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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는말 

1. 머리말 

1. 연구목적 

현대한국에서 지행되고 있는 교통과 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공간과 시간의 압축현상을 낳고 있 

다. 그만큼 공간을 특히 교통인자를 중요 변수로 다루면서 발달해온 학문도 「이론파괴J. r개념파 

괴」의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론파괴라 하지만 그러나 산업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초기의 현상을 셜명하는데는 

기존의 공간경제학이 유효했다 r그 현실에 그 이론」이었던 셈이다. 

이 연구는 먼저 현대한국에서 지난 한세대동안 각종 산업이 자리잡는 데 작용했던 공간적 인자 

를 고전적 공간경제학의 설명력을 빌려 논의하고， 공간적 압축현상 등 사회현상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비공간적 인자가 산업입지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자본의 움직임 곧 자본이동은 자본의 입지 Oocation)와 재업지 (relocation)를 뜻한다. 자본은 

산업활동의 근간이다. 따라서 자본의 입지 또는 재입지는 산업의 입지 또는 재입지를 뜻한다. 

산업의 입지 또는 재입지는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낳는다. 전문화과정을 거치는 산업의 

공간적 분포는 「집 중(concentration) J. r분산(分散. dispersal/ deconcentration) J. r탈심 적 

집 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J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1) 

*01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개발연구)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인간활동의 공간적 분포는 구조와 가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조는 물리적 성격의 것이고. 기 

능은 과정적 성격의 것이다. 집중(集中. concentrationl 대 분산(分散. deconcentrationl윤 「모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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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의 요체는 생산활동이다. 따라서 정통경제학은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통해 이를 파악한다. 생산을 자본과 노통의 함수로 보는 것이다. 이 함수의 함의는 자본과 노 

동이 일정할 경우， 생산이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는 

데 있다. 결국， 정통경제학은 산업활동의 공간적 툴 또는 제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비공간성 

(aspatialitY)J 이 특정 이 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본이 자리잡아 산업체를 형성하면， 그래서 생산활동이 이루어 

지려면 거기에 알맞은 공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활동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거리(장벽)의 차원으로 파악된다. 거리 또는 거리마찰 

(distance friction)의 극복은 교통의 몫이다. 따라서 산업활동의 공간적 측면을 연구하는 공 

간경제학은 정통경제학에서 제시한 생산함수가 일정하다고 전제한 뒤， 공간적 여건 특히 교통 

거리에 따라 산업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그 시발이다. 

공간경제학은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시대적 조명 

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4차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이런 공간경제학의 연구를 

「입지론Oocation theorY)J이라 이름하는데， 업지론의 연구대상 가운데 제2차산업 곧 제조업 

이 공간발전에 핵심이라는 발상법에 따라 흔히 입지론이라 하면 바로 협의의 제조업 입지론을 

일걷는 말이기도 하다. 

입지론은 교통비가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데서 출발한 

다. 산업주체의 교통비 최소화 노력이 산업분포의 결정적 변인이라 간주한다. 경제학이론의 출 

발이 그러하듯， 교통비 최소화를 통해 생산성 최대화를 추구하는 산업주체는 경제적 합리주의 

자로 설정한다. 

그래서 입지론의 출발은 규범이론(normative theory) 일색이다. 이들 규범적인 고전 입지 

론의 벼조는 모두 독일학자들이다. von Thuenen(일차산업). A. Weber(2차산업) . 

Christall er< 3차산업)가 그들이다 2) 

고전적 업지론은 현대에 들어와 큰 도전을 받는다. 한마디로 그 설명력은 감퇴일로이다. 무 

엇보다 교통수단의 현대화로 말미암아 산업주체의 생산활동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던 비중이 계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산업의 공간적 분포를 교통이란 공간적 요소로서 접 

음」과 「흩어져 있음」의 불리적 또는 지려적 특성의 대비(對比)이고， 집심(集心 또는 集權，

centraliza tion) 대 탈심(脫心 또는 分權. decentralization)은 기능적 또는 과정적 특성의 대비이다. 

물리적 성격과 과정적 성격은 서로 교차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각군 사령부가 대전으로 옮겨갔음은 지 

리적으로 분산된 것이지만 서울에 있는 국방부가 행사하는 각군 사령부에 대한 기능적 통제력은 교통 

과 통신의 현대화에 힘입어 예전보다 더욱 고도화 또는 집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령부들의 대전 이 

전은 「집심적 분산」이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지방정부가 예전에 비해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 

는 범위가 높아지고 거기에 관련 활동들이 근접하여 입지하는 경우， 해당 도청소재지의 위상은 「탈심 

적 집중」이라 말할 수 있다. 

2) 그래서 입지론의 「독일학파」라 불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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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는 설명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신， 공간 그 자체가 아닌， 단지 공간위에서 그 존재와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요인， 다시 말해 비공간적 요언을 통해 오히려 산업의 공간적 입지와 재입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각 산업의 입지에 대한 고전이론의 입론(立論)이 

현대한국의 산업분포에 대해 얼마만큼 설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 설명되지 않는 비 

공간적 또는 「간접공간적」 인자는 새로운 이론의 설명틀을 벌어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산업분 

포의 모습과 그 변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ll. 1 차산업(농업)의 공간경제 

비옥도가 균질적인 농지 위에서 농업관련 활동이 전문화되는 까닭은 시장까지 1차생산품을 

운반하는 교통비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요인에 대한 고전이론은 독일의 폰 둬넨 (von 

Thuenen)에 의해서다. 

이 이론에서는 농업이 자가소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상업농업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에 일 

단의 농업지역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고 거기로 상업농업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농업 

이 있음을 상정한다. 농업을 경영하는 일단의 지역에서 시장으로 제품을 반출하는데 교통이 필 

요하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비옥도가 똑같은 동질적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농업종사자들은 재배 

한 현금작물(cash crop)을 시장에 내파는 상업농(商業農)에 종사하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질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시장이 존재한다. 

상업농이 가능한 대상은 낙농， 곡물， 축산 등으로 잡고 있다. 이 때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농 

별 이익곡선은 생산물별 시장까지의 교통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표 1 및 그림 1 참조) . 이 

곡션을 통해 일정 지점에서 교통비를 제하고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상업농의 채산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일단의 농지에서 채산성으로 맞출 수 있는 농업방식이 하나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업농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 시장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 

표 1 주요 생산활동별 농지 (헥타르 당)의 연간 수익과 비용 

(1) (2) (3) (4) (5) (6) 
토지이용 연간산출품 연간산출품 연간 산출품 수익성 생산범위 

시장가격 생산비용 組수익 교통비용 (시장과의 거리) 
(2)-(3) (4) /(5) 

낙농(D) $100 $30 $70 $10 7 킬로미터 
곡물(G) 65 20 45 3 15 
축산(M) 45 15 30 1 30 

출처 : Alber. Ronald et al. <197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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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농방식의 세 대안에 대한 휘넨 모형* 
출처 Alber. Ronald et aJ.(1971 , 348). 

*수익곡선의 전개는 표 1참조. 

에서는 낙농이 , 거기서 멀어질수록 곡물 그리고 축산의 순서로 영농이 이루어진다. 

시장을 기점으로 닥농， 곡물， 축산의 순서로 영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 들 순서로 교통 

비의 비중， 민감도， 또는 중요성이 점차 낮아진다는 말이다. 낙농품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교통비가 높을 수 밖에 없고-오늘날에도 냉장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시 교통비가 많이 은 

다 축산은 소나 돼지를 산 생물언 채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가장 저렴하다. 

튀넨의 이론은 소비시장 곧 도섬으로부터 멀수록 수송비의 부담만큼 수익 곧 지대가 낮아지 

므로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농업생산이 조 

방화C{且放化)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 도시의 거대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근교농업지대， 삼림지 

대， 콕물생산지대， 목초지대 등의 농업권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튀넨의 이 고전이론은 거칠기는 하지만 우리 국토상의 농업활동분포를 설명하는 데 일조가 

된다. 이를테면 낙농품이나 고등 소채같은 변질가능한 고가 농산품은 대도시 근교나， 대도시 

시장까지 비행기 운송도 가능하거나 또는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다. 한편， 옥수수는 수확하면 거의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오지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농업에 대한 전문 연구들도 이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농업의 집약도， 곧 일정 기간에 

단위 면적에 투하된 노통과 자본의 양인 농업 집약도의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3)에는 전국 중심 

도시(서울 또는 부산)와의 거리가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서울 주변 

의 농업 집약도는 서울과의 거리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에는 이른바 

튀넨권(團)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서창기 , 1974). 

3) 한국농업의 집약도 분포를 규정하는 일반 요인은 (1) 토지소유관계， (2) 기후，(3) 인구밀도， (4) 영 
농형태， (5) 경영규모 그리고 (6) 서울， 부산같은 대도시와의 거리이고， 이 가운데 앞의 네 가지 요인 

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서찬기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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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영농의 공간분포에 교통거리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조 

선시대 이래 논농사와 함께 2모작으로 재배되는 맥류 등의 자급자족적 식량작물이 농작물 체계 

의 중심을 이루던 것이 1960년대를 고비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그 변화의 결정적 동인은 도 

시-산업화과정이다. 농업노동력의 도시방출은 곡물의 자가소비량을 감소시키고， 대신 시장판매 

량의 증가를 유발， 종래 자급자족적 성격의 농업지역체계에서 시장요소가 점차 중요해진다. 

한국농엽의 상업화 경향은 무엇보다 주콕의 상품화율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표 2 참조). 농 

가인구가 18년사이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데다 식생활의 변화로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은 

1974년에 비해 26 퍼센트나 줄었다. 대신. 시장에 내다 파는 곡물의 상품화율은 1974년의 

61. 5 퍼센트에서 1. 38배가 늘어난 84.9 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한국농업이 상업화되고 있다 농 

가인구는 감소하더라도 경지면적은 거의 변화하지 않기때문에 농가인구 1인당 곡물생산량은 증 

가하고 반대로 콕물소비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점차 곡물의 상품화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70년대에 이루어진 도시와 농촌 안팎을 잇는 지역간 교통망의 발달은 도시와 농촌 

을 연계해서 시장권을 형성하는 공간통합을 제고한다. 이는 농촌지역의 도시접근성 제고를 뜻 

하는 바， 도시와의 교통편의는 영농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교통편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농작물 수입개방의 압력이 가중되자 농산물 수요에 대한 도시쪽의 정보가 영농에 중요 

인자로 등장한다. 한마디로 농작물 재배의 공간적 분포 변화는 도시시장을 연계하는 교통발달 

을 매개로 상업성 작물 재배면적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업성 작물 재배면적의 증가는 도시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작물이 주도한다. 반면， 한국인의 

주식인 논벼(米뤘) 그리고 밭벼， 보리， 쌀보리， 밀， 조， 콩， 활， 옥수수， 고구마， 감자， 호밀， 

수수， 메밀 등 맥류 중심의 전작물(田作物)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한편 시장성 

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교통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늘-고추작물이나 참깨， 들깨， 담배같은 특용작물 또한 토양조건이 중요하다. 게다가 장기 

적 저장성 때문에 교통은 그 경작분포에 별로 중요한 요인이 못된다. 이들이 대도시와 원거리 

표 2 주콕의 상품화율* 

연도 농가인구 1인당 곡물소비량(kg) 곡물상품화율(%) 

쌀 보리 합계 쌀 보리 합계 

1974 13,459.195 127.6 56.8 197.4 61. 3 45.0 61. 5 
1980 10 ,826.748 132.3 29.1 196.2 72.1 61. 1 69.9 
1986 8,179 ,560 165.1 4.7 186.6 77.0 91. 5 77.8 
1992 5.706.793 154.8 0.6 166.1 83.6 98.9 84.9 

자료: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농수산통계연보 각년도. 

* 주곡상품화는 각년도 주곡 총생산 중에서 농가인구가 소비하고 남은 것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것의 벼 
(1인당 곡물생산 - 1인당 곡물소비) 

율(주곡물상품화율 x100)을 측정한 것임. 
1인당 곡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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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북일대， 강원납부， 경북북부에 집중 재배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채소작물(무우 . 배추 ， 양배추， 파. 양파. 시금치 ‘ 상치. 오이. 토마도， 참외 ‘ 수 

박， 딸기 쑥갓)은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광주 5대도시권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중소도시 

주변지역에 특정적으로 분포되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축을 따라 서울-대전에도 집중 분포 

하고 있음을 볼 때 교통망이 채소류 재배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서 

울 ‘ 부산 및 그 주변지역만이 특화되어 었던 1970년대의 분포와는 달리 . 1980년대의 특화지 

역 분포는 대전 ‘ 대구 . 광주와 강원도 산간지역도 가세하고 있다 특화지역의 확대는 지역간 

교통체계의 발달 및 농산물 정보체계의 신속성과 함께 도시의 성장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이른바 하우스농법이라고 사랍들이 알고 있는 시설작물은 더욱 대도시지향적이다 자본집약 

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이 영농법은 계절기후적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작물을 기른다 시 

셜작물은 5대 도시권주변에서 교통의 편의를 감안하여 발달하고 있고 4 ) 그 외곽으로 확산됨에 

있어 도시 시장과 거리에 따른 규칙성을 띠며 특화지역이 형성된다(김기혁 ‘ 1985) 

그림 2. 농업지대의 분포 
출처 김기혁 098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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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국토상에 나타난 농업방식의 개괄적 분포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튀넨 

식 농업지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외관의 수도권 일대는 도시근교농업이， 그 외곽으로 

평야혼합 농업지대， 산간 다각화 농업지대， 산간전작농업지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튀넨의 

원형적 분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그림 2 참조) . 

종합하면 농업은 여러 산업가운데 가장 공간종속적인 산업이다. 무엇보다 땅을 이용하는 산 

업인 점에서 농지라는 「크기의 공간」 또는 절대공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근대 

화과정에 따라 영농방식의 대세가 자가농에서 상업농으로 바핍에 따라 교통을 필요로 하는 산 

지(塵地)와 소비지(시장)의 「사이의 공간」이 뚜렷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 

이의 공간 곧 상대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의 발달은 전국농지의 작부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결과로 농업전문지역으로서 농촌과 도시가 서로 더욱 근접하여 

도시-농촌의 공간적 통합이 고도화되고 있음이 현대한국의 경우에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nr. 2차산업 (제조업)의 공간경제 

정통경제학은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작용하는 공간적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공장이 

있는 바로 그곳이 원료나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가 존재하고， 제품을 내다 팔 시장 역시 거 

기에 자리잡고 있다고 상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간적 고려는 필수불가결하다. 기업체 

의 활동은 일정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의 생산활동을 위해 원료가 투입되어야 하고， 공장 

에서 생산된 제품은 시장으로 반출되어야 한다. 원료산지와 시장은 공장 바깥에 있다. 

때문에 원료산지에서 공장까지， 그리고 공장에서 시장까지 사이에는 지리적 거리가 존재한다. 

거리의 존재는 제조업의 기업활동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간경제학은 정통경제학에 

서 정의하는 생산함수가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서 거리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원료산지와 시장까지의 거리를 극복하자면 교통비용이 소요된다. 전자에 소요되는 교통비용 

은 「원료구득비 (assembly cost)J , 그리고 후자에 소요되는 교통비용은 「시장반출비 

(marketing cost)J이다. 따라서 공장의 최적입지는 원료구득비와 시장반출비를 합한 교통비 

가 최소화되는 지점이다(그립 3 참조) . 무게 또는 용적(容積) 당 교통비의 단가가 시장반출비 

대비(對比) , 원료구득비가 높으면 원료산지에 가까이， 거꾸로 원료구득비 대비 시장반출비가 

높으면 해당 공장은 시장에 근접해 자리잡는 것이 경제적이다. 

원료산지에 근접하는 것이 경제적인 산업을 일컬어 「원료지향형 산업 (raw material-

4)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감률 등 과수는 심은 뒤 수확까지의 긴 소요시간 때문에 도시시장 수요 
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설작물의 경우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신속， 민감하게 대응할 

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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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조업의 총교통비 곡선* 
• (a)의 경우， 단위당 원료구득비와 시장반출비는 각각 킬로미터당 3 달러와 6달러이고. (b)의 경우는 4 
달러와 2달러이다 

출처 : Abler. Ronald et al. (1971. 348). 

oriented industrY)j이라 하고， 시장에 근접하는 것이 유리한 산업을 「시장지향형 공장 

(Ìnar ket-oriented industry) j이라 부른다. 시벤트공장， 농산품 가공공장 둥은 원료지향형 

산업의 대표적 보기이고， 맥주공장 등 음료수 생산 같은 「병입(觸入)산업 (bottling 

industrY)J은 시장지향형 산업의 대표적 보기이다‘ 

우리 국토상에서도 제조업의 이런 입지방식이 확인된다. 시멘트공장은 석회석 원료를 채취하 

기 용이한 산간벽지에 자리잡고 있는 데 반해， 콜라나 라면을 만드는 공장은 그 수요가 많은 대 

도시에 근접해 자리잡고 있다. 어쨌거나 원료지향형 산업과 시장지향형 산업은 모두 기업활동에 

서 교통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공통된다. 그만큼 공간경제적 제약이 심하다는 뜻이다. 

항구 동 중요 교통요지가 제조업의 중요 입지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원료구득 및 시장반출의 

교통비를 최소화5)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그립 4 참조). 근대화 이후 일제가 개발하기 

시작한 항구가 해방 이후에도 중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항구란 교통요지가 바로 제 

조업의 유리한 입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부산， 인천이 대표적 보기이다. 

그러나 상하역비가 콘테이너의 등장으로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자 내륙공업도시도 항구에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중요 공업도시로 동장한 수원， 구미가 그런 보기이다(김형국. 

1983a). 

한편， 교통비란 공간경제적 제약은 차츰 덜 중요시되고 있음이 현대의 추세다. 무엿보다 교 

통수단의 현대화로 교통비용이 절대적. 상대적 감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입지결 

정에서 교통비의 제약을 덜받는 산업을 일컬어 「자유입지형 산업 (foot-Ioose industrY)j이라 

한다. 

최근엔 제조업의 첨단화가 경박단소(輕演短小)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진행함에 따라 

공항부근이 중요 공업업지로 동장하고 있다. 이는 교통비가 꽤 높다해도 보다 높은 단가의 고 

5) 교통비 최소화 지점이 최적 공업입지라는 Weber의 소론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최적입지 
라는 Loesch의 업장과 대조된다. 그러나 둘다 수송비를 강조하는 점에서는 둘다 마찬가지이다. 이희 

연(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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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그림 4 엄해(臨海) 산업입지의 교통비 구성* 
* 시장소재지에 공장이 업지할 경우. 원료구득비 곡선은 원료산지‘ 항구， 공장소재지에서 상하역비 
(terminal cost)에다 원료산지에서 항구까지 그리고 항구에서 시장소재지이자 공장이 있는 곳까지의 이 
송비 (transfer cost)가 합쳐진 모습이다(출처 Abler. Ronald et al .. 1971. 322)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까닭에 제품 대비 교통비의 비중은 무시할 정도로 낮아진 결과이다. 

그래서 세계적 연결망을 갖고 있는 국제공항 인근의 이른바 「입콩(臨空)지구」가 첨단산업의 입 

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및 오클랜드 국제공항을 끼고 발달한 실리콘 밸리가 

좋은 보기이다. 

제조업의 입지는 이처럼 원료구득이나 시장반출에 소요되는 교통비가 중요한 산업(원료지향 

형 산업 및 시장지향형 산업 )6)과 그렇지 않는 산업(자유입지형 산업)으로 일단 대비된다. 그 

러나 고전적 입지론은 교통비 말고도 입지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가지 다른 요소가 있음 

을 인정하고 있다. 곧 지방에 존재하는 값싼 노동력 풀(pooD의 존재， 그리고 관련 산업의 공 

간적 연합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약하는 여건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산업이 었다는 것이다. 이 

들 산업의 경우， 수송비 중심의 입지론 대신， 특정 요소에 대한 공간적 근접에 의해 보다 적실 

하게 설명될 수 있는. 그래서 「노동지향형 산업」과 「집적지향형 산업」의 유형이 가능함을 인정 

한다. 

노동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노동지향형 산업은 섬유산업이 대표적이고， 정책적으로 또는 자 

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집적이익을 지향하는 집적지향형 산업으로는 

자통차공업과 인쇄출판산업이 포함된다. 섬유산업은 대구지방이， 그리고 자동차공업과 인쇄출 

판산업은 울산과 서울이 대표적 입지이다. 자동차공엽은 정책적으로 조성된 울산공업단지의 

집적경제졸， 인쇄출판산업은 생산활동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국지화경제 üocalization 

economies) J 그리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시화경제 (ur baniza tion economies) J가 자 

6) 원료지향형 산업과 시장지향형 산업의 두가지 특성이 복합된 「원료/소비시장 복합지향형 산업」도 가능 
하다 제철공업과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산업이 원료/소비시장 복합지향형 산업의 보기이다(이희연，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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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발생적으로 풍부한 서울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비 최소화에 의한 공업입지이론은 입지결정가를 이익극대화 또는 비용극소화의 

철저한 합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입지결정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규범적 성 

질의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선 입지결정가는 합리주의자이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을 참작 

하여 반드시 합리적이라 볼 수 없는7) 적정수준의 만족화를 추구하는 적정가(optimizer)에 지 

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규범적 공업업지론의 입장을 극복하자는 「행태이론(behavioral 

theorY)J이 주목을 끄는 것은 자연스럽다(Pred. 1967). 

행태이론은 확장， 자동화 등을 포함한 합리화， 대제같은 기업의 투자행위 , 이로 인한 이전， 

분공장 설치， 신설공장 등으로 이어지는 공간적 결정의 이유를 설문조사 등을 이용해서 경험적 

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자못 인류학적이라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수준은 그리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신규공장 입지결정은 예외적이라 할만큼 개 

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더해서 업지결정과정에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8)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지결정에 기업의 규모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행태이론이 「기업지리학 

(geography of enterprise)J과 연계되는 것은 논리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공업입지에 대한 

셜명에서 기업의 규모를 중요한 변수로 감안하게된 것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확대로 종래의 

단일 기업 (enterprise) 이 곧 단일 공장(plant)을 뜻하던 단일공장기업 (single plant firm) 

의 관행이 무너졌고， 대신 자금， 기술， 인력 등의 복합체로서 기업은 하나 이상의 자회사， 분 

공장 또는 산하 연구소를 거느리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지리학은 단일공장제 기업 대신， 특히 복잡하고 위계적인 내부조직을 가진 대규모 다입 

지 기업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었다. 이들 기업내부의 다양한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는 

각종 사업체 (establishment)가 지리적으로 차별적인 업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춧점을 맞추어 

초기 입지， 기존 입지의 확장-축소， 이전， 분공장-자회사의 입지， 합병-폐쇄 등의 과정을 연구 

한다(Krumme ， 1969). 

7) 산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데 투자가들이 합리적인 결정가라면 지역격차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 
다. 산업을 만드는 것이 자본이고， 자본의 값이 이자율인데. 성장지역 또는 핵심지역에 견주어 자본이 

귀한 낙후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이자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 만일 성장지역의 자본가들이 합리적인 

결정가라면 이자율이 높은 낙후지역에 투자， 산업을 개발할 것이며 그 결과， 지역발전의 격차는 해소 

될 것이라 보는 것이 신고전주의이론의 시각이다. 

그러나 실제는 이론의 설명과 다르다. 비록 낙후지역의 이자율은 높을지 몰라도 창조적 기업가의 부 

족， 개발경험의 부재 등으로 투자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성장지역의 자본은 낙후지역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결과적으로 중심지역 (core region)과 주변지역 (periphery region)간의 격차가 심화된다. 

이 점을 착안한 시각이 「분극화이론(polarization theory) J이다(Friedmann and Weaver. 1979), 

8) 대기업의 입지결정에는 오히려 규범적 이론에 바탕을 둔 합리적 행태의 적용이 더욱 적실성을 가진다 
고 한다(Chapman and Walk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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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지리학의 시각은 기술적이지 설병적이진 않다. 이 틈 사이로 기업의 각종 사업체 

가 지리적으로 차별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등장한다. 제품주기이론， 산업연계 

이론， 유연적 축적이론이 그것들이다. 기업 사업체의 이전 확장 이동같은 동태적 측면을 전 

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자는 시각에서 발전한 것이다. 

제품주기이론(theory of product cycles)은 공장입지와 그로 인한 지역발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언을 제품이나 생산과정의 기술변화에서 찾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품생산주기 

의 각 단계에 따라 기업의 조직 및 기술적 특성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입지적 특성도 변한다 

고한다. 

입지변화를 유도하는 제품의 생산주기를 4단계로 가정한다. 첫째인 혁신단계， 둘째인 성장， 

또는 팽창단계， 셋째인 성숙단계， 마지막으로 정체 및 쇠퇴단계이다. 초기의 쇄신과 성장단계 

에서는 제품의 표준화 수준이 낮고 시장이 불확실한데다 연구개발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숙 

련기술인력， 기술혁신 잠재력， 외부효과 등이 풍부한 대도시가 그 적합입지이다. 그 후 제조기 

술이 고도로 표준화되는 성숙단계에 이르러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임금 등의 생산비용이 낮은 주변지역이나 해외로 공장이 분산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공장은 제품품목을 변경하거나 생산을 포기한다. 

이 이론은 「인큐베이터 가설」과도 맞닿아 았다. 이를테면 고밀지역에 창업한 신규기업은 생 

산활동의 확대를 위해 초기 입지지역에서 외부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성 

장하면서 대도시지역에서 외부지역으로 분공장을 신설， 생산과정을 도심외부로 이전한다는 공 

업분산현상을 설명하는 여과이론(fil tering-down theory)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품주기이론은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자동차산업 처럼 해당 대도시의 주요산업이 제 

품주기상 말기에 있음을 가정하고 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9) 산업분산과정의 구체적인 원인 

을 셜병하지 못하는 제품주기이론(Saxenian. 1984)의 발전적 극복은 「유연적 축적 (flexible 

accumulation) 이 론」 이 다. 

유연적 축적이론은 구조적인 거대 사회변화의 산물이다. 표준품목의 대량생산을 미덕으로 

삼던 현대자본주의의 논리 곧 포드주의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 한계에 봉착한다. 포드주의 

의 위기는 생산성 상승분을 넘은 임금상승， 표준화된 상품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요구하는 소비 

자 취향의 변화， 구상(構想)과 실행의 분리심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그리고 만성적인 국 

가재정적자 등 각종 조절양식의 마비로 발현되었다.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이 이른바 유연적 

9) 제품주기에다 기업의 업지구조를 접목시킨 제품주기론은 첫째 r제품(product)J의 개념이 불분명하 

다 제품은 섬유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부터 자동차처럼 복잡한 것까지 았다 제품이 복잡하면 

할수록 제품주기가 길어지고 만다. 둘째，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한다. 이런 결점을 극복하기위해 

사업의 수익률에 춧점을 맞추는 「수익주기율(theory of profit cycles)J이 대안적 시각으로 제시된다 
(Markusen. 1985), 셋째， 기술개발이나 조직개편으로 제품주기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품주기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Friedrichs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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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또는 유연적 생산체계의 등장이다 10) 그리하여 산업이 그들의 생산품목을 바꾸거나 생산 

과 분배의 조직방식을 바꾸어 생산의 사회적， 기술적 관계를 유연화함으로써 산업재구조화 

(restructuring) 혹은 경제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 

유연적 축적이론은 기업내부 각 기능간 위계구조에 상응하는 사업체의 입지선택에도 춧점을 

맞춘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기업내부의 기능간 기술적 분업이 심화되는데， 이 

때 특화된 각 기능은 서로 상이한 노동과정과 요소 수요(특히 노동력 수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능에 적합한 입지도 서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차의 경영관리 및 통제기능， 

그리고 연구개발기능은 각종 정보가 풍부하고 관리직과 전문직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부인 대 

도시 지역을， 물리적 생산과정은 저임금의 유순한 미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주변부 저개발 지역 

을 선호한다. 

산업재구조화는 공간재구조화를 낳는다. 산업구조변화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지리공간상에서 

조직되는 방식， 곧 공간적 분업의 형태가 바핍에 따라 공간재구조화(spatial restructuring) 

가 일어난다. 대기업 내부 각 기능의 입지선택과정과 지역의 계층적 구조(노동의 공간적 분업) 

가 서로 상응하여 세 가지 형태의 입지계층이 나타난다. 맨위에 관리통제 및 연구개발기능， 고 

급사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제 1계층인 대도시지역11l 아직 제품표준화나 자동화가 크게 진행되 

지 않은 물리적 생산과정과 숙련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전통적 공업중심 지역의 제2 

계층， 그리고 표준화된 대량생산， 조립단계의 물리적 생산과정과 저임금， 비숙련 노통자가 풍 

부한 저발전 주변지역이 제3계층으로 구분된다(Massey. 1984). 

산업채구조화와 그에 따른 공간재구조화의 주역은 대기업이다. 지역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 

의 모습은 역시 대기업 산하의 사업체 입지분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의 본사나 사 

무기능은 금융기관과 생산관련 서어비스산업들과 함께 이른바 「기업 활동 복합체 (complex of 

corporate activities)J를 형성하면서 대도시에 집중된다(Coffey. W.J. and A.S. Bai1ly. 

1992). 

둘째， 전통적으로 도시경제의 중심을 이루던 대규모 제조업이 쇠퇴하거나 외부로 분산됨에 

10) 유연적 축적체제의 등장과 함께 국가 측면에서는 강력한 국가개입을 특정으로 하는 복지국가에서 탈 

규제화된 신보수주의국가로， 문화측면에서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정치운동측면에서는 

계급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Leitner (1989) 참조. 
11) 국가도시체계상 제 1계층의 대도시 위에는 「세계도시 {world city 또는 global citY)J가 자리잡고 있 

다. 국가경제를 넘어 전세계를 관류하는 무국경경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r자본주의 경제를 범 

세계적으로 묶는 고정핀이며 , 범세계적 금융활동과 생산자 서비스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핵심교 

점(l:cey hubs)~인 세계도시는 전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국가경제를 초월하여 상호연결되면서 계충적으 

로 조직되는 범세계적 규모의 도시계층체계인 「세계도시체계{international urban system)J의 최 
상위 정점에 자리잡고 있다(Friedmann and Wulff. 1982: Friedmann. 1986) 오늘의 서율이 
한국의 도시체계상 최상위이자 동시에 세계도시로서 역할을 맡고 있음은 물론이다(조순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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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다. 이는 제조업 생산과정 중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을 분리 

하여 실행기능을 노동력이 싸고 유순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공간분업의 심화와 관련 

이 깊다. 

셋째，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분산과는 반대로 영세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대도시에 집 

중한다. 대기업의 하청생산이나 저소득층의 값싼 소비재룹 주로 생산하는 이들 영세소기업들 

은 대도시의 저입노동력의 풀과 외부경제의 혜택을 이용하기위해 대도시에 집중한다 12) 

이처럼 산업재구조화는 지역재구조화를 낳는다. 이 현상은 유연적 생산방식의 빠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진다 13) 1980년대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간판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산업도 국토공간상에서 집중과 탈심적 집중， 재집중이 교차하고 있는데 여 

기에 기업지리학， 제품주기이론， 유연적 축적이론 등이 유효한 설명장치들이다. 

구체적으로 1982-1992년 사이에 전자산업 사업체수의 유형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본사기 

능과 생산기능이 동일 입지에서 이루어지는 단일공장 기업은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비율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분공장이 절대수와 비율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복수공장기업과 본사와 공장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곧， 본사 

와 공장이 한 곳에 함께 붙어있는 본사공장의 비율은 1982년， 1986년， 1991년에 각각 

64.9% , 57.2% , 54.4%로 계속 감소 추세이나 분공장의 비중은 3개 연도에 각각 21. 2% , 

24.6% , 24.2%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에 따라 사무기능만의 〔본 

사〕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표 5 참조) . 

같은 기간(1982-1992)의 전자기업 지역별 분포를 분공장을 제외한 본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연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에 밀집되어 었다.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의 감소와 경기의 증가가 

특징인 바， 전자산업의 입지로서 서울 대비 경기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수도 

권의 압도적 우위는， 1982년의 79.5 퍼센트에서 1992년의 82 .4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음이 

말해주듯， 변함이 없다. 그리고 미세한 비율이지만 동남권에서는”감소하고 대신 수도권에 다소 

근접한 중부-서남권에서 증가하고 있다(표 6-1 참조). 

한편 사업체수의 지역별 비율변화를 보면 서울의 사업체수 비윷(45.0%)은 서울 본사 기업 

수 비율(53.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사업체수 비 

12) 이 결과， 대도시경제는 기업본사나 생산관련 서비스 산업과 같은 핵심산업과 비공식부문의 주변적 산 

업으로 이중구조화되고， 취업구조도 고소득 전문관리직과 주변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계층으로 양극 

화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도시는 「이중도시 (dual city)화」한다(Massey and Allen ‘ 1988; 
Johnston and Taylor. eds .. 1989). 이중도시는 고소득층이 사는 「일류도시 (first city) J 대 저소 
득층이 사는 「이류도시 (second citY)J로 나누어진다. 선진국의 대도시내 이류도시에서 저소득충이 잔 

존하는 현상을 일컬어 「선진국 도시내부의 제3세계화」라 한다. 

13) 유연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부문은 (1) 다시 부활왼 장인적， 디자인 집약적 산업들; (2) 다 
양한 종류의 첨단기술산업과 그 주위의 부품공급자 및 하청업체군; (3) 서어비스 특히 사업서어버스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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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업체 유형별* 비율변화: 1982-1991 (괄호안: %) 

본사공장 분공장 분공장 본사 합계 
소유본사 

1982 575(64.9) 123(13.9) 188(21. 2) 886(100.0) 
1986 643(57.2) 199(17.7) 276(24.6) 6(0.5) 1. 124(100.0) 
1992 774(54.5) 222 (15.6) 344(24.2) 81 (5. 7) 1. 421 (100.0) 

• r본사공장」은 본사기능과 생산기능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단일공장 r분공장 소유본사J(r본사/단(單)공 

장 분리형」 및 「본사/다(多)공장 분리형」 포함)는 본사기능이 있는 곳이 아닌 장소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공장을 소유한 기업 r분공장」은 「분공장소유 본사」가 거느린 분공장 r본사」는 하드웨어가아닌 소프트 

웨어만 생산하는 기업(노태욱. 1994). 

1982 
1986 
1992 

1982 
1986 
1992 

표 6-1. 지역별* 본사기준 전자산업 기업수의 비율변화: 1982-1991(단위 : %) 

서울 경기 동남권 중부-서남권 합계 

53.1 26.4 17.4 3.2 100.0(N=697) 
54.2 27.8 14.6 3.3 100.0(N=846) 
52 .4 30.0 11. 5 6.1 100. O(N= 1. 077) 

표 6-2 지역별* 전자산업 사업체수의 비율변화 1982-1991(단위 : %) 

서울 

45.0 
45.1 
43.0 

경기 

31. 3 
34.2 
35.4 

동남권 

18.7 
16.1 
12.5 

중부-서남권 

5.0 
4.6 
9.1 

합계 

100.0(N=886) 
100.0(N=1, 124) 
100. O(N= 1. 421) 

* 동남권은 경북， 경남， 부산， 대구를， 중부-서남권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도를 뜻함(노태욱， 
1994) . 

율이 본사기업수 비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사와 공장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서울 기업의 분공장들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서울본사기 

업의 분공장들은 특히 경기지역과 중부-서남권에 몰려 있고， 대조적으로 동남권에서는 상대적 

약세가 나타난다. 곧. 1982년에는 기업수 비율(표 6-1 참조)과 사업체수 비율(표 6-2 참조)과 

의 차이가 서울， 경기. 동남권， 중부서남권이 각각 -8.1%.4.9%. 1. 3%. 1. 8% 이었으나 

1986년에는 각각 -9.1%. 6 .4%. 1. 5%. 1. 3%이고. 1991년에는 각각 -9.4%. 5 .4%. 

1. 0%. 3.0%로 나타나 서울로부터의 분산은 강화되고 있는바， 이 분산은 중부서남권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노태욱. 1994). 

전자산업체의 입지경향이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업체별 입지요인(노태욱. 1994)과 

밀접한 관련이 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사의 경우는 관련 업체와의 접촉， 기존부지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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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부족， 기술정보 접근성， 회사내 관련조직 근접， 생활의 질， 정부지원제도， 원료구득 편 

리， 서울 근접， 사업관련 서비스 확보용이， 시장근접이 업지요인이고， 본사공장의 경우는 기능 

인력 확보용이， 용지확보 용이， 원료구득 편리， 수출업 업무용이， 서울 근접 등 5개 요인이 중 

요하며， 분공장의 경우는 기능인력 확보용이， 기존부지내 확장용지 부족， 기술정보 접근성， 고 

급인력 확보용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접， 생활의 질， 시장근접이 중요하다 14) 

연구소의 경우는 기술정보 접근성， 고급인력 확보용이， 회사내 관련조직 근접， 생활의 질， 

정부지원제도， 사업관련 서비스 확보용이가 중요하다. 때문에 서울을 정점으로 한 수도권이 연 

구소의 최적업지인 것은 첨단산업에 두루 공통된다. 80년대초만 해도 기업부설연구소는 공장 

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조립생산이나 외국기술 모방에 필요한 정도의 낮은 수준의 연구활동에 

서 기초과학연구나 신제품 개발과 같은 높은 수준의 연구활동으로 연구소의 역할이 차차 변모 

해 감15)에 따라 공장과는 공간적으로 분리입지하고 있는데， 주로 정보 획득이 용이하고 고급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쉬운 서울 근교에 집중하고 있다. 

전자산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자부품산업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 

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거꾸로 산업전자산업은 서울로 집중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반 

면， 소비전자산업은 집중과 분산의 두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산업전자산업은 미성숙단계 

에 있기 때문이며， 소비전자산업은 생산의 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입지성향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사업체의 공간분포에서 본사기능은 서울로 집중되는데 반해 생산기능은 

지방으로 분산된다. 

「적시(適時)생산(just-in-time) J • 다양한 형태의 단위간(inter-unit) 거래， 수많은 소규모 

연계구조 동에 의해 강화되는 유연적 생산체계는 대기업 자체의 각종 기능 또는 산하 사업체가 

공간적으로 분화되는 것만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다. 오늘의 생산활동은 각종 서어비스， 

정보 퉁이 생산요소로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로 분리된 생산체제의 기능적 요소간에 정 

보의 교환， 물자의 흐름을 포함하는 모든 작동하는 접촉」을 의미하고， 요소란 모든 산업 , 경제 

부문， 개별공장 등으로까지 확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까닭에 산업연계 16)의 시각이 중요한 것 

14) 오염을 심하게 만드는 굴뚝산업이 아닌 전자산업같은 청정산업의 경우， 노통력 확보， 교통편의， 시장 
접근성， 원료확보. (해당 장소의) 삶의 질， 하부 및 생산지원시설， 대기업을 바라보는 풍토， 지역사회 

의 특성， 초기투자비용， 기업체의 지리환경의 순서로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한다(Stafford. 1985) 
15) 연구개발투자는 GNP 대비 1981년의 0.64%에서 1990년에는 1. 91%로 높아졌다. 연구인력도 급증 

하고 있는데 산업체 종업원 1천명 당 1981년의 13명 수준에서 1990년에는 28명으로 두 배이상 증가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부설연구소는 1981년에 65개이던 것이 1991년 현재는 1. 2017ß에 이른다. 

그러나 연구활동은 대기업위주， 수도권집중의 두 가지 특정을 갖고 있다. 1990년 현재 상위 20개사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51. 6%인데 미국은 30.6% <1987년)이고 일본은 36.8% <1989년)에 그치고 있 

다. 그리고 연구소. 연구원， 연구개발비에서 전국 대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9%. 
73.6% , 71.7%에 이른다 강현수(1995) 참조. 

16) 산업연계는 원래 인접한 제조업체간의 중간부품의 교류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오늘에는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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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Scott. 1988). 

기업의 내부연계를 유지하는 비용， 즉 내부거래비용이 외부연계를 유지하는 외부거래비용보 

다 저렴하다면 기업은 중간부품을 생산하는 관련 기업의 합병， 인수등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더 유리하지만， 반대로 내부거래비용이 외부거래비용보다 높아지게되면 기업 

은 중간부품의 생산을 외주(外注)하는 수직적 분리 (vertical disintegration) 17)를 시도한다 

이 때 기업의 내외부 거래비용 중 중요한 것은 「공간적 비용」이다. 

이 공간적 비용은 연계의 길이 , 즉 공간적 거리가 길어질수록 더 높아진다. 따라서 외부연계 

는 「공간적 종속(spatially dependent) J을 낳는다. 생산자들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 

도가 클수록 거래비용은 높아지는데，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특정 생산중심지에 대한 기업들의 

공간적 집적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으로 기업간 연계 및 하청관계와 도시입지 구조간의 관계는 다음 두가지 

명제로 정리된다(Scott. 1984). 첫째， 공장들이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모여있는 곳에서， 하청 

관계의 네트워크가 훨씬 긴밀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 역으로 공장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 

는 곳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 둘째， 하청거래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모기업과 하 

청기업간의 관계가 일시적일수록 입지적 집중이 나타나는 반면， 하청거래 규모가 크고， 모기업 

과 하청기업간의 관계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을수록 입지적 분산이 나타난다. 아울러 생산공정 

이 노동집약적이고 수직적 분산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공간적 집중경향이， 생산이 자본집약적이 

고 수직적 통합이 일어나는 곳에， 그리고 시장이 안정된 경우 공간적 분산의 경향이 나타난다. 

위의 이론은 비록 대도시지역 내의 공업입지에 대한 것이긴 하나 국토상의 지역간에도 유의 

미한 시사를 던져준다. 우선 지난 10여년이래 전국의 자동차 부품공장 입지이전행태와 공정의 

자동화율 사이에는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r비(非)이전J. r시-군내 

단거리 이전J. r시-군간 장거리 이전J. 그리고 r100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이전」으로 구분할 

때 이들 업체의 생산공정의 평균 자동화율은 각각 31. 6%.38.1%.39.2%.42.8%로 나타난 

다. 자동화율과 입지이전 거리간에는 정 (iE)의 상관관계가 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동화율은 핵심지역보다 주변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자동차부품기술이 체계적 통 

합기에 접어 들어 크게 자본집약화되었기 때문이다(소진광. 1994: 81-82).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기존 집적지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이전이 현저하고， 장거 

리 이전업체들은 주거래처에 대한 납품비중(총생산액 중 주거래처에 납품하는 거래액의 비중) 

이 평균 6 1. 2%로 전방연계기업과의 물질연계가 특히 밀접하다. 텔레비션 부품산업이 보여주 

학자들 쪽에서는 산업입지연구를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네트워크분석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Bale (1984) 및 류승한(1990) 참조. 

17) 수평척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은 완제품 생산의 내부화를， 수평적 분리 (horizontal 

disintegration)는 완제품 생산의 외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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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988 1992 

그림 5 자동차산업의 종업원 공간집적도 • . 1978 . 1988. 1992 
• 종업원수를 대수(對數)로 잡아 지리정보체계를 이용 지도화한 것(출처 소진팡 1994 138-40) 

듯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존대규모 집적지 수도권으로부터 분산입지하려는 공간성향과 

수원 ‘ 구미같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려는 공간성향이 교차하고 있다(소진광 . 1994) . 

이처럼 산업활동이 수도권으로부터 분산하고 그것이 지방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인구순위계층을 닮은 산업입지의 고용순위계충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부품산업의 입지계충은 기존집적지인 수도권 . 동남권 및 대구권에서도 성장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광주권 대전권 ， 경남 창원 퉁지에서도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접 

차 교통로를 따라 분산되는 입지성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5 참조)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제2차산업의 입지와 공간적 이전은 많은 이론이 제시하는 

다양한 입지인자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그 현상을 적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과서적 

인 선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간상에서 제조업의 입지성향을 단계별로 정리한 교과서 

적 요약(Park ‘ 1981)은 이렇다 (1)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초기단계 . (2) 

이들 핵심지역에서의 집적경제로 인한 산업집중이 가속화되는 두번째 단계 ‘ (3) 핵심지역으로 

부터의 계충확산이 일어나서 새로운 지역에 집중하는 세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4) 주변 비도 

시지역에 분산입지하는 네번째 단계인데 ， 현재 1990년대의 한국은 삼단계와 사단계가 복합적 

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진다‘ 

W 제3차산업의 공간경제 

제 3차산업 1 8)의 공간경제적 특성을 처음 밝힌 이론은 저 유명한 「중심지이론(centra l place 

18) 이 글에서는 제3차산업을 0 ) 상풍의 소매 (2 ) 상풍의 도매 (3) 재정 ‘ 보험 및 부통산 그리고 (4)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Murphy(966) 참조 이 가운데 「재정 ， 보험 및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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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j이다(Christaller ， 1966). 이 이론은 세 가지 기초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r도달 

(到達)거리 (rangeh r최소범위 (threshold)j ， 그리고 「계층(hierarchY)j이 그것이다. 

도달거리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하기 위해 기꺼히 가고자 하는 경제적 거리이다. 

도달거리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담배같은 일상적인 소용의 편의 

품은 대체로 도보거리 안에서 구매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전문품은 차를 타고 가서 구할 정도로 

상당히 먼 교통거리까지 도달거리가 길어진다 19) 

최소범위는 상품 또는 서어비스 취급업체가 생존을 누릴 수 있는 최소시장범위를 뜻한다. 도 

달거리와 마찬가지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최소범위는 가변적이다. 

도달거리가 최소범위의 반경(半쩔)보다 길면 해당 제3차산업 업체는 많은 초과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업체의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보다 더 넓은 수요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고속도로상의 휴게소가 누리는 배타적 업지20)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의 독점 또는 과점 

을누린다. 

거꾸로 최소범위의 반경이 도달거리보다 길변 해당 3차산업 업체는 생존할 수 없다 업체의 

존속을 위해선 넓은 시장이 필요하지만 소비자가 거기까지 기꺼이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업체가 존속할 수 있는 방도가 없지는 않다. 업체가 소비자가 올 수 있는 거리로 옮겨 다니면 

서 영업을 하는 것이다. 전통시대때 흔했던 정기시장이 바로 이런 보기이고(이제하 홍순완， 

1992) , 요즈음의 사례는 나라에서 유지하는 보건의가 무의촌을 찾아서 진료하는 행위이다. 

경제활동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균형을 유지하듯이 완전경쟁의 상태에선 대체로 

도달거리와 최소범위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상례이다. 도달거리와 최소범위가 맞아 떨 

어진 상태에서 「중심성 (centralitY)j이 형성된다. 중심성이란 말하자면 제3차산업의 생성과 

존립인 것이다. 

중심성에는 계층이 있다. 중심성이 낮은 것 곧 저차위재화(低次位財貨， low order goods) 

는 최소범위와 도달거리가 균형을 이룬 거리 또는 공간범위가 짧은 것이며， 중심성이 높은 것 

곧 고차위재화(高次位財貨， high order goods)는 그 거리와 공간범위가 긴 것을 뜻한다. 중 

심성이 낮은 재화는 매일처럼 소비하는 비교적 저가(低價)의 것이기 쉽고， 중심성이 높은 재화 

는 아주 간헐적으로 소비하는 고가(高價)의 것이기 쉽다 21) 

산」은 흔히 생산자 서어비스업종으로 분류된다- 이 업종은 이른바 제4차산업에 속한다고 간주되기 때 

문에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제4차산업을 참조할 것. 

19) 이를테면 1971년의 서울 소비자는 상품종류별로 채소류와 잡화류는 5-10분. 옷감류는 10분. 귀금속 
류는 20분의 여행사간 안에 있는 매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최운식. 1972). 

20) 이를테면 미국의 고속도로엔 독점적 휴게소가 없다. 자동차 여행중 재화나 용역이 필요하면 인터체인 
지를 빠져나와 그 인근의 업소들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었다. 

21) 한국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0972년 현재‘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에 따르면 중심성의 정도 

를 일(日)단위. 월(月)단위. 연(年)단위 구매품목으로 파악한 연구가 있다. 연단위 구매품목이 중심성 

이 높은 3차산업이다. 참고로 일단위 구입품목 곧 잡화류(雜貨類)는 담배， 비누， 술‘ 조미료.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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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에서 재화를 편의품(便宜品)， 선매품(選買品) . 전문품(專門品)의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역시 중심성의 계층구조와 관련이 았다. 편의품은 중심성이 낮고， 선매품은 그보다 높으 

며， 전문품의 중심성이 가장 높다 22) 

중심성은 도시취락을 만드는 원동력의 하나이다(Richardson. 1969), 이를테면 전근대적인 

농촌지역에도 상업활통은 필요하고 또 존재한다. 이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소들은 

모여있기 마련이다. 업소들이 서로 근접해서 자리잡는 까닭은 서로 모여 있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업소의 모여있음은 도시적 집적방식의 하나이다. 그래서 동질적인 농촌지역에 중심성을 나 

타내는 지점은 상업활동에 의한 도시의 형성을 뜻한다 이처럼 상업적 인자에 의해 형성된 도 

시를 「중심지 (central place) J 라 이름한다. 그 중심지를 이용하는 주변 지역은 「배후지 

(hin ter land) J 이다. 배후지는 중심지의 시장인 셈인데， 중심지아론에 따르면 중심지는 배후 

지의 크기나， 소득수준， 구매력같은 (경제적)세력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을 보인다. 배후지가 

넓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으면 높은 계층의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높은 중심성은 보다 넓은 배후지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그 중심지는 하위 중심지보다 인구규 

모가 크다. 다시말해 중심지의 크기는 중심성의 계층에 비례한다. 이를테면 미국사례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낮은 제7순위의 중심성은 술집， 주유소， 교회， 식품점이， 제6순위의 

중심성은 국민학교， 일반의사， 철물가게，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제5순위의 중심성은 보석가 

게， 백화점， 치과의사， 안경방이， 그리고 제4순위는 철공소， 스포츠용품상， 종합병원， 고퉁학 

교이 포함되고， 해당 순위의 중심기능은 가장 작은 취락인 부락(hamlet)으로부터 마을 

(village) . 소도읍(town) . 소도시 (city)의 취락을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Abler et al .. 

1971: 369). 

이처럼 도시의 크기를 규명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계층의 형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중심지 

이론은 또한 도시간의 거리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낮은 중심성을 가진 작은 크기의 도 

시들 사이에는 짧은 거리가， 거꾸로 높은 중심성의 도시정주 사이에는 먼 거리가 존재한다. 이 

를테변 인구 백만급 도시들 사이에는 꽤 먼 거리를 서로 유지한 채 존재하기 마련이고， 한편 

인구 5만이하의 읍 사이는 그 거리가 가깝다. 

이 사실은 도시정책에 꽤 의미있는 시사를 줄 수 있다(Johnson. 1970). 한때 중부지방에 

성냥. 과자. 생선‘ 설탕. 과일， 국수， 고기가. 월단위 구입품목은 책， 내복‘ 작업복， 고무신， 석유， 

연탄， 종자. 시멘트. 호미. 삽， 그릇‘ 솥이. 그리고 연단위 구입품목은 양복， 구두. 전기 다리미， 라 

디오， 시계， 가구‘ 자전거. 탈옥기로 파악된 바 있다(田執培. 1974). 
22) 소비자의 탐색시간과 노력은 편의품의 경우 「매우 적다J. 선매품의 경우 r많다J. 그리고 전문품의 경 

우 「일반화 할 수 없다.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거나 먼 곳까지 가서 구입할 수 있다」로 나타난다. 구매 

빈도는 편의품의 경우는 「매우 자주J. 그러나 선매품과 전문품은 「가끔」의 특징이 있다(Stanton 

and Etzel ‘ 1987). 



40 環境論薰 第三十三卷(995)

신수도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 그 도시의 계획 인구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잡은 바 있 

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규모의 도시가 자연발생적인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먼거리에 있 

는 지를 파악， 이를 계획에 도입하고자 했다. 곧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원만하게 성장 

하자변 자연상태로 생겨난 그런 규모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간의 거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 

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심지이론이 처음 전개될 때 도달거리나 최소범위의 반경은 도보교통에 의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도보교통의 특정은 지리적 거리와 시간상의 교통거리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 

이다. 그러나 도보교통을 대신하기 시작한 현대적 교통수단의 등장은 고전적 중심지체계를 무 

너뜨리기 시작한다. 지리적 근접이 교통적 근접에 의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저차위재화는 인접 중심지에서， 그보다 높은 차위의 재화는 좀 더 떨어진 더 큰 중심지에서 

구하는 것이 전통적 모습이었다. 그러나 도보교통을 대신하는 현대적 교통망과 교통수단의 등 

장으로 말미암아 인접 중심지로 걸어가는 것 보다 현대적 교통수단 이용해서 더 큰 중심지를 

왕래하는 것이 용이해지자 인접 중심지의 이용도는 예전보다 낮아지고， 대신 더 큰 중심지는 

이전보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상대적 이점을 누린다 23) 

결국， 교통수단의 보급확대와 현대화는 대도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신， 소도시 심지어 

중간도시의 열세를 안겨다 주고 말았다. 현대한국의 경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자 대전과 대 

구 그리고 부산의 중심성 곧 상업활동이 위축된다. 종래에 이들 도시를 이용하던 배후지는 대 

신 서울을 더 빈번하게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4) 

제3차산업은 도시활동의 대표적 얼굴이다. 따라서 3차산업의 전국적 분포는 3차산업의 도시 

적 분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이래 제3차산업의 입지는 도시의 몫이었 

고， 또한 제3차산업은 도시발달의 견인차였다. 

23)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하고 다수의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중심지이론의 원론에 충실한 도시배치 
계획을 세웠다. 계획참여자들이 대부분 독일에서 교육을 받아 남독일의 실태를 근거로 발전한 중심지 

이론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라 농촌취락(A 계충)을 지원하는 낮은 중심기능의 농촌서비스센 

터(B 계층) . 그 위에 인구 6.000-12.000의 C 계충 그리고 인구 15.000-60.000인 규모의 중간도시 
(D 계층)를 지역중심도시로 삼고， 최상층에 최고차위 중심기능을 수도 텔아비브로 삼아 건설했다. 

그러나 도시간의 도로교통이 발달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아주 작은 마을에서부터 

소도시까지 중간도시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텔아비브에 가서 재화와 용역을 구하는 행태가 확산되 

었고 그 결과 중간도시의 쇠퇴를 초래하고 말았다. Arie Sacher(1971) 참조 

24)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1970년 현재， 도 소매，음식，숙박업의 전국 판매액에서 서울， 부산‘ 충남. 경 
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32.9%. 10.9%. 6.7%. 16.0%이던 것이 5년이 지난 1975년에는 각각 45. 
2%. 10.9%. 5.5%. 8.5%로 달라졌다. 결과적으로 5년사이에 서울은 12.3%만큼 늘어났고 부산은 
변동이 없는 반면， 충남과 경북은 각각 -1.2%와 17.5%로 줄어들었다. 충남과 경북의 상권 중심 

지인 대전과 대구의 해당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도 통계를 이용한 결과， 현상의 적시에 다소의 차 

질이 있지만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대구의 서문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71과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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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한국에서는 제3차산업이 도시발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모로 낮을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현대의 도시화가 공업화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제3차산업의 발달은 아주 지지 부진했다. 대표적으로 유통산업이 소외 , 낙후되 

어 있었다. 우선 현대한국이 수출산업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산은 국내에 

서， 소비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전개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서로 괴리되고 말았다. 

국내시장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회박하고 단지 저임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의 제꽁지 

로만 여겨지는 형편이었다. 그 결과. 국제유통에 종사하는 종합상사는 번창하는 데 견주어 국 

내유통산업은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여파로 대자본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유통시장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버려져 있었다. 국내유통체계의 현대화는 급속한 

도시-산업화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대거 도시로 몰려든 잉여 노동인구의 저장소 역할과 함께 

국내유통 기능을 담당하던 소위 비공식 부문 등 거대한 자영업자 집단의 생존근거를 위협할 소 

지가 있고， 그만큼 심각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신기동， 

1993) . 

그러나 국민소득의 전반적인 향상에 힘입어 자연발생적으로 유통시장 특히 소매업 분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시에서 재래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수퍼마켓이 퉁장하는 

것을 신호로 광역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소매점이 늘어난다. 그리하여 한국도시의 소매업 

은 지역 밀착형의 소형 소매점과 광역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소매점 곧 소매업의 대형화 

25)란 양극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표 7 참조) . 소형점 영역에서는 소매업은 중간규모의 소 

매점 들 중 경쟁력이 취약한 점포들이 대거 몰락하는 대신， 프렌차이즈 체인 조직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며 대형점 영역에서는 백화점， 대형 수퍼마켓， 양판점 등 근대화된 경영방식의 소 

표 7 주요 소매업태의 성장추이(단위: 個. %) 

1979 1986 연평균증가율 

대형소매기구 1. 546 9.845 76.7 
백화점，쇼핑센터 42 101 6.9 
수퍼마켓 1. 494 9.744 78.9 
전통적 소매기구 1. 691 1. 888 1. 6 
정기시장 925 866 -0.9 
일반시장 766 1. 022 4.8 

출처 : 임 종인 (1990: 18) 

25) 점포당 종사자수의 증가와 동시에 상용 종사자 대신， 임시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 
다. 상용 종사자 대신 임시직 종사자의 증가는 점포의 대형화와 첨단 유통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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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기구가 확산되고 있다. 

본격적인 백화점이 우리 사회에 다가온 것은 1960년대 서울소재 백화점이 종래의 임대형 점 

포에서 직영체제로 바꾸고 부터이다. 백화점쪽의 경영혁신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 및 그들 

의 소득향상으로 선매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백화점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백화점은 

선매품은 물론이고 일상품의 구입도 가능한 편의뿐만 아니라. 가진 사람의 탁월한 취향을 증거 

해줄 수 있는 「상정자본J(Bourdieu. 1984; Harvey. 1987) 곧 사치품의 구입도 가능한 까 

닭에 이용자의 신분적 자기만족도 제공하고 있다. 

백화점 이용 확대와 함께 유통구조 변화의 주역은 대자본의 소매업 참여이다. 구체적으로 외 

국의 다국적 유통업체와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 수퍼마켓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동. 1993b: 255), 수퍼 마켓은 당초 미국에서 규격화된 가공식품과 자동차가 어느 정도 

보급된 후에 나타난 소매업으로， 한국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7년이다. 식료품 및 잡화를 

중심으로 자기 서어비스방식에 의하여 판매， 운영되는 염가 소매점이다. 

수퍼마켓은 도매에서 소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통합함으로써 박리다매의 잇점을 살리고 있 

다. 수퍼마켓이 한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배경은 역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대량소비시대 

의 도래，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태 등의 새로운 주거환경이 재래시장 대신 수퍼마켓의 도업을 

유리하게 했고. 1980년대에 들어와 가공식품26)과 기호식품의 보급이 수퍼마켓의 이용을 부추 

겼기 때문이다. 

도시유통구조의 최근 변화는 편의점 (convenience store)의 대대적인 확산이다. 1980대말 

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편의점27)은 국내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자생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정착되어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소매업태의 도입이다.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편의점28)은 그럴만한 사회환경 변화의 산물이다. 무엇보다 취업여성 

증가때문이다. 이들은 낮시간을 이용해서 예전처럼 수퍼마켓에서 장을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종래의 구멍가게 (papa & mama store)는 빈약한 구색， 불량한 품질과 열악한 매장 분위기 

때문에 이들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여성취업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시간이 사회전반적으로 확장되고 그와 함께 심야활동인구 

가 증가하자 야간 쇼핑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도 편의점의 확산에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독신 

26) 1987년 현재‘ 수퍼마켓의 상품 매출액에서 식품이 76.3%를 여기에 가공식품이 48.8%에 이른다. 임 
종인(1990) 참조. 

27)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처음 생겨난 것은 1988년 초. 서울 노량진 역 부근에 선보인 rc-스토어」라고 
한다. 1982년 11월에 「롯테 세븐」이 1호점을 신당동에 개점하고 1983년 3월에는 서교동 등지에 8개 

점으로 확대했으나 경영기술 부족으로 1년만에 모두 철수하고 말았다. 

28) 미국 편의점의 전형은 건물 넓이가 90-130 평방미터이며. 5-10대 수용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 
다. 지역내 다른 마켓보다 영업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7-11시가 표준영업시간이었다가 

최근에는 24시간 영업 점포가 급증하고 있다. 쩔프 서비스가 특징이며， 취급상품은 2- 3.000 품목이 
고. 하루에 500-1. 000명 손님으로 가게를 꾸려가면서 수퍼마켓에 보완적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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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증가도 편의점의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들이 필요한 물품은 수퍼마켓에서의 대량구매 

의 이점을 누릴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퇴근 시간에 가까운 장소에 

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를 선호하기 시작한다. 수퍼 마켓은 그 규모의 경제성에 버금가는 

넓은 상권의 확보가 특정인바 이는 주거지와 수퍼마켓간의 평균거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한 

다. 이 때문에 굳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퍼마켓에서 계획적인 대량 구매할 필요성이 없는 비 

일상적 소비용 물품들의 구매를 위해 따로이 주거지 인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매점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단연 도시지향형이 그 특정인 편의점은 전국적으로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되고 었다. 서 

울에서 시발하여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뒤이어 1992년말 현재 부산권과 대구권의 지방대도시로 

나아가고 있다(표 8 참조) . 그후 1993년에 들어서는 대전권과 호남권에도 편의점이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상업업태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 또는 재래식의 매장은 절대적， 상대적 감소를 면치 

못한다. 전통적 소매기구와 일반시장의 약간의 성장은 수퍼마켓의 급속한 성장에 비하면 성장 

이라 할 수 없을 지경이다. 

농촌지역의 상업적 젓줄이던 정기시장은 절대적 감소를 나타낸다. 생산물의 산지(塵地)시장 

기능에다， 도시에서 오는 공산품의 소비지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기능결합 

의 장소이던 정기시장은 현재는 담양의 죽물시장이나 소시장처럼 고작 생산물의 산지시장으로 

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는 이제 「계층파괴」이고 「거리마찰파괴」가 특정이다. 교통망의 발달 

로 말미암아 소도시는 물론이고 농촌지역마저 대도시의 상업활동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파괴이고， 대도시안에서도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을 모두 취급하는 백화점의 성황에서도 

상업 중심성의 계층파괴인 것이다. 

계층파괴는 지리적 거리의 무화(無化)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교통의 발달에 따라 지리적 거 

리 대신， 교통거리가 상업활동의 입지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교통거리 또한 상 

표 8 편의점 (8개 대형업체)의 지역별 시기별 개점(단위‘ 個; %) 

시기 
-90 ‘ 6 -90.12 -91. 6 -91. 12 -92.6 -92.12 합계* 

지역 

서울 10(100) 28(100) 58 (100) 168(93.3) 116(79.5) 138(50.5) 518(74.5) 
수도권 12( 6.7) 22(15.1) 85(31.1) 119(17. 1) 

부산권 8( 5.5) 34(12.5) 42( 6.0) 
대구권 16( 5.9) 16( 2.3) 

전국 10(100) 28(100) 58(00) 180(100) 146(100) 273(00) 695(00) 

• 1992년말 현재， 총 점포수. 출처. 신기동(199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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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의 업지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왕래에 소요되는 교통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종래 마찰(friction)과 제약(constr ain t) 이라 여겨졌던 거리의 장벽이 고작 불편 

(inconvenience)으로 약화 또는 완화되었기 때문이다(Teune. 1988). 백화점의 취급상품에 

계층이 존재하지 않음은 백화점이 자체 버스를 동원， 시내 요소 요소에서 고객을 「모셔오는」 

교통편의 제공과 맞물려 있다 29) 

V. 저14차산업의 공간경제 

제4차산업은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 그리고 다른 조직체의 통제， 관리와 관련된 산업이 

다. 정보처리기술(컴퓨터， 전화， 프린터， 복사기， 팩스)의 비약적 발달에 힘입어 후기산업사회 

의 선도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후기산업사회는 정보사회라 지칭된다. 

정보산업은 지식산업(드럭커. 1989)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보와 지식은 사실상 같은 뜻이 

다. 정보의 「보(報)J가 바로 지식이란 뜻이고， 거기에 「정(情)J이란 말을 덧붙인 것은 차가운 

머리의 지식을 전달하자면 거기에 따뜻한 마음의 정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해서 착안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정보산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는 특성 때문 

이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재화는 나누면 그만큼 작아지는 것과는 대조된다. 

정보산업의 확산은 세가지 측면에서 초래된 것이다(Castells. 1989). 첫째， 한 사회의 생산 

과 관리를 압도적으로 담당하는 거대 기업조직의 등장이다. 거대기업조직은 대량생산과 집중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량의 정보유통이 발생한다. 둘째， 소비적 측면에서 거대시장의 

등장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리가 늘어난 까닭에 기업으로서는 판촉과 배송에 다량의 정 

보가 요구된다. 정부가 생산하는 복지활동을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데도 역시 많은 정 

보가 유통되어야만 한다. 셋째， 정부개입이 더욱 복잡， 다기해짐에 따라 그만큼 많은 각종 정 

보가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다. 

정보산업은 종래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제3차산업 가운데 서어비스업에 해당한다. 지식생산 

적 서어비스업을 제4차산업으로 굳이 새로 이름지은 까닭은 제3차산업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 

괄적이어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전통적 분류방식에 따르면， 이를테 

면 대학병원의 저명 교수도 제3차산업 종사자이고， 대학병원의 하급경리직원도 다같이 3차산 

업 종사자인 것이다. 

때문에 제3차산업을 근대적 3차산업과 전근대적 3차산업으로 분류하는 시도가 었은 끝에 제 

4차산업이란 용어의 필요성 (Gottman. 1970) 이 제기된 것이다. 제3차산업은 제4차산업과 두 

29) 소비자의 시장선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시장거리가 가깝다j(28%). í경험적(습관적)이 

다j(23%). í교통이 편리하다j(22% 1. í가격이 싸다J(20% 1. í시설이 좋다j(4%). í친절하다j(3%)로 

나타난다(최운식‘ 1972). 교통편의적 인자가 시장선택에서 절반인 50%의 영향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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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하나는 산업관련의 시장 범위이다. 제3차산업은 지방시장을 상대로 그 수요에 부응하지만， 

반대로 제4차산업은 전국 및 국제적 시장을 상대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30) 국민학교 교사는 지 

방시장을 상대로， 저명 대학교수는 전국이 활동무대이고 나아가서 국제적 성가를 얻기도 한다 

는 점에서 그의 활동은 4차산업에 속한다. 다시말해 제3차산업의 수요와 공급은 지리적으로 

일치하며 언구와 구매력의 공간적 분포에 크게 제약을 받는 데 반해， 제4차산업은 지역의 경 

제활동에 비교적 덜 의존적이며 본질적으로 지역간 교역이 가능하며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 국 

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4차산업은 입지한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31) 

또 하나의 차이는 제3차산업은 산업적 분류인데 견주어 제4차산업은 직업적 분류에 든다는 

점이다. 제조공장을 거느린 대기업체는 산업적으로 제2차산업에 속한다. 그러나 대기업체에서 

관리， 경영 등의 의사결정에 종사하는 관리자들은 제2차산업 종사자라기 보다 제4차산업 종사자 

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 1990년 현재， 총 사무관련직 종사자 가운데 32.1 퍼센트 

가 제2차산업에 종사한고 있고， 이 비중은 1966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9 참조) . 

따라서 정부의 직업대분류상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4차산업 종사 

표 9. 산업별 사무직 종사자: 1966. 1970‘ 1980. 1990 
(단위 천인， 괄호안은 퍼센트) 

산업 1966 1970 1980 1990 

1차 18( 5.4) 10( l. 8) 10( 9.8) 6( 0.2) 
2차 63 (18.5) 144(24.2) 356(29.6) 774(32.1) 
건설 8( 2.3) 22( 3.8) 57( 4.7) 145( 6.0) 
3차 250(73.8) 416(70. 1) 780(64.8) 1. 631(67.6) 
불명 l( 0. 1) 

합계 338 (100.0) 593(100.0) 1. 203 (100. 0) 2.412(100 ‘ 0) 

출처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66; 1970; 1980; 1990 

30) 3차산업의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생산자 서어비스(producer service) 대 소비자 서어비스로 구 
분한다. 생산자 서비스는 다른 경제적 주체가 요구하는 중간수요를 제공하는 데 반해， 소비자 서어비 

스는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최종 서어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Allen. 1988 참조). 따라서 소비자 
서어비스는 제3차산업으로. 생산자 서어비스는 제4차산업에 속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생산자 서어비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무역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광 

고업같은 사업서어버스업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조순철. 1994) ‘ 

31) 경제기반모형에서 서어비스산업은 지역내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 때문에 지역경제에 별로 기여하지 못 
한다고 파악했으나. 서어비스산업중 4차산업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어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수 

출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Thorngren (1970). Giaoutzi and Nijkamp(98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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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할 수 있다 32) 이들이 일하는 현장은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이다. 때문에 일병 「사무실산 

업 (office sector}J 이 라 한다. 

정보산업의 구체적인 기관적 실체는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대기업체 본사가 대표적인 보기들 

이다. 그 밖의 대표적 정보산업체는 국회， 전국지(全國紙) 발행 신문사， 통신사， 텔레비션 및 

라디오 방송국， 월간지 등 정기잡지 간행사， 출판사， 종합대학교， 한국은행， 전국규모 민간은 

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통계청， 국책 및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 자문회사， 자료처리센터， 영 

화제작사， 소비자보호원 등 중앙정부 산하 기관， 국회도서관 및 국립 중앙도서관， 광고회사， 

전기통신공사， 종교단체 전국본부， 도청(道廳) 퉁이다 33) 

제4차산업이 경제선진화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것인 점에서 사무실산업은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산업이라 하겠다. 이는 고용의 신장에서 잘 확인된다(표 10 참조). 곧 1966-

1990년 사이에 총고용의 증가는 연평균 4.1 퍼센트인데 견주어 사무관련직의 증가율은 무려 

21. 6 퍼센트에 달한다. 우리 현대사는 바로 공업화 과정이고 그래서 제2차산업에 종사하는 생 

산직의 동 기간동안 연평균증가율은 9.3 퍼센트을 기록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사무관련직 종사자의 연평균증가율(21. 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인 점에서 사무실산업의 

괄목할만한 증가를 실감할 수 있다. 

급속한 사무관련직의 증가율 못지않게 이들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사회의 구조 

적 변화를 예고한다 산업사회를 넘어 탈산업화34)의 정보사회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이다. 1990년 현재， 공장과 농장이 아닌 사무실 등에 근거를 둔 고용인구는 사무관련직 (24.8 

32) 사무활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이 분야의 연구와 나라의 센서스마다 다르다. 그러나 한결같이 공통 

된 정의는 사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보다는 직업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 

로 내린 사무관련직의 정의는 없다. 이 글에서는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업대분류 

가운데 (1)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그리고 (3) 사무 및 관련직을 

「사무관련직 (office-type job)J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3) 이 예시는 미국의 정보산업체를 예시한 자료(Abler et al .. 1971: 307) 근거로 우리의 경우에 번안 
적용한 것이다. 

34) 탈산업화(disindustrialization)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량 증가율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 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생산성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능가하게 되어도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긍정적 탈산업화(posi ti ve disindustrializa tion) J이고， 이것이 후기산 
업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본다. 곧.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대체된 노동력은 비제조업부문에 

흡수되어질 때 긍정적 탈산업화가 발생한다. 반면‘ 생산의 위축이 열등한 생산성에서 비롯되고 제조업 

의 고용감소가 낮은 생산성에서 생겨날 때 이를 「부정적 탈산업화(negative disindustrialization) J 
라 한다. 이 때에는 제조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성장하더라도 서서히 늘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쇠퇴하고. 또 대체된 노동력이 비제조부문으로 흡수되기 보다는 실업형태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Bazen and Thirlwall. 1989 참조) . 그러나 저차산업에서 고차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경제발전단계로 보는 발상법 (Clark. 1940)에 대한 원초적 회의를 바탕으로 정보활동 

에 종사하는 서어비스업의 확산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곧‘ 제조업 

이야말로 한 나라의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되며 제조업을 잃는다는 것은 질높은 서어비스업의 고임금 

고용마저 잃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Cohen and Zysman ‘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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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직업별 취업인구: 1966. 1970. 1980. 1990 
(단위· 천인， 괄호안은 퍼센트) 

연도 1966 1970 1980 1990 1966-90의 

직업 \\ 연평균증가율(%) 

전문，기술 및 224 323 581 1.172 17.6 
관련직 (2.8) (3.2) (4.6) (7.4) 

행정 및 관리직 69 ~6 134 328 15.6 
(0 .9) (0 .9) (1.1) (2. 1) 

사무직 340 593 1. 203 2.412 25.4 
(4.3) (5.9) (9.5) (15.3) 

소계 632 1. 012 1. 917 3.912 21.6 
(7.9) (10.0) (15. 1) (24.8) 

판매 849 1. 028 1. 531 2.187 6.6 
00.7) 00. 1) 02. 1) 03.9) 

서어버스직 426 679 895 1. 373 9.3 
(5 .4) (6.7) (7. 1) (8.7) 

농업，축산업 4.525 5.148 4.768 3.248 -1. 2 
엄업 등 (56.8) (50.7) (37.6) (20.6) 

생산직，단순 1. 528 2.198 3.570 4,955 9.3 
노무자기타 09.2) (21. 7) (28. 1) (31. 5) 
분류불능 2 80 77 

(0 .0) (0 .8) (0 .0) (0.5) 

합계 7.963 10.145 12,682 15.751 4.1 
(100.0) (100.0) (100.0) 000.0) 

출처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66; 1970; 1980; 1990 

퍼센트)을 펼두로 판매직 (13.8퍼센트)과 서어비스직 (8.7퍼센트)을 모두 합하면 총고용의 절반 

에 거의 육박(47.3퍼센트)하고 있는 것이다 35) 

사무활동같은 제4차산업은 도시의 집적이익 중 특히 접촉경제 (contact economy)의 잇점을 

추구한다. 이를테면 대기업의 본사활동은 중앙정부 금융기관 회계와 법률같은 전문서비스와 

의 접촉편의성을 높이 산다. 다시말해 이들과의 기능적 연계가 사무활동의 입지결정에 결정적 

으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관련 사무활동의 기 능적 연계 (functional association)는 교통과 통신이 상대적 으로 덜 발 

35) 제 1차 및 2차산업을 제외한 부문의 총고용이 50퍼센트를 넘어서는 시점을 정보사회 도래의 기준으로 

삼는 연구(Bell. 1973)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55년에 정보사회가 도래했다 한다(Toffler ， 1995). 

이 기준를 참고로 한국의 경우를 따져보면 1990년 현재 사무실 등에 근거를 둔 고용이 전체 고용자 
의 절반에 육박했음을 미루어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도 정보사회로 이미 진입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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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 상태에서는 관련 활동틀끼리 지리적으로 인접하는 공간적 연계 (spatial association). 

구체적으로 공간적 근접 (spatial propinquity)에 의해 확보될 수 있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활동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업무활동이 중심업무지구에 집적된 모습의 도시경관이 

나타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현대화되자 기능적 연계는 반드시 공간적 연계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사무활동의 대상인 정보의 생산， 처리 및 유통 그리고 관련 조직체의 관리가 컴퓨터 이용을 펼 

두로 초현대적 전자통신기술에 의해 가속적으로 능률화되는 만큼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관과의 

거리는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사무활동에서 교통-통신비용이 전체 사무실 유지비용 가운데 차 

지하는 비중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6) 

실제로 특히 선진국에서 사무활동의 기능적 연계가 반드시 공간적 연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는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가 아닌 다른 대도시에도 사무활동이 생겨나고， 또한 수도 

의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사무활동단지 (office park)가 조성되어 거기에 다수의 사무활동이 

능률적으로 입지 , 가동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거리가 그처럼 무의미해지고 있진 않다. 전화같은 통신접촉 

(telecommunication contact)을 이용하든 또는 면접접촉(face-to-face contact)에 의하든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 안팎의 관련 당사자들간에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의사결정의 

종류 또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접촉의 방식은 다르다. 

우선 업무적 접촉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Thorngren. 1970). (1) 주변환경과의 통상 

적인 업무를 다루는 「통상적 (programmed) 접촉J. (2) 프로그램의 변화에 관련된 「기획적 

(planning) 접촉J. (3) 환경의 전모를 샅샅이 살펴보면서 기획적 절차를 재정립하는 「방향정 

립적 (orientation) 접촉」이 그것들이다 37) 

접촉의 효율적 방식은 업무별로 다르다. 통상적 접촉은 시간적으로 짧고 일방적이며， 빈번히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전화로 이루어진다. 기획적 접촉은 시간적으로 길며， 대체로 서로 잘 아 

는 사이에서 이휘지며， 정보의 흐름이 쌍방교호적으로 발생한다. 방향정립적 접촉은 계획된 모 

엄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시간도 기획적 접촉보다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성질에 비추어 사무활동가운데 통상적 활동은 전화접촉에 의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적 활동과 방향정립적 활동은 대면접촉이 효율적이어서38) 그만큼 관련 활동 

36) 참고로 런던을 조사한 사례연구에 의하면 교통-통신비용은 사무실 유지 비용에서 불과 8퍼센트를 차 

지할 뿐이며 (Goddard. 1975). 미국의 경우도 사무실 임대료는 전체비용의 10퍼센트에도 미치지 않 
는다는 사실이다(Manners. 1974). 

37) 각 접촉별 업무내용은 「통상적 과정」이 기존의 대안의 응용을 r방향정립적 과정」이 새로운 대안의 모 

색을， 그리고 「기획적 과정」이 새로이 확인된 대안의 선정. 개발 그리고 실현을 위한 조정과정을 특정 

으로한다. 

38) 대면접촉이 갖는 잇점은 여러가지이다(Tornqvist. 1970). 첫째. 모든 종류의 접촉방식 가운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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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리적 근접이 중요하다. 

면접접촉을 위해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만나자면 교통이 중요변수로 등장한다. 이를테면 대 

기업의 대외적 활동은 중앙정부， 금융기관 등이 중요 상대인데 이들과 접촉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기업은 중앙정부 등 이른바 권력기관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도심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로 면접접촉의 효율을 위해 그들과의 교통거리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중요 의사결정은 면접접촉에 의존하는 것이 셰계 콩통이지만 전화첩촉을 기피하고 

연접접촉을 선호하기는 한국만큼 심한 사회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한국사회의 특 

성이 작용한다(김형국. 1983a}. 

첫째，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은 수많은 질적 변화를 수반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의존하고 

있는 정보는 앞선 선진국에 비해 멀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계약이나 지불조건， 제품의 

규격 등의 업무가 덜 체계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의 해소에는 면접접촉이 효율적이다. 

둘째， 기업의 주변환경이 자주 그리고 예측할 수 없게 바뀐다. 규정이 바해는가 하면 정부기 

구도 개편되기 일쑤이다. 때문에 영향력과 결정권， 정보원의 중심에 가까이 자리잡아야 만이 

사태의 진전을 알아낼 수 있다. 때로는 청탁이나 뇌물같은 각종 설득수단까지 동원해야 하는데 

여기엔 면접접촉만한 것이 없다 

셋째， 인간관계가 사무활동에 지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지연， 학연이 중요한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인간관계의 유지는 서로 만나 은밀히 식사나 주연을 곁들이면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많다. 

넷째， 전통적으로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한국사회에서는 전화는 예의에 어긋난 접촉방식이라 

여겨졌다 39) 사회계층적으로 상위에 었다고 여겨지는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과의 업무접촉을 

위해 직접 섬방하지 않고 기업쪽에서 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유효한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 

이 지금도 널려 퍼져있고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연하다.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이 시간의 차질없이 끊이없이 조정하면서 서로를 적웅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다양한 정보전달매체를 한꺼번에 그 이점에 따라 동원할 수 있다. 곧， 말로써， 서면으로. 

아니면 그렴‘ 모형， 예시도와 제스츄어， 자세. 의복차렴， 얼굴표정같은 「비구술적 신호(nonverbal 

cues)J를 함께 동원하면서 의사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대변접촉에 참가하는 사람이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음으로써 외부에서 생기는 소음같은 장애물이 가져다 줄 의사교환의 차질을 줄일 수 있 

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곧장 시정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불확실 

의 요소가 다른 매체를 이용한 정보전달 때보다 훨씬 낮다. 

39) 사회신분적으로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전화로 의사소통을 기도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기는 관습 

은 전화기가 이 땅에 처음 도입될 때의 한 사건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조선시대말 고종임금때인 1898 
년에 전화가 궁궐에서 처음으로 임금의 거처와 대신들 집무실 사이에 가설되었다. 외무대신 집무실에 

서 하루는 주사가 임금쪽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예와 같았으면 내시가 전화를 받아야만했다. 그련데 그 

만 임금이 직접 그 전화즐 받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주사는 임픔을 직접 배알할 수 있는 당상관 
(堂上官)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큰 벌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주사의 아버지가 황태자와 인연이 있었 

기 때문에 그 편을 통해 사건이 겨우 무마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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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현대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사무활동 입지는 「기능적 연계가 공간적 연계를 요구하 

는」 가장 극명한 경우에 든다 그 기능적 연계가 지극히 계층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이래 권위 

적 정부를 유지했던 만큼 우려 사회에서 중앙정부로 상정되는 권력의 정점은 전국적으로는 서 

울에， 서울안에서는 이른바 사대문 안에 자리잡아왔다. 따라서 그 권력과의 접근성을 중요시하 

는 주요 사무활동은 역시 서울의 사대문에 자리잡아 왔던 것이 최근까지의 실상이다. 우리 현 

대경제가 정부가 성장을 선도한 주역으로 작용하는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에 의해 

구동되기 시작한 정경(표짧쪼)합작품이란 점에서， 그리고 수도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출경제라는 

점 40)에서 기업의 정부의존성은 공간적으로도 그대로 표출되기 마련인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국가경제성장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팽창하는 시대에 들어와서도 중앙권력 의존적인 사무활통의 입지행태는 거의 

변함이 없다 여전히 외자도입， 가격통제， 쿼터 할당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민간기업의 목 

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벌급 대기업의 본사는 서울 특히 도심에 집중적으로 입지 

해 있다 50대 재벌기업 가운데 무려 467>>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고， 그 가운데 347>>가 서 

울 도심에 두고 있다 41) 

특기할만한 사실은 경제부처 등이 서울 도섬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과천시의 제2종합청사 

에 자리잡고 있지만 바로 그 인근에는 기업체의 본사나 중요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대기업이 사무실 입지결정에서 전통과 위신의 요소도 중요하게 감안하고 있음을 

뜻한다. 제 1정부종합청사와 함께 재벌기업이 밀집해 있는 곳은 조선시대때 궁중과 관아가 밀 

집되어 있던 장소인 까닭에 이 땅이 사회신분상의 상위계층을 함축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름난 장소에다 고급 사무용 

건불을 세우게 되면 직원모집이나 업무활동에 유리한 점은 국내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Fernie. 1977). 

대기업사무활동이 공간적 근접성을 요구하는 생산자 서어비스의 입지분포는 서울안에서 대 

기업본사 주변의 도섬에 집중하고 있고 일부 분산되는 경우에도 탈심적 집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대(對) 권력기관 업무처럼 고도의 면접접촉을 요구 

하지 않기 때문이다， 탈심적 집중을 보이는 곳은 서울 강남의 영동지역이다. 생산자 서어버스 

의 대표적인 밀집지역은 세 곳인데42) 서울 도심지역은 생산자 서어비스업체수의 감소와 종업 

40) 외국의 경험적 사례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과의 통상을 수행할 그 본사는 대체로 인구규모 일위의 수 
위(首位)도시 (primate city)에 입지한다고 한다(Evans. 1973). 

41) 이는 미국의 500대 기업의 본사 가운데 18퍼샌트가 뉴욕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Schwartz ‘ 1979)와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집중도가 높다. 50대 재벌기업가운데 지방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은 

부산이 둘. 나머지 지방에 둘이 입지해 있다(김형국. 1983a). 
42) 업체수를 기준으로 서울의 동별 생산자 서어비스 집중지수 상위 10개 동은 1991년 현재. 여의도동， 

역삼1동， 서초1동， 소공동. 종로1-2동， 태평로1가동. 을지로 3-4-5가통. 명동. 논현동 삼성 1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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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의 보합을 보이나 대기업이 대다수 입지하는 강한 중심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의도지역은 

업체수와 종업원의 증가는 둔화되었으나 도심과 유사한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영동지역 

은 업체수와 종업원에서 매우 빠른 성장을 경험하며 집중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심 

성은 낮다 43) 종합하면 서울은 『각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지닌 다중심지화의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고 한다(조순철， 1994).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무활동의 입지는 철저하게 대도시 지향적이다. 단지 인구규모로 

따진 대도시가 아닌， 세계경제적 연결망에 속해 있는 「세계도시 (world citY)J급의 대도시에 

입지하고자 한다 44) (1) 유관기관과의 면접접촉 편의， (2) 전문적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3) 

표 11 사무관련직의 지역분포: 1966, 1970. 1980. 1990(단위‘ %) 

지역\년도 1966 1970 1980 1990 

서울 32.2 37.7 39.9 35.7 
부산 8.8 8.9 9.8 9.3 
경기 8.6 8.7 11. 7 15.4 
인천 5.2 
강원 4.7 4.5 3.3 2.5 
충북 3.8 3.1 2.5 2.1 
충남 7.7 6.4 5.2 2.4 
대전 2.4 
전북 5.9 5.1 3.7 2.8 
전남 8.6 7.8 6.3 3.0 
각1이3「「 ::- 2.5 
경북 12.0 10.8 10.0 4.2 
대구 4.7 
경남 6.8 6.1 6.7 6.9 
제주 0.9 1. 0 0.9 1. 0 

도시 65.7 71.8 89.4 87.6 
농촌 34.3 28.2 10.6 12.4 

전국 100.0 100.0 100.0 100.0 
(N=) 642.430 1. 012.043 1. 917 ‘ 666 2.411. 947 

출처 :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66. 1970. 1980. 1990 

순서이다(조순철. 1994) 
43) 규격화된 사무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후방사무실(back office)이 주종을 이룬 반면. 도심에는 기획 

적 그리고 방향정립적 사무활동이 다수 자리잡은 전방사무실 (front office) 이 대중을 이룬다 

44) 정보기술의 발달로 분산(deconcentration)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집중(reconcentration)되고 

있다. 전자통신이 고도로 발달하면 거리나 도시의 크기에서 해방되어 흑청 활동의 입지가 자유로워진 
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자유스럽지 않다. 이를테면 전자교환시스템같이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은 

항상 대도시지역에 먼저 도입되고 있고， 퍼스날 컴퓨터 보급 역시. 영국의 경우 런던과 그 주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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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간의 고도 접근성이란 세 가지 도시경제의 잇점을 누리기 위해서다(Pred. 1977), 우리 

나라에서 재벌급 대기업본사가 서울에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사무실 산 

업면에서는 부산 등의 대도시가 아직 세계도시급으로 자라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상에 나타난 사무활동의 분포도 도시지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사무관 

련직은 도시지역에 87.6퍼센트가， 이 가운데에서 서울과 부산이 각각 35.7퍼센트와 9.3퍼센 

트(1990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사무관련직 비중이 1980년 (39.9퍼센트)에 견주어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으로 따져보면 역시 늘어난 수치이다. 1980년에 5 1. 6퍼센트(서울과 경 

기)에 견주어 56.3퍼센트(서울， 인천， 경기도)로 증가하고 있다(표 11 참조). 

VI. 맺는말 

현대한국이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산업의 정보화 현상이 잘 보여주 

고 있다. 전체경제에서 4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뜻이며， 기존의 1차， 

2차. 3차산업도 정보화의 경제성을 대폭 수용하는 질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의 정보화는 무국경경제의 확대와 같은 맥락에 었다. 경제에서 국경이 무화(無化)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공간의 제약인자에서 크게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 

리체감함수를 중요시하는 고전적 공간경제학의 설명력은 계속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적 요소가 경제학적인 해석의 대상만은 아니다. 공간은 여전히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따져본 산업입지의 공간적 측면은 엄연하다. 이를테면 신 

토불이(身土不二)라는 화두(話頭)는 무국경제의 추세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산업현상에 대한 

비경제학적 언급이다. 그래서 미래의 한국산업입지는 「신토불이」성 (性)과 무국경경제가 함의하 

는 자유업지성의 배반적인 양축(兩輔)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은 신토불이성에 집착할 것이다. 자연의 투입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 

업은 그동안 외국의 자연을 하우스농법을 통해 유사실현하는 방식을 열심히 실행해 왔다. 그러 

나 개방경제하에서는 하우스농법만큼 에너지 비효율적인 것이 없다. 파인애플 비닐하우스의 

인공열기 (熱氣)가 열대지방의 햇빛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은 철저하게 한국 

의 기후대와 토양속에서만 상대우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물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제조업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자유입지성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고도로 

증대될 것이다. 대신， 환경규제，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노동력의 확보가능성같은 비 

공간적인 요소가 산업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차산업은 정보화의 추세에 힘입어 더욱 소비자의 선택을 넓혀주는 방향에서 소비자에게 

앞서 보급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같은 이들 대도시가 상대적 잇점을 누리기 때문에 청단도시활통의 입 

지는 대도시에 「구속」되기 마련이다. Ha l1 (993) 참조. 



현대한국의 산업업지 유형변화에 관한 연구 53 

다가가는 산업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선민(選民)들만이 유학을 할 수 있던 곳이 외국대학인 

데， 이제 그 분교가 한국에 진출을 계획할 정도로 교육서어비스가 우리 소비자에게 근접을 시 

도하고 있다. 

제4차산업도 수위도시 지향성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물리적 

분산은 있겠지만 기능적 집심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대도시권내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해 

지면서 어느 정도의 분산이 있겠지만 r고도감성 (high-touch) j을 실감하고 싶은 4차산업종사 

자의 심리적 요구가 분산가능성에 제동을 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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