은 유형의 재화와 관련된 물질적 연계를 

강조하였다. 이는 운송비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특정 산업의 특정지역 분포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엽의 연계는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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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과 관련한 무형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무형적 관계는 주로 대면접촉에 의해 

이루어진다. 입지이론에서 대면접촉을 통한 연계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 집적경 

제의 개념이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연계구조를 가진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집중은 

경제활동의 접적 경향의 한 표현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의 개념이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통합되어 있는 

생산조직체를 가능하도록 해준다면 네트워크는 도시지역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 

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는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 대도시권과도 관련이 

된다. 물론 도시들은 오랬동안 상호관계를 가져왔다. 그리고 도시의 네트워크 관 

심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중심부와 배후지의 

관계보다 중심지와 중심지간의 관계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관계에 

서 인접성보다는 연결성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크리스 

탈러식의 계층적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경쟁과 상호협력을 통한 수평적， 보완적 

관계가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도시구조는 강화되리라 예상되며， 

기존에 논의했던 도심과 부심 둥 계층적인 질서로 도시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무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 구조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틀이었던 다핵구조론에 

대 한 보완적 인 또 다른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분포변화와 입지적 역동성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변형을 통해 경제관계를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 

다. 그리고 고차생산자서비스는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기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입지하느냐는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내에서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도심이 비도 

심 중심지(영동지역)보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이 훨씬 낮다는 사실은 명백하 

게 나타났다. 더욱이 국가적인 기본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업체 

들이 도심지역에서 절대수가 감소하고 영동지역으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간의 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당한 보완관계 

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기업간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서 도심과 비도심 중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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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나 계층관계가 아닌 공간적으로 보완적이고 수평적인 틀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본 정책 방향이 가능하다. 첫 번째 

는 도심에 적절한 수준 높은 입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분산경향을 역전시키는 것 

이다. 두 번째는 도시내 분산 패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태은 고차생 

산자서비스의 공간적 분포의 관점에서 좀 더 현실적이다.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입 

지선호， 기능간 네트워크 둥을 고려할 때 영동지역에의 입지를 장려하는 것이 현 

실적이다. 그럼으로써 관련기능들간 네트워크가 형성된 집적지역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도시구조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지역간 불평둥 분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과 텔리커뮤니케이션 개선 법률적 규제완화 둥과 관 

련된 간접적 유도정책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정도시지역에 대한 고차생산자서비스 

의 선택적 입지의 효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 

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도시내로 한정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도시간의 관계 

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간의 네트워크 개념이 보완이 

되면 좀더 충실한 네트워크 도시개념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 지 

역을 실제로 떠났던 고차생산자서비스엽의 특성， 입지선호， 입지적 역동성에 대해 

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떠날 업체에 대한 조사도 시행되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 재입지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면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시장범위와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중 

요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네트워크 연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내 

용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지역간 네트워크는 필수적으로 수평적 평둥만을 의미하나? 갈둥관계가 관계 

되지는 않나? 

둘째， 공간적으로 아직 많은 활동들에 남아있는 도시관계의 이전 형태(크리스탈러 

식)와 네트워크 도시 개념은 어떻게 얽혀 있나? 

네트워크의 공간적 방향이 무엇인지， 어떠한 형태의 공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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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어떠한 네트워크가 국제경쟁에 직면해서 적합한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고차생산자서비스 활동들은 계속 

해서 관심을 받을 것이다. 고차생산자서비스는 대도시구조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들의 입지적 역동성은 앞으로도 지리학에서 중요한 연구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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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3. 4. 
사진 

5. 6. 5. 6. 

7. 8. 7. 8 

1. 2. 2. 

영상 3. 4. 3. 4. 
(효로덕션) 5. 6. 5. 6. 

7. 8. 7. 8 

1. 2. 1. 2. 

식자， 3. 4. 3. 4. 
조판 5. 6. 5. 6. 

7. 8. 7. 8 

1. 2. 1. 2. 

인쇄 
3. 4. 3. 4. 
5. 6. 5. 6. 
7. 8. 7. 8 

1. 2. 2. 

마케탱 3. 4. 3. 4. 
리서치 5. 6. 5. 6. 

7. 8. 7. 8 

(전문프리랜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몇 명인지 기입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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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주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어느정도 작용합니까? 

* 업체의 규모 (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 

* 명성(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 

* 기술이나 장비수준 (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함) 

* 거리 (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 

* 개인적 친분(학연 지연둥)(작용하지 않음 CD<-(2) - @ - @ ->(5) 매우 많이 작용) 

* 주위의 소개(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 

15. 외주업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매우 종속적 관계 CD <- (2) - @ - @ -> (5) 매우 대등한 관계 

16. 귀사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고객 및 광고주(기업체)가 어떠한 형태로 참여를 하 

는가? (모두 O 표) 

@기술이나 장비지원 

@하청업체 지정 

@아이디어 제공 @공동편집 

@금융지원 @인력제공 

@기타 ( 

17.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고객 및 광고주의 참여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직접 대면접촉 @전화를 통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서면으로 

19.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고객 및 광고주와의 접촉에서 거리라는 요소가 어느정도 장 

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함) 

20. 귀사가 다른 업체에 외주을 주는 이유는? 
@기술이나 장비부족으로 @생산비 절감위해 @주문량이 유동적이어서 

@개인적 관계 때문 @기타 

21. 기타 서비스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기능을 외부업체나 기관 

과 협력이나 제휴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O 표 하십시요. ) 

@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 인력교류 및 교육위탁 

@ 마케팅조사 

@ 프로젝트 및 사업의 공동추진 

@ 정보 및 장비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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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작사 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학위논문으로 “전문지식집약산업으로서 

광고관련산업의 연계특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셜문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광고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으로서 광고관련산업의 적절한 입지와 앞으로 

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웅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전체적인 결과만 이용되며 개별 기업의 사 

항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귀사의 귀중한 한마디가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바 

쁘시더라도 설문에 웅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실 경우 최종 분석결과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웅답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거나， FAX로 보내 주십시 

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999년 5월 

김 대 영 드림 

(우송 및 연락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김 대 영 

연 락처 : TEL 880-6444, 

FAX 876-9498 

1. 업체특성에 대한 설문 

016-355-7918 

1. 귀사의 주력 업종은 ? (해당하는 곳에 모두 O 표 하십시요.) 

기획 및 편집회사 ) CM 및 영상，프로덕션， 조명전문회사 

사진스튜디오 인쇄 및 원색분해， 제판전문회사 ( 

매체대행사 카피전문회사 

CI, BI 전문회사 마케탱리서치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 

2. 고용규모(직원수) 

상시고용자수 명 

일 시 적 고용자수(part-time) ( 명 

전문 프리랜서 명 

3. 귀사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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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 @ 합자회사 @ 법인 @ 대기업의 계열사 @외국합작회사 

4.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이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본(장비 ) 및 노동집 약도 

매우 자본집약적 CD <- (2) - @ - @) -> (5) 매우 전문기술집약적 

* 표준화 정도 

매우 표준적(규격화) CD <- (2) - @ - @) -> (5) 매우 비표준적(맞춤， 개별적) 

* 서비스 생산에 있어 광고주나 고객 및 주문업체의 참여 및 영향력 
전혀 참여하지 않음 CD <- (2) - @ - @) -> (5)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 

* 다른 광고관련 업체와의 업무의 연관성 정도 
전혀 연관성이 없음 CD <- (2) - @ - @) -> (5)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II 업체 입지특성에 대한 설문 

5. 귀사의 사업에 있어 입지의 중요성은 

@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입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중요 

@ 서울내면 어디든지 만족 

@ 수도권이면 어디든지 만족 

@ 전국 어디든지 만족 

6. 귀 업체의 입지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 사업을 시작했다. 
중요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중요 

* 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가까이 있어야 한다. 
(고객 및 광고주에 대한 인접) 

중요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중요 

* 귀사에게 전문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가까이 있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중요 

* 업무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기에 용이해야한다. 
중요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중요 

* 건물의 임대료 및 시설이 적절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중요 

* 전문 노동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음 φ <- <7d - @ - @) -> (5) 매우 중요 

*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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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입지해 있는 곳의 입지적 만족도 

귀사가 현재 입지해 있는 것에서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지역적 명성 
(매우 불만족 CD <- cz) - @ - @ -> (5) 매우 만족) 

*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가까이 있다(고객 및 광고주에 대한 접근) 
(매우 불만족 CD <- cz) - @ - @ -> (5) 매우 만족) 

* 당사에게 전문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가까이 있다. 
(매우 불만족 CD <- cz) - @ - @ -> (5) 매우 만족) 

*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기에 용이하다. 
(매우 불만족 CD <- cz) - @ - @ -> (5) 매우 만족) 

* 건물의 임대료 및 시설이 적절하다 
(매우 불만족 CD <- cz) - @ - @ -> (5) 매우 만족) 

* 전문 노동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매우 불만족 CD <- cz) - @ - @ -> (5) 매우 만족) 

* 교통이 편리하다. 
(매우 불만족 CD <- cz) - @ - @ -> (5) 매우 만족) 

8. 다른 곳에서 사업체를 이전한 경험은， 있다면 어디에서 이전해 왔으며， 이전한 

이유는?동 

이유 CD임대료 @공간부족 @교통 @다른 업체와의 연관 

@정보구득 @ 고객 및 주문업체를 쫓아서 @ 전문노동력이용을 위해 

9. 앞으로 다른 장소로 사업체를 이전할 생각은 있는가? 있다면 어디로 

@지금있는 곳의 주변지역 @같은 區 지역 @그외 서울내 

@서울외 수도권 @그외 다른 지역 

10.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재 귀사가 입지해 있는 장소와 특성이 비슷한 곳이 

서울의 다른 곳에 있다면 ? 

@을지.충무로 지역 @그외 종로.중구지역 @강남.서초구지역， 

@여의도지역 @그외 서울지역 

IIl. 다른 업체와의 연계에 관한 설문 

11. 귀사의 매출액중 다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어느정도 인가 ? 

일 반 개 인 )% 기 업 체 )% 

광고대행사 ( )% 광고관련업체(특수서비스업체) )% 

12. 주요 고객， 광고주 및 주문업체의 분포는 ? 

@인접 지역 @주변 區 @서울 전역 @수도권(경기도 포함)(5)전국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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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사가 다른 관련 업체로부터 외주를 발늄 업체중(광고대행사 및 광고관련업체)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의 소재지와 주문내용을 적어 주십시요. (업체명은 기업하 

지 않아도 됨)(전문프리랜서도 포함) 

업체명 소재지( 구 동) 주 문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4. 귀사가 다른 관련 업체에 외주를 준뇨 업체중(광고관련업체， 전문프리랜서도 포 

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의 소재지와 거래내용올 적어 주십시요. (업체명은 기 

입하지 않아도 됨) 

업체명 소재지( 구 동) 주 문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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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주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어느정도 작용합니까? 

* 업 체 의 규모 (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 우 많이 작용) 

* 명성(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 

* 기술이나 장비수준 (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함) 

* 거리 (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 

* 개인적 친분(학연 지연둥)(작용하지 않음 CD<-(2) - @ - @ ->(5) 매우 많이 작용) 

* 주위의 소개(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우 많이 작용) 

16. 외주업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매우 종속적 관계 CD <- (2) - @ - @ -> (5) 매우 대둥한 관계 

17. 귀사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고객 및 광고주(기업체) 광고관련업체가 어떠한 형 

태로 참여를 하는가? (모두 O 표) 

@기술이나 장비지원 @아이디어 제공 @공동편집 

@하청업체 지정 @금융지원 @인력제공 

@기타 ( 

18.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고객 및 광고주 광고관련업체의 참여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직접 대면접촉 @전화를 통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서면으로 

19.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고객 및 광고주 광고관련업체와의 접촉에서 거리라는 요소 

가 어느정도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용하지 않음 CD <- (2) - @ - @ -> (5) 매 우 많이 작용함) 

20. 귀사가 다른 업체에 외주을 주는 이유는? 

@기술이나 장비부족으로 @생산비 절감위해 @주문량이 유동적이어서 

@개인적 관계 때문 @기타 

21. 기타 서비스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기능을 외부업체나 기관 

과 협력이나 제휴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O 표 하십시요.) 

@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 인력교류 및 교육위탁 

@ 마케탱조사 

@ 프로젝트 및 사업의 공동추진 

@ 정보 및 장비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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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 도자료 : 급간설 정 은 natura1 break 로 혼 

s 
~ 

w뿔E 

10 Kilometers 

고차생삼자서비스 (1986년) 
110-111 
닫찬펀1112-388 
원愈셜11389 -944 
_945-1891 
_1892-3887 

<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수 분포(1986년) > 

w廳E

5 Kilometers 

< 고차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수 분포(19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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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414 - 1413 
1414 - 3869 
3870 - 8504 
8505 - 16296 



w廳E

5 0 s 
~ 

w講E

s 
~를 

10 Kilometers 

o -15 
16 - 57 
58 - 108 
109 - 214 
215 - 548 

< 정보관련서비스업 종사자수 분포(1986년)> 

5 Kllometers 

0-169 
170 - 563 
564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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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내용 

(표 1) 자본 및 노동집약도 

매우 전문기술 
매우 

자본집약적 보통 전문기술 
구분 자본집약적 집약적 합계 } 

집약적 

(1) (2) (3) (4) (5) 

광고회사 0.0% 0.0% 8.1% 40.5% 51.4% 100% 

인쇄광고관련사 0.0% 1.9% 3.8% 40.4% 53.8% 100% 

방송광고관련사 0.0% 4.5% 4.5% 22.7% 68.2% 100% 
'----

(표 2) 표준화 정도 

매우 매우 
표준적 보통 비표준적 

구분 표준적 비표준적 합계 

(1) (2) (3) (4) (5) 

광고회사 0.0% 0.0% 10.8% 56.8% 32.4% 100% I 

인쇄광고관련사 3.8% 7.7% 26.9% 23.1% 38.5% 100% I 

방송광고관련사 4.5% 0.0% 9.1% 45.5% 40.9% 100% 

(표 3) 광고주나 고객의 참여 및 영향력 

전혀 
비참여 보통 참여 매우 참여 

구분 비참여 합계 

(1) (2) (3) (4) (5) 

광고회사 0.0% 0.0% 2.7% 70.3% 27.0% 100% 

인쇄광고관련사 0.0% 3.8% 17.3% 40.4% 38.5% 100% 

방송광고관련사 0.0% 0.0% 13.6% 36.4% 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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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른 관련업체와의 연관정도 

전혀 연관 
연관 없음 보통 연관 매우 연관 

구분 없음 합계 

(1) (2) (3) (4) (5) 
광고회사 5.4% 2.7% 32.4% 43.2% 16.2% 100% 
인쇄광고관련사 1.9% 9.6% 15.4% 26.9% 46.2% 100% 
방송광고관련사 0.0% 9.1% 0.0% 36.4% 54.5% 100% 

(표 5) 입지요인의 중요도 : 여기서 사업 시작 

전혀 
중요하지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5.4% 24.3% 48.6% 18.9% 2.7% 100% 
인쇄광고관련사 15.4% 28.8% 11.5% 21.2% 23.1% 100% 
방송광고관련사 31.8% 18.2% 18.2% 13.6% 18.2% 100% 

(표 6) 입지요인의 중요도 : 주 고객 가까이에 

전혀 
중요하지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10.8% 5.4% 37.8% 35.1% 10.8% 100% 
인쇄광고관련사 15.4% 21.2% 30.8% 25.0% 7.7% 100% 
방송광고관련사 18.2% 9.1% 27.3% 31.8% 13.6% 100% 

(표 7) 입지요인의 중요도 : 관련업체와 가까이 

전혀 
중요하지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0.0% 2.7% 32.4% 51.4% 13.5% 100% 
인쇄광고관련사 1.9% 13.5% 7.7% 46.2% 30.8% 100% 
방송광고관련사 9.1% 13.6% 18.2% 45.5% 1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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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입지요인의 중요도 : 정보구득 용이 

전혀 
중요하지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0.0% 2.7% 18.9% 51.4% 27.0% 100% 
인쇄광고관련사 1.9% 5.8% 13.5% 34.6% 44.2% 100% 
방송광고관련사 4.5% 9.1% 22.7% 40.9% 22.7% 100% 

(표 9) 입지요인의 중요도 : 건물의 임대료 및 시설 

전혀 
중요하지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합계 
。1효LfCLf 

(1) (2) (3) (4) (5) 
광고회사 0.0% 0.0% 40.5% 45.9% 13.5% 100% 
인쇄광고관련사 0.0% 9.6% 17.3% 34.6% 38.5% 100% 
방송광고관련사 4.5% 4.5% 13.6% 50.0% 27.3% 100% 

(표 10) 입지요인의 중요도 : 전문 노동력 이용 

전혀 
중요하지 

구분 
중요하지 

。ι~g
보통 중요 매우 중요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0.0% 0.0% 48.6% 37.8% 13.5% 100% 

인쇄광고관련사 9.6% 7.7% 15.4% 21.2% 46.2% 100% 
방송광고관련사 4.5% 4.5% 18.2% 27.3% 45.5% 100% 

(표 11) 입지요인의 중요도 : 교통 편리 

전혀 
중요하지 

구분 
중요하지 

。l격L5j n2-
보통 중요 매우 중요 

합계 l 

O1혼Lf(ir→ 

(1) (2) (3) (4) (5) 

광고회사 0.0% 0.0% 43.2% 40.5% 16.2% 100% 
인쇄광고관련사 0.0% 5.8% 17.3% 28.8% 48.1% 100% 
방송광고관련사 0.0% 0.0% 18.2% 50.0% 3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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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외주업체 선정시 고려요인 : 업체의 규모 

전혀 
작용하지 

구분 
작용하지 

않음 
보통 작용 매우 작용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5.4% 13.5% 54.1% 24.3% 2.7% 100% 

인쇄광고관련사 9.6% 7.7% 32.7% 38.5% 11.5% 100% 

방송광고관련사 13.6% 22.7% 36.4% 22.7% 4.5% 100% 

(표 13) 외주업체 선정시 고려요인 : 업체의 명성 

전혀 
작용하지 

구분 
작용하지 

。ιgLjn2-
보통 작용 매우 작용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0.0% 10.8% 27.0% 43.2% 18.9% 100% 

인쇄광고관련사 3.8% 9.6% 26.9% 36.5% 23.1% 100% 

방송광고관련사 4.8% 0.0% 9.5% 33.3% 52.4% 100% 

(표 14) 외주업체 선정시 고려요인 : 업체의 기술이나 장비수준 

전혀 
작용하지 

구분 
작용하지 

。afg
보통 작용 매우 작용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0.0% 2.7% 0.0% 48.6% 48.6% 100% I 

인쇄광고관련사 1.9% 1.9% 7.7% 38.5% 50.0% 100% 

방송광고관련사 0.0% 0.0% 14.3% 23.8% 61.9% 100% 

(표 15) 외주업체 선정시 고려요인 : 업체와의 거리 

전혀 
작용하지 

구분 
작용하지 

않음 
보통 작용 매우 작용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2.7% 8.1% 43.2% 37.8% 8.1% 100% 

인쇄광고관련사 5.8% 13.5% 25.0% 32.7% 23.1% 100% 

방송광고관련사 19.0% 9.5% 38.1% 23.8%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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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외주업체 선정시 고려요인 : 개인적 친분 

전혀 
작용하지 

구분 
작용하지 

않음 
보통 작용 매우 작용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10.8% 13.5% 48.6% 21.6% 5.4% 100% 

인쇄광고관련사 13.5% 28.8% 30.8% 21.2% 5.8% 100% 

방송광고관련사 9.5% 9.5% 42.9% 23.8% 14.3% 100% 

(표 17) 외주업체 선정시 고려요인 : 주위의 소개 

전혀 
작용하지 

구분 
작용하지 

않음 
보통 작용 매우 작용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5.4% 27.0% 43.2% 21.6% 2.7% 100% 

인쇄광고관련사 7.7% 19.2% 40.4% 26.9% 5.8% 100% 

방송광고관련사 9.5% 14.3% 52.4% 14.3% 9.5% 100% 

(표 18) 외주업체와의 관계 

매우 
종속적 보통 대둥적 

매우 

구분 종속적 대등적 합계 

(1) (2) (3) (4) (5) 

광고회사 0.0% 10.8% 21.6% 45.9% 21.6% 100% 

인쇄광고관련사 3.8% 13.5% 23.1% 38.5% 21.2% 100% 

방송광고관련사 9.5% 19.0% 38.1% 19.0% 14.3% 100% 

(표 19) 광고주 및 고객과의 접촉에서 거리의 중요도 

전혀 
작용하지 

구분 
작용하지 

。1혼fg→ 
보통 작용 매우 작용 

합계 
않음 

(1) (2) (3) (4) (5) 

광고회사 2.7% 8.1% 24.3% 56.8% 8.1% 100% 

인쇄광고관련사 11.5% 21.2% 36.5% 26.9% 3.8% 100% 

방송광고관련사 18.2% 18.2% 13.6% 36.4% 1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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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economy is characterized by transmÏssion and transformation 

of knowledge or information. The expansion of technical diversity and 

complication changes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goods and services. 

The advanced producer services, knowledge-intensive industry, is becoming 

the significant strategy for reducing the cost and heightening the 

add-value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se advanced producer services 

have been simultaneously using and producing complex information at an 

increasing rate and have created new modes of communication between 

production agents, different units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service 

users. 

This paper is concemed with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within metropolita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and, 

in a case study, the agglomerations formation process and the production 

network of advertising-related industry. Where are various kind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located? How does their distribu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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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ime? And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changing location pattems? 

How is the production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achieved? 

The categorie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selected six sectors, 

information -related service, research and development, legal and 

accountancy service, engineering-related service, advertising , management 

consultant. The ana1ysis of locational pattem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made use of the official statistical raw data. The case study of 

advertising-related industry were surveyed through interviews, 

questionnaires, participant observations. The advertising-related industry 

classified into advertising agency, print advertising-related industry, 

broadcast advertising-related industry. It is analyzed the production process 

of advertising services through dividing into three divisions, planning 

network, creative network, cooperation network.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ervice economy proces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growth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In the regiona1 economy of Seoul, 

paticularly, the advanced producer services could make certain of having 

signific용ilce. The share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in total economy of 

SèOul has increased rapidly, whether measured in terms of occupational 

employment or sectora1 GDP, While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been on 

the decline. During the period of 1986-1996, the advanced producer services 

have expanded in sca1e(workers, f100r space). The expansion of sca1e have 

relation to the demand of office space, which effects on the locational 

tendency. 

Secondly, During the period of 1986-1996, the advanced producer services 

have been remarkablely decreased in the existing CBD. Contrary to this, 

a11 the advanced producer services have been increased in the non-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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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Y oido and Y oungdong area. In analyzing the degree and direction of 

distribution in terms of size, year of foundation, and type of organization, 

especially, it is identified that the growth of Y oungdong area has not been 

due to decreasing of the absolute quantity in the existing CBD, but 

shifting of large scale establishrnents, increasing of small, newly opening 

establishments. Therefore, the locational inc1ination of newly opening 

establishment toward Y oungdong area suggests locational pattem in future. 

Thirdly, in the case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service production 

process of advertising-related industries, as advanced producer service, is 

based on the production network between other related firms. Also, the 

locational factors would rather the information and the network than the 

c1ient or market. In the contemporary advertising-related industry, 

production is vertically disintegrated, organized around transactions among 

a network of small forms , and production organization can be characterized 

as flexibly specialized. The vertical disintegration that lies behind flexible 

specialization creates powerful agglomeration tendencies within 

metropolitan. The agglomeration area of a print advertising-related industry 

is located at Chungmuro in the existing CBD, and that of a broadcast 

advertising -related industry is located at Sinsa - Dong in the non -CBD 

center. The strength of extemal economies within the industries is 

suggested by the agglomeration of smaller firms at intrametropolitan scale. 

Fourthly, the network urban structure is forming within Seoul 

metropolitan. The advertising agencies are generally in charge of the 

planning and strategy, and the specialist creative agencies are in charge of 

actual creative sectors. So, through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and the 

production network, advertising service is producing, and the advertising 

agencies make good use of agglomeration economies, regardl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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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Therefore, through the network between the related finns within 

agglomeration area, they make good use of the network economies, and in 

the case of finns , locating in the outside of agglomeration 따ea， though 

they are off spatially, they make good use of the network economies 

through the inter-agglomeration networks. According to spatia1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networks within Seoul metropolitan, the 

relation between the CBD and non -CBD centers is not becoming 

competitive, but complementary. All regions of Seoul are producing 

servÎces together with cooperation. 

Conclusionly, intensive use of inter-finn networks is associated with 

territoria1 agglomeration. It is especially for advanced producer services 

that co-production and utilization require close interaction between partners, 

often translated into spatia1 proximity and fonnation agglomeration areas 

within metropolitan. The advantages stemming from agglomeration 

economies in tenns of availability, productivity and an abundance of factors 

of production are also quite important. The advanced producer services has 

a major role in the current transition to flexible mode of production. 1 have 

stressed the production proces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must be 

seen as a complex network between related specialist producer service 

finns. The features of this network are, therefo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locational dynamics of the sectors. 

Keywords seNice economy, advanced producer seNices, production network, 

advertising-related industry, flexible specialization, agglom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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