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입지(location)는 어디에 지리적 사상이 위치하는
가에 대한 것으로 위치와 분포를 포괄하는 지리학의
근간을이루는주요개념으로, 다양한이론이 경제지
리 분야에 잘 발달되어 있다(크룸, 1973; Johnston et

al., 2000; Lloyd and Dicken, 1997). 입지는 경제지
리의핵심주제의하나로교육측면에서는장소의인
식과입지, 입지선정요인파악, 합리적인입지선정
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세부적인 주요 학습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산업 부문별 입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변화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접근하고 있다(서
태열, 2005; 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
1984; 조성욱, 2000). 입지 이론은 농업, 공업, 서비
스업의 경제활동으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대다수규범적인 연역적 모델로매우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입지론 수업은 학생들에게 어
렵고재미없는 주제로여겨질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지 이론을 처음부터 연역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기
보다는현실세계의실제사례를통해귀납적으로습
득하게하는방법이보다효과적인수업을위해필요
할것이다. 신문활용교육은 이런자료제시형 수업에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 실제 사례로부터 귀납적으로
일반화를 도출하는 입지론 수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실제 사례에 기초한 신문활용교육은 최근의 빠
르게변화하는일상의면모를수업에반 할수있게
해주며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탐구형 접근은 합리
적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본 은 벤처기업의 입지를 사례로 신문기사를 활

용하여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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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입지는 지리학의 핵심 주제로 다양한 입지이론들이 산업분야별로 규범적인 연역적 모델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

지론 수업은 매우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학생들에게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에서는

정보·지식산업의 입지 내용으로 벤처기업 관련 신문기사를 활용한 입지 수업을 귀납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을 제시해 보았

다. 우선 다양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 집적지 관련 신문자료를 제시하며 이로부터 입지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입지 요

인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대도시 지향, 집적불이익에 관한 신문자료로부터 벤처기업의 입지 특성을 일반화하는 단계로 진행

하 다. 이러한 신문자료의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경제지리의 입지 관련 주제에 대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

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고 최근 강조되는 학습자 중심의 탐구식 수업을 진행하는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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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입지론 수업을 신문자료에 기초하여
귀납적으로 구성,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흥
미를높이고, 정보활용 능력의향상에도 도움이되는
수업 방법을 제안해 보려는 것이다. 벤처 기업을 포
함한 정보·지식산업은 최근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수정된 제7차 고
등학교 경제지리 교육과정에서도 입지 내용을 추가
하며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벤처기업의 입지
를 신문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사례로부터 탐구식으
로 진행하는 수업은 최근 중요시되는 정보사회의 경
제활동을 수업에서 다루며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강조하게 되어학생중심, 실용주의 교육사조에부응
한다하겠다. 

2. 입지내용교육과신문활용을통한
수업사례

1) 입지론교육과신문활용수업
입지론은 광범위하게는 모든 인간활동의 위치와

토지이용, 세부적으로는 개별 공장이나 시설을 어디
에 세울 것인가를 정하는 이론을 포함하며, 따라서
지역발전의 요인으로도 간주되어 지리학 전반 특히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심 주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크룸, 1973; Gallup and Sachs, 1999;
Harrington and Warf, 1995; Lloyd and Dicken,
1997). 
교육 측면에서 입지론은 대학 경제지리학 과목의

핵심 내용으로, 교재 내용은 생산요소, 지대 또는 최
소요구치와 같은 기본 개념, 원리 도출, 그리고 모델
의 현실적용에 따른 확대 또는 수정과 같은 변용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참고：이희연, 1996; 한주성,
2006; 박삼옥, 1999). 예를 들어, 중심지이론의경우
중심지, 배후지, 최소 요구치, 최대 도달 범위, 육각
형의 시장 분할, 중심지의 계층 관계, 그리고 이들을

현실에 적용하 을 때 유사한 입지분포를 보이는 경
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다루며, 특히 그렇지 못한
경우상권크기의변화를여러현실상황에비추어설
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등학교에서의 입지 내용
은 경제지리 교과서의 자원 단원에서 튀넨의 농업입
지, 공업과 무역 단원에서 공업입지, 그리고 서비스
산업 단원에서 도·소매업의 입지를 제시하며 중요
한 주제로 다룬다(교육부, 1997; 오정준 외, 2006).
고등학교 경제지리 입지 내용의 학습목표는 세부적
으로 농업의 경우 농업 활동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농업 입지에 관한 이론을 알아본다, 공업의
경우공업입지요인의변화와다양한공업입지이론
을 통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업의 입지를 해석해
본다, 상업 입지 이론을 통해 상업 활동의 공간적 특
성을 이해한다를 제시하고 있다(참고：최운식 외,
2004; 허우긍 외, 2004). 내용의 제시는 사례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학교재와 유사하게 주요
요인, 개념, 원리에서 현실 적용으로 내용을 전개하
는틀을유지하는모습이다.
입지 관련 내용을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

법은 교과서 내용 구성이나 수업 형태에서 설명식과
탐구식 또는 암기학습과 개방적 발견의 두 대비되는
방식에비추어검토해볼수있다(서태열, 2005; 조성
욱, 2000). 설명식방법은학생들로하여금지식이부
족한 것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기존의 인지적 토대를
확대하기 위해교수하는 내용을학생들이 이해, 수용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사가 전통적인 교재를 중심
으로 강의식으로 일반원리를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연역적방법이다. 이에반하여탐구식방법은학생들
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조사 지향적, 과정 지향적 접근을 하는 것으로 주어
진사례에서 일반화로, 문제에서 해결로진행하는 귀
납적 방법이다. 최근의 교육 목표는 이전 누적된 학
문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사중심의 전통
적 방식에서 실용주의적 교육, 즉 학생들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문제해결 방법으
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리수업에서 탐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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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귀납적 방법은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도
적극 반 되어 있다(서태열, 2005; 함정화, 2006). 그
러나 현행 고등학교 경제지리 교과서의 경우 특히

‘많은주제와적은지면’의형태로되어있어, 어려운
개념과 용어의 나열로 내용이 추상적이며 많은 암기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업은 여전히 설
명식이주로사용되고 있으며, 주입과해설의 암기학
습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내
용을이해하기어렵게진행되고있다(조성욱, 2000).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은 귀납식

탐구수업을 위한 적절한 방법 또는 대안으로 제시된
다(이태종, 2004; 한봉희, 1997). 학교수업에서 신문
을활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효과는다양하게제시
된다. 우선,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자발
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분석력 그리
고정보를응용하고 평가하는 능력을증진시켜 준다.
또한신문은‘살아있는교과서’로교과서에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새롭게 하고, 교과서에서 제공할 수 없
는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해준다(오 수, 2000; 이희
열·도정훈, 1998). 신문활용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
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별로 여러 교과목
에 걸쳐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신문기사가 주로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어 지리를 위시한 사회과에서의 활
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한국경제신문 편집국, 1999;
방희원, 1999; 배상예, 1995). 특히최근신문은 경제
면을독립된섹션으로구성하고있고여러종류의경
제지가 이용가능해 경제지리 교과에서 현실의 구체
적사례를보다사실적, 효과적으로 다루고이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탐구식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매체라 하겠다. 실제,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
정의 사회 교과서들은 신문기사를 탐구활동의 내용
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
다.
신문자료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현실의사례를제시
함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궁극
적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지리에서 다루는 입지 이론은 대다수 규범적 모델로
현실에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흥미를 잃게 되기
쉬운 주제로, 이러한 입지론을 연역적으로 학습시키
기보다는현실의실제사례를접하며자연스럽게습
득하게 하는 것이 대안적인 교수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것이다. 여기에최근의수정된고등학교 교육과
정이 교육방법면에서 추상적이고 대규모의 내용이나
사례보다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가장 이해
하기쉬운수준에서다양한사례를지역규모에관계
없이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 신문자료를 활용한 교육은 더
욱 그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기
존생산의지리적특성그리고유통과소비의지리적
특성에 더하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
할 수 있는‘정보 사회의 경제활동’이라는 단원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전 정보·지식 산업의 중요성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향과 더불어 정보·지식 산업
이발달한지역을알아보고, 입지요인을살펴본다는
내용을추가하고있다(오정준외, 2006)1).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지식산업의 한 대표적 부

류인 벤처기업의 입지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활용한
수업은 현실에서의 수많은 사례로부터 입지 요인과
입지특성그리고이에따른지역변화를다루며일반
화를 도출하는 귀납적 탐구식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 경제지리 과목
그리고 고등학교 경제지리 수업의 정보·지식산업이
발달한지역을알아보고, 입지요인을살펴본다는 교
육목표에적합한수업사례라하겠다.

2) 수업의내용구성과방법
최근 경제활동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첨단산업 활동을 경제지리 교육에서 다루기 위한 사
례로, 본 에서는 벤처기업의 입지내용을 신문자료
를 활용하여 구성하고 탐구식으로 진행하는 수업 사
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탐구식 수업에서는 자료
중심의활동이가장중요해학습자는많은구체적사
례를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의 생산과 처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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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활동, 특히 교사의 조언과 협력 하에 일반
적원리에도달해가는과정을중요시한다. 
내용 구성은 전체적으로는 설명식과 탐구식을 혼

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데, 도입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해간략히소개하고, 중심내용인벤처기업의 입지
를 다룰 때에는 여러 신문기사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입지 요인을 도출하고 점진적으로 입
지특성을일반화시켜나갈 수있도록하 다. 신문자
료는 보편적인 입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집적지 기사, 벤처기업의 도시
지향적인 입지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기사,
도시의 매력과 불이익, 그리고 인위적 조성 내용을
다루는기사순으로구성하여 제시하 다. 수업은각
소주제별로 신문자료를 제시한 후 이들의 내용을 요
약·정리하고, 이를다른입지론의 관련내용과연계
시키며일반화시켜가는방식으로전개할수있다.
본 에서 활용한 신문자료는 벤처기업이 급성장

하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종합 일
간지와경제지에서입지관련내용을다루고있는기

사들이다. 이 신문기사들은 실제 수업에서 파워포인
트와 같은 컴퓨터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하거나 복
사물로 배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서 입지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을 선별하게 하여 밑줄을 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고<그림 1>, 이들 선별된 기
사내용을요약, 정리하며 일반화를 도출하는 귀납식
접근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사 수집
을 과제물로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신문자료와기사의관점을수용할수도있을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신문자료를 활용한 탐구수업의

사례로 입지요인과 관련된 외국과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관련기사, 대도시지향의입지특성관련기사,
집적 불이익 관련 기사, 그리고 기업육성을 위한 입
지여건조성으로구분하여전체 15개의신문기사(자
료1-15)에기초한내용을제시하 다2). 그리고각부
류별로 도출된 입지 요인과 특성은 다른 관련 내용
또는 자료와 더불어 언급하며 일반화된 입지론으로
발전시키는과정을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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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문자료의 제시와 내용 분석 예시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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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 관련 신문기사를 활용한 입지 수업
사례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지식 또는 신기술 기반

의 위험성이 크지만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생
기업을 일컫는다(김대 , 2000; 박용규·강신겸,
1997). 따라서벤처기업은연구·개발의집중도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수준이 높고, 기업가 정신이 높은
소규모 지식·기술집약형 분야인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에 보편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정
민·김정호, 2000)3). 벤처기업은 소규모로 창업이 비
교적 쉬우며 성장 잠재력, 부가가치 창출 등이 매우
높아 국가 또는 지역성장에 중요하게 역할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역군으로 불리워지는데, 미국의 경우 소
규모 벤처기업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데 중추적 역
할을하여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다른나라에서벤
처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을도모하고있다.
벤처기업의 육성은 기술, 자금 지원 등과 더불어

기업활동의 입지 여건이 중요하기에 지리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지요인을 규명해 기존 입지에서
의 성장을 지속시키고 또한 계획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들요인들을 이식, 즉입지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성
장을 유도하려 한다(이상율·이종호, 2004; 권오혁,
2000). 따라서벤처기업은국가와지역발전에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산업상으로 이들의 지리적
입지성향에대한연구와더불어교육측면에서는이
들의입지에대한수업내용을신문기사에기초한실
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탐구식으로 수업을 진
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과 사
고력을 신장시켜주는 경제지리 수업 사례가 될 것이
다.

(1) 벤처기업집중지의입지요인
벤처기업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 집중지를 형성하

고있는데, 신문자료를 통해이들여러지역들로부터
다양한 입지 요인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수업 전개는
벤처기업 집중지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학생들로 하
여금이들내용으로부터중요한입지요인또는내용
을선별하게 하고, 이들을정리하며 일반화를 시도하
게된다.
외국의벤처집적지에관한 5개의신문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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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외국의 벤처기업 집중지 신문자료 (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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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로부터 입지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 보면
다음과같다. 

자료 1-와이어드지 보도 … 실리콘 밸리가 단연 세계

최고…▲대학과연구소의지역내 집도▲기

술력과경제적안정성을제공할수있는대기업

의존재여부▲지역내창업가정신▲아이디어

를 상품화할 수 있는 벤처 자본의 풍부성 등 4

개분야에서…한국에서…국제공항과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지하철을 건설중 … 선정

이유를밝혔다. … (조선일보, 2000. 6. 22)

자료 2-보스톤 … 망한 회사에서 흩어져 나온 수많은

기술인력들이 저마다 소형 벤처기업을 창업하

면서 활력을 불어넣은 것 … 창업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 뿌리내리기에 용이한 곳 … 산

학협동이잘되고, 산업간네트워크가활짝열려

있는 것도 이 지역의 장점 … (중앙일보, 1999.

3. 2) 

자료 3-케임브리지가 세계적인 하이테크 지역으로 발

돋움하는데 초석이 된 곳은 단연 케임브리지대

… 산학협동을 강조 … 가장 내세울 특정은.

“학문적인 것과 기업적인 것이 끈끈하게 연결

됐다는점”이다. … (중앙일보, 1999. 3. 6)

자료 4-뉴욕 … 뉴미디어에 담겨질 내용물(콘텐츠)의

고향인‘실리콘 앨리(골목)’로 탈바꿈 … 배경

은 ▶전통적으로 뉴욕은 브로드웨이 뮤지컬같

은 공연예술이 활발했고 ▶방송회사가 몰려 있

어 멀티미디어의 핵심인 각종 화상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재(理財)에 밝은 금융가들

이사이버비즈니스에관심을두기시작했기때

문이다. …(중앙일보, 1996. 12. 10)

자료 5-미국최근남부…조지아대학의연구진을활용

… 첨단기술 단지들의 특징은‘끼리끼리’모인

다는 것. 서울 동대문에 의류상가가, 사당동에

가구점이 몰려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 기업

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있어야 하며, 기

업가들이 자주 의견을 나누고 거래를 할 수 있

는공간이마련돼있어야한다. … 첨단기술산

업단지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성공 신

화. … 몰려드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합쳐져

신문기사를 활용한 입지론 수업: 벤처기업의 입지 사례 83

그림 3. 국내의 벤처기업 집중지 신문자료 (자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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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효과를내는선순환이계속되고있는것

이다…(조선일보, 1999. 12. 9)

이들 신문자료에 나타난 세계적인 선진국 벤처기
업 집중지 외에도, 대만의 신주단지,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인도 중남부 뱅갈로르 등 다양한 외국의 벤
처 집중지들이 급성장하고 있어(권오혁, 2000; 고정
민·김정호, 2000), 이들과 관련한 신문자료도 수집
하여 보다 다양한 사례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외국의 사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벤처 집중지에

대한 신문자료도 다양한 데, 입지 관련 내용을 다음
과같이선별할수있다(예시：그림 3).

자료 6-대전 대덕연구단지 … 연구기능에 편중한 나머

지 산업과의 연결고리가 약했던 이곳에 생산기

능이 접목되면서 활력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대덕

단지로몰려들고있는것은▶용이한기술확보

▶저렴한땅값▶풍부한기술력등이있기때

문…(중앙일보, 2000. 6. 26)

자료 7-서울 강남구 포이동 …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

들이이곳에집중돼있는까닭은사무실임대료

가 싸고교통이편리하기때문. …종전엔 서초

동 역삼동 방배동 등 이른바 강남쪽에 주로 자

리했으나 수년전부터 포이벨리로 몰려드는 기

업이속속늘어나고있다…멀티미디어나소프

트웨어분야의 최신 정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는 포이동 일대의 동향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 (동아일보, 1996. 9. 16)

자료 8-중부고속도로변에 이같이 많은 벤처기업이 자

리잡은 것은 편리한 교통망과 세제혜택, 싼 부

동산 가격때문. …지역내협력…정기적으로

이업종 교류회를 갖는다. … 기술의 장점과 단

점을 공유 … 가장 큰 어려움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어렵

다는점. … (중앙일보, 2000. 1. 26)

우리나라의 벤처 집중지는 위의 제시된 자료 외에
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근 벤처타운(한국경제,
2000. 4. 1), 춘천 테크노파크(중앙일보, 2000. 4. 6)
등을추가적인사례로들수있을것이다. 
이들 자료로부터 선별된 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 입지 요인은 대학과 연구소, 대기업, 창업가 정
신, 벤처 자본, 교통, 기술 인력, 창업 시스템, 산학
협동, 산업간네트워크, 콘텐츠, 연구인력, 산업간의
견 공유, 성공 신화, 시너지 효과, 기술 확보, 저렴한
땅값, 기술력, 사무실임대료, 세제혜택등으로다양
하게제시되고 있다. 이들을유사한부류로 구분해보
면, 교통, 땅값과사무실임대료와같은기반시설, 세
재 지원, 대학과 연구소, 기술 인력, 기술력, 콘텐츠,
창업가 정신과 같은 인적·지적자원, 그리고 산학협
동, 산업간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와 같은 기업환경
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입지 요인들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정리하며 일반화를 유도할 수 있
는데, 기반시설과 같은 유형(tangible) 그리고 기업환
경과 같은 무형(intangible)의 입지 요인, 또는 교통,
대학과 연구소와 같은 정태적(static) 그리고 기업가
정신, 산학협동과 같은 동태적(dynamic) 입지 요인
등이가능한구분일것이다. 또한이들을지역발전과
연계시켜 보면, 벤처기업을 육성, 유치하기 위해 강
조해야 할 입지 요인,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요인 그리고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 육성해
야 할 요인 등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입지 요인에서 더 나아가 이들

벤처집중지를 입지특성으로 분류해보면, 대다수가
국외, 국내를막론하고 대도시지향적이라는 것을파
악할 수 있다. 이는 사례로 제시된 신문기사가 샌프
란시스코, 보스톤, 서울, 대전등이라는것에서알수
도있지만, 보다객관적으로는 여러사례로부터 도출
된입지요인들을최대한많이포함하고있는지역은
대도시가 될 것으로 추론 또한 가능하다. 예외로 대
도시가 아닌 벤처 집중지는 생산기능을 가진 경우로
연구와 생산을 겸하는 대덕 그리고 연구보다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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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중하고 있는 중부고속도 주변에서 나타난다.
즉, 벤처기업이개발중심인경우에는 지식·정보나
인력보다넓은공간을필요로하는입지비용을충족
시키는 교통 중심지를 선택하게 되고, 연구 중심인
경우에는 입지 비용 최소화보다는 정보와 인력 그리
고 산업간, 산학간 협력을 보다 중요시하는 성향을
보이게될것이다. 다음에서는 벤처기업의 대도시지
향입지에대한자료를제시하며입지특성을파악해
보고자한다.

(2) 벤처기업의 대도시 선호 그리고 집적 불이
익과지방분산

벤처기업의 입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입지 요인들은 대다수
대도시지역에집중되어 있어, 벤처기업은 대도시지
향의 입지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은 벤처기업의 속성에 기인하는데, 이와 관련된
신문자료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자료 9-서울…전자·통신업체 집‘구로밸리’…구

로공단에첨단기업의입주가줄을잇고있는것

은 서울시내에 자리잡고 있어 우수인력을 구하

기쉬운데다공단의기반시설이잘갖춰져있기

때문이다. 우수대학이많아산·학협동을하기

도 쉽다. 급성장 가도를 달려야 할 정보통신업

체에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셈이다. … (한

국경제, 2000. 1. 11)

자료 10-서울테헤란로…정보교류가쉽다는점…점

심시간에라도시간을내면만나서자연스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필요한 기술동향

과사업정보를교환할수있는건전한사교모

임들…일대의상인변호사홍보사등이벤처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홍보전

문 회사들이 호황을 누리는 … 인근의 인터콘

티넨탈, 라마다르네상스, 리츠칼튼등호텔들

도짭짤한재미…(한국경제, 2000. 1. 17)

자료 11-서울 강남 테헤란로가 여성기업인들의 새 메

카…테헤란로주변에서는 1백m 안에서해결

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 … 왜 몰리나=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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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유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다 교

통과 통신이 편리한 업무용 빌딩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 여성기업인·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집과 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 … 여성기업인들간의

정보 교환 뿐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

도 적지 않아 사업하기기 편하다. … (중앙일

보, 1999. 12. 1)

제시된 자료는 서울의 벤처기업 집중지 관련 기사
로 대도시 입지 선호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에는 우수인력, 기반시설, 산학협동, 기술동향과 사
업정보를 포함한 정보교류, 변호사, 홍보사, 호텔을
포함한 관련서비스업, 교통과 통신이 편리한 업무용
빌딩과직주근접의주거단지, 편의시설 등이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언급된다. 기반시설, 호텔, 업무용 빌
딩, 우수인력, 직주 근접의 주거단지는 도시지역의
보편적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생산자서비스업
과 기술동향과 같은 정보교류는 특히 대도시 지역에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환경으로 소규모 집적지를 형
성하게되는배경으로작용한다.
실제 벤처기업의 분포 지도를 보면<그림 5>, 전국

단위에서는 서울과 주변지역 그리고 대전지역에 주

로집중되어 있는모습인데, 서울의집중도가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난다. 서울내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가 다시 압도적인 집중지로 드러나 벤처기업의 입지
성향은 대도시이며, 대도시내에서도 정보교류, 산학
협동, 그리고생산자서비스와의 업무연계를위해집
적지를형성하는특성을보임을알수있다.
벤처기업의 입지 성향은 소규모의 신기술 또는 지

식기반의 신생기업으로 위험성이 높아 더욱 정보 교
류를위시한지역환경에의존하는기업특성을가지
고 있기에 대도시를 선호하게 되며 대도시내에서도
특정지역에 집적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벤처기업
을 포함한 정보·지식산업은 접근성, 정보 유통, 업
무 환경, 노동시장, 전문 상담, 금융·신용, 고급 소
매시설, 위락, 그리고 상징성 등이 어우러진 대도시
의 중심업무지구를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선호하여
집중하게 된다(김대 , 2000; 박용규·강신겸, 1997;
Hartshorn, 1992).

(3) 도시의집적불이익과지방분산가능성
벤처기업의 대도시 입지 선호는 양호한 기반 시설

과더불어소지역내정보교환과업무협력을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업 환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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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분포도(출처：기정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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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과도하게 집적되면 여러 부
정적인 상황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며, 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지방발전을 위해 분산시키려는 계획
또한 관련지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국외, 국내의자료를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자료 12-…미국실리콘밸리내부에서…부(富)의편중

과 취약한 하부구조에 대한 경고가 높아가고

있다. …이지역내사이버백만장자들이급조

되면서, 땅·집값이 폭등해 소프트웨어 회사

의 일반직원, 시공무원과 청소부, 경찰-소방

대원들이 집세(貰)를 내지 못해 … 따라서 바

로 밸리를 지탱하는 이들 필수인력들이 쫓겨

나고 있는 것이다. … 심각한 것은 교통난도

마찬가지, … 도로는 출퇴근길엔 이미 거대한

주차장을 이루고 있지만, 맨해튼을 잇는 뉴욕

시 외곽의 지하철과는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 … (조선일보, 1999. 7. 17)

자료 13-… 테헤란밸리 불만고조 … 포화상태에 이른

테헤란 밸리지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

고 있다. 특히 천정부지의 임대료, 가중되는

교통난, 열악한 인프라 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테헤란 벨리의 임대료는 심각

한 수준이다. … 잦은 정전사고 … 출퇴근 시

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교통난 주차난도 한계

상황에다다랐다. … (한국경제, 2000. 5. 23)

자료 14-… 테헤란밸리 … 임대료 천정부지 … 벤처기

업들이 아예 송파 성내 뚝섬 구로 분당 등의,

지역에새로운e밸리를구축하는움직임…송

파밸리…뚝섬밸리…분당밸리…강동밸리

… 몰리는 이유=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교통,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 등

이신e밸리의공통적인특징이다. 특히전철역

과 가까워 도심이나 강남지역을 30분 이내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 (한국경

제, 2000. 5. 23)

자료 15-… 정보통신기술(IT)벨트가 조성된다. 이들 지

역에는 IT전문 대학원 수준의 학원들이 대거

들어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

서울지역의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확산함으로

써 전국토 차원의 지식정보화와 지역 균형발

전을 달성하기 위한것 … 초고속 정보통신망

으로 연결하게 된다. … 통신망·장비·통신

요금·세제·교육등과관련된각종지원방안

을마련, 주요정보통신업체들의입주를유도

한다는계획…(중앙일보, 2000. 4. 6)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테헤란밸리에서 나타
나는집적의문제는땅·집값폭등과임대료상승그
리고 이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교통난과 주차장 같
은기반시설의부족이보편적으로지적됨을알수있
다. 따라서과도한집중지로부터의 분산은기존집중
지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방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전국의 다른 지역들이 인력 양
성, 초고속 통신망 등의 입지 요인을 갖추며 벤처기
업을유입또는육성시키려는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테헤란밸리로부터 이전하는 벤처기업들은 기
존 집적지에 근접한 대도시지역내에서 이전이 이루
어지는 모습으로 벤처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육성시
키기가쉽지않음을보여준다.
대도시 집적의 입지 성향, 집적 불이익과 분산, 그

리고 지방의 벤처 집적지 육성은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위해지속적인입지요인과특성에대한연구
가이루어져야 할내용으로, 교육측면에서도 토론수
업내용으로구성하여자료수집과의견제시를통한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리적 안
목을발전시킬수있게해줄주제라하겠다.

(4) 벤처기업의입지특성일반화
벤처기업의 입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귀납적 방

법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다양한 입지 요인들을 추
출하고이들을정리, 요약하며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
이다. 이는다시새로운상황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
기 위한 특정 지역 기업 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 등에
적용되어 새로운 구체적 양상을 반 하며 점차 입지
론으로발전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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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집중지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신문자료
사례로부터 드러난 입지 요인들은 기반시설(교통, 사
무실 임대료 등), 인적·지적자원(기술인력, 창업가
정신 등), 그리고 기업환경(산업·산학 간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르게 유형(기반시
설 등)과 무형(기업환경 등)의 입지 요인, 또는 정태
적(교통, 대학, 연구소 등) 그리고 동태적(기업가 정
신, 산학협동 등) 요인으로 여러가지 다른 구분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지 요인들이 가
장 어우러져 나타나는 곳은 대도시로, 도로, 사무실
공간, 인력등의양호한기반환경과 더불어정보교류
와 생산자서비스의 기업환경은 특히 대도시 지역에
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으로 집적을 유도하게
된다고정리된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입지 요인과 입지 특성에 기초

하여제시되었던 신문자료 사례지역들을 요약, 정리

하면<표 1>과같다.4)

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주로 정보통신, 생
명공학등을주요업종으로하고있어광범위하게정
보·지식산업으로 분류될수있다. 이들은입지여건
과 특성에서 기본적으로 교통·통신망의 기반 시설
과 교육기관이나 연구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지
식산업의 속성을보여주며, 이들입지요인에서는 벤
처 집적지간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다. 그
러나 이들 집적지들은 인력 공급, 창업 분위기, 그리
고 협력과 연계에서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
의 여건은 갖추고 있지만, 벤처 집적지간 차이를 드
러낸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우 기반시설과 같은
유형의 입지 요인과 더불어 창업 분위기, 업무 연계
등 무형의 기업 환경(business climate)을 조성하는
것또한필요하다고강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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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벤처기업 집적 불이익 관련 신문자료(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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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입지 요인들은 필요조건
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며, 이들 요인 외의 상황 그리
고이요인들간의복합적인상호작용은아직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또
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벤처기업 육성을 위
한비공간적지원은대도시입지지향을더욱가속화
시킬가능성이있어집적불이익에따른효율성감소
와지역불균형발전에따른형평성문제를야기시킬
소지도 있음을 지적하며 공간적 입지 성향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함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
다.
최근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지식산업

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지리분야에서는 이들의 입지특성과지역발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학교 수업에서도
이들을 점차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정보·지식산업
의 입지를 보다 흥미롭게 수업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교육방법에서 강조되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수
준의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정보·지식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탐구식 귀납적 접근에 비추어 본 에서는 벤처기업
의 입지를 사례로 신문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
제시해 보았다. 우선, 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입지를 보여주는 여러 신문기사로부터 입지요인을
추출하고이들입지요인들을예를들어기반시설과
같은유형그리고업무연계와같은무형의요인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대도시에 집적지를 형성하며 군
집 성향을 보이는 입지 성향을 입지 요인과 더불어
파악하 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반화된 입지 요
인과특성에비추어기존의또는새로운사례지역들
을 검토하는 수업 과정을 제시하 다. 이러한 수업
내용과 방법은 설명위주의 연역식 수업에 비해 학생
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고 벤처기업을 사례로 제시
한 입지론에 대한 이해를 상대적으로 쉽게 높일 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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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집적지 현황과 입지 특성

실리콘밸리 보스톤 캠브리지 테헤란 대덕 구로
반도체,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계,

주요업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인터넷 생명공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계 제조업

기업수 8,000여개 2,000여개 1,200여개 1,000여개 250여개 100여개

기반시설 고속도로, 고속도로, 철도, 공항터미널, 고속도로, 지하철, 
(교통, 통신망) 연계도로망, 국제공항, 고속도로 교통혼잡 철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항만

교육기관, 스탠포드대, MIT대, 캠브리지대 특성화대학 충남대, 중소기업
연구소 UC버클리 하버드대 예정 KAIST 부설연구소

인력공급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보통

창업환경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협력, 연계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주：표는 1999년~2000년의상황에기초하여정리한내용임.
출처：고정민·김정호(2000), 권오혁(2000), 그리고본논문에참고한자료를인용·수정

현황

입지
여건
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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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및결론

입지는지리학의핵심개념중하나로, 농업,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다양한 입지론이 경제지리
에서 다루어진다. 대다수의 입지론은 규범적 이론으
로 대학교재나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어려운 개
념과 용어를 제시하며 연역적으로 구성되어 일반적
으로 설명식 수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입지론 수업은 어렵게 느껴지고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탐구식 수업이 최근 학생
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
는데, 신문활용교육은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제공해
주어 이로부터 일반화를 유도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
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시키며, 정보·지식산업에 대
한교재내용과관련된새로운내용을다루기에적절
하다.
본 은 이러한 배경에서 벤처기업의 입지를 사례

로 신문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귀납적 접근
을 제시하 다. 수업에 활용된 신문자료는 벤처기업
이 급성장했던 시기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입지 관련
기사로, 이들로부터 입지요인을선별하고 입지특성
을 정리하며 일반화시켜보는 과정으로 수업을 구성
하 다. 수업은 신문기사를 컴퓨터 프리젠테이션으
로 제작하거나 복사물로 배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료로부터 입지 요인이나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신문자료는 4단계로구분하여제시하 는데, 첫째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벤처기업 집중지 사례로
부터 입지 요인을 찾아 정리하 다. 둘째는 도출된
입지 요인들이 가장 중첩되어 나타나는 지역으로 대
도시를유도하고, 대도시의 벤처집적지 자료제시를
통해집적지형성의배경을찾아보며입지특성을일
반화하 다. 셋째는 집적의 불이익, 새로운 집적지
조성 계획 등의 자료 제시를 통해 입지 변화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고,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대해 학생들
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토론수업의 가능성을 고

려하 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일반화시킨 입지요인
에 기초하여 벤처 집적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벤처 기업의 입지를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특성으
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귀납식 수업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 다.
벤처기업 관련 신문자료를 활용한 이러한 수업은

입지론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주제 또는 보다 넓게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주제에대하여신문자료를수집하고내용을분
석과정을통해일반화를도출하는귀납식접근을통
해 효과와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특히학습자의참여를돋우는특정주제에대
한 신문 등의 자료수집과 내용분석을 포함하며 진행
되기에최근의교육방식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중심,
즉 학생들이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학습으로도활용될수있을것이다.

주

1) 고등학교경제지리교육과정개정시안에따르면, 과목의

정체성과다른지리과목과의중복을피하기위해인간경

제활동의지리적특성을파악하는것을최종목적으로하

고이러한특성을이해하기위한수단으로지역규모에한

정되지않고다양한지역의사례를도입하기로하 다(오

정준외, 2006).

2) 본 논문에 제시된 전체 15개 신문 자료는 수업에 활용하

기 위해 저자에게 요청시 그림파일(JPG) 형태로 제공될

수있다.

3) 본 논문에 제시된 전체 15개 신문 자료는 수업에 활용하

기 위해 저자에게 요청시 그림파일(JPG) 형태로 제공될

수있다.

4) 귀납적 수업 방법은 사례 제시→공통점과 차이점→원리

발견→원리 적용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때 마지막 단계

의 원리 적용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에서는 수업의 예시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사례지역에적용시키며정리하는형태를취했다.

다른지역에적용하는경우지역단위벤처기업입지연구

90 권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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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상율·이종호, 2004; 오남현·이성근, 2001)의내

용을참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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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특구로

자료 7：동아일보, 1996. 9. 16 21세기희망「포이밸리」

자료 8：중앙일보, 2000. 1. 26 중부고속도음성~청원주변

‘하이웨이벤처밸리’

자료 9：한국경제, 2000. 1. 11 전자·통신업체 집‘구로

밸리’

자료 10：한국경제, 2000. 1. 17 일도 놀이같이 …‘테헤란

로신드롬’

자료 11：중앙일보, 1999. 12. 19 강남 테헤란로‘여성기업

인타운’됐다

자료 12：조선일보, 1999. 7. 17 미 실리콘밸리‘빈익빈 부

익부’

자료 13：한국경제, 2000. 5. 23 테헤란밸리불만고조

자료 14：한국경제, 2000. 5. 23 송파·구로·뚝섬등‘신e

밸리’확산

자료 15：중앙일보, 2000. 4. 6 ‘코리아 IT벨트’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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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Location Using Newpaper Articles: 
Venture Firms as an Example

Sangcheol Kwon*

Abstract：Location is the key theme in geography and various location theories are well
established for diverse economic activities. As normative theory, the logical presentation of the
location theories tends to make students appraise the class difficult and lose interests. This study
presents a teaching materials and inductive method for the location of venture firms using
newspaper articles as an example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dustry. Presented are
various newspaper articles about venture firms in which the locational notions are selected to find
out general location factors. And then their locational preference of large cities, diseconomies of
agglomeration, the possibilities of deconcentration from large cities and new establishments in
peripheral regions are presented in order. The inductive way of teaching location from specific
examples to general tendencies using NIE could bring students’interests and participat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student-oriented inquiry-based teaching emphasized recently in educational
methods. It could b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the location theories in economic geography
and other difficult subjects.

Keywords : location theory, economic geography, inquiry teaching, NIE, ventur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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