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 연구배경과연구목적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정보통신산업을 하드웨어기
반 제조업과, 지식기반의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
하고있다. 특별한제조시설이 필요하지 않은소프트
웨어산업은숙련노동력을기반으로한기술력이가
장중요한자산이된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입지에
있어서 도시지원서비스, 산학협력, 정부지원, 협력환
경 등을 중요한 요인들로 고려한다(황우익·박종화,
2002).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초기에 기업들은 상
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강남과 서초에
집적하거나 혹은 높은 전후방 연계성을 제공하는 여

의도와 종로와 같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집적한 공간
분포를 보여 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따른기업간혁신역량의차이와이에따른기업규모
간 격차와 같은 기업내부의 변화와, 초고속통신망
(Broadband)의 확산에 따른 정보공유의 용이성, 임
대료의 상승 및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악화 그리고
정부지원 산업단지 지원정책과 같은 외부변화의
향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지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있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유무선 통신기술과

교통의 발전으로 인한 거리소멸효과(death of

distance)는 제품생산과 조달방식에 있어 무중량경제
(weightless economy)의 경제적 특징을 갖는 소프트
웨어 기업들에게 특정지역에 집적해야할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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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고 있음을지적하고 있다. 웹을 기반으로 하
여 커뮤니티 간에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지고, 소프트웨어산업의 표준화되어가
는 개발과정 및 제품생산과정 등으로 주어진 명세서
에 따른 업무 분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유연한입지전략들을고려할수있는여건들을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소프트
웨어기업들의입지는과거에비해보다다양한선택
과자유로운이동의기회를갖게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기반의 정보통신산업인 소

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지난 10년간의 공간분포변
화를 분석하고 기업이동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입지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파악
하는 것으로, (1)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공간분포 및
집적정도변화 (2) 기업들이 입지한 집적지들의 변화
와 특징 (3)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입지이동의 유형과
행태등에대해중점을두어분석을하 다. 

2) 연구방법및자료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간입지특성 분석을 위해 공
간 클러스터링 분석을 적용하 다. 클러스터링 분석
은 대축척 상에서 분포된 소프트웨어 기업의 집적수
준의 변화와 집적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
다. 소프트웨어 기업의분포와변화를 파악하기 위

한 연구 자료는 1996년과 2006년의 기업현황을 조사
한 1997년, 2007년 소프트웨어 기업편람을 활용하
다. 편람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조사를 위해 선
별된 700여개의주요소프트웨어기업을대상으로상
세한분야에걸쳐조사된것으로기업들의 주력분야,
주요 분야별 매출액, 사업실적 등에 관한 심층조사
결과이다. 1997년 편람의 574개와 2007년 편람의
445개의 업체의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하 고, 2007

년자료의경우디지털콘텐츠기업편람중소프트웨
어 비중이 큰 게임과 포털을 추가하여 총 472자료를
구축하 다. 기업이동의 유형과 행태에 대한 분석은
두개의 편람 내에 기업명이 변화되지 않은 기업들과

높은 기업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사이
전의기록들을조사하여분석하 다.

2. 선행연구의검토및분석과정

1) 기존연구의검토

공간불균형, 지리적 집적, 산업지구 등과 같이 시
간에따른기업들의집중과분산의형태적변화는경
제지리학의 주요 관심사 다(박삼옥, 2005).
Krugman(1991)은 기업들의 지리적 집중현상을 경제
활동의가장중요한특징으로보았다. Marshall(1890)
은 노동시장과 중간재의 공유 그리고 지식확산
(knowledge spillovers)을 집적지형성의 중요 요인으
로보았고 Glaeser et. al (1992)은산업지구론에있어
서 정보공유와 지식확산을 위한 지리적 근접성의 중
요성을강조하 다. 이와같은논의들은 기업활동의
기본정보라 할 수 있는 암묵지의 공유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직접적인 대면접촉에 의해서만 가
능하다는 전제를 갖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초고속통신망의 대중화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암묵적
지식과명시적지식간의전송한계에대한기존의관
점을변화시키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경제활동의 집중과 분산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의

연구들이 있다. 우선, 기업 간에 거래비용이 정보통
신기술에 의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중요성
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Cairncross, 1997;
Forman et. al, 2005). 이러한 논의들은 인터넷의 확
산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이 낮아짐으로 인해
원격지로의 입지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변화에 주목
하고 있다. Kolko(2000)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정
보통신기업들이시간이지남에따라타지역으로분
산하고 있음을 주장하 고, Fitoussi(2004)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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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비용감소가 기업들의
원격지 이동현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논의하
다. 
이와 같은 분산에 대한 논의와는 반대로 도시경제

의 집중과 분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이 오히려 도시집중을 가중시키는 보완재로서의 역
할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있다. 이는 웹을 기반으로
한 급속한 커뮤니케이션의 증가와 새로운 정보의 접
근은정보격차(digital divide)를심화시켜도시규모와
인구 도를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도시집중을 가중시
키고 있다는 관점이다(Gaspar and Glaeser, 1998).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의 혜택은 집적경제
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더욱 가중시킴으로서 추
가적으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부가서비스
및 정보통신 인프라의 접근과 지식확산에 따른 암묵
지의 접근을 위해 도시로 집적하고 있다(Duranton

and Puga, 2004; Isaksen, 2004). 
현재 정보통신기술이 경제활동의 지리적 분산을

가져왔는지 혹은 집중을 가속화 했는지에 대한 가설
에 대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이것은 초고속통신망의 확산과 인터넷의 보급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기에 이로 인한 기
업입지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인 자료가 충

분하지않고, 실제기업들의 입지이동의 사례들은 분
산의현상과집중의현상이동시에발생하고있기때
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기업

입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들의 집적
지나 집중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집적의 요인들과
그필요성을 밝히려는 논의들이 주를이루었다. 그동
안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한 공간분포와 입지에 관
한 연구는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
로 변화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속에 정보통신
산업, 벤처, 인터넷 등과 같이 새롭게 부각되는 집적
지의 유형과 특징을 연구하 다(신창호·정병순,
2002; 이종용, 2005).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간분포에

관하여이희연·윤선목(1999)은기업간전후방연계
의 관점에서 기업들의 집적을 설명하 고, 이재열
(2001) 은공동학습을위한지식공동체로서의관점에
서 학습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근거로 테헤란 밸리에
모여 있는 기업의 특징을 연구하 다. 소프트웨어기
업 집적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황주성(2000)은 신
산업지구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희연·권용주(2002)
는 기업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 관점에서
기업의집적을설명하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집적에 관

한연구와달리최근몇몇국내소프트웨어기업들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악화된 환경을 벗어나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서울 주변의 교외지역
및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거나 혹
은 새로운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
다.1)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공업용수,
원료, 일반노동력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일반 서
비스업에 비해서 수요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업종이고전문인력에의존하는바가더크기에관련
숙련인력의 확보가 용이한지역에입지하게 된다. 한
편고정자산비율이타산업에비해적기에기업입지
를위한전략수립과 이동이 자유롭다. 따라서인력확
보와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의 방안이 확보된 상황이
라면기업들은유연하게잦은입지이동을하게된다. 

2) 분석과정

특정지역에 집중한 기업들을 집적하 다고 규정하
기위한기준을정하는것에는다양한방식들이존재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집중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Kolko(2002)는미국의각지역에서시간에따른첨단
산업의 고용변화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기업의
집중과 분산을 분석하 다. Laan et al.(2005)은 지역
내 정보통신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덱스(ICT index)
의변화를통해 Randsat 지역의정보통신산업종사자
들의 공간적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여 고용에 있어서
교외화와 다핵화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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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n et al.(2005)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인터넷이
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질적 수준을 이메일과 같
은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는 낮은 수준의 정보교환과
대면접촉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들의 집적에 있어서의 차이를 논의하
다.
공간통계분석의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

료의 분포와 무작위 상황에서의 분포를 비교함으로
써 집적과 분산의 정도를 논의한다(Mitchel, 2006).
Shin(2005)은 경제 클러스터의 분석에 대해 가변 클
럼핑 분석방법(Variable Clumping method for

Economic Clusters)을이용하여점형자료를통해통
계적으로 유의한 클러스터들에 대한 분석을 하 다.
전통적으로 점형자료를 이용한 군집화 분석은 로
벌한 스케일에서 면형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달리 로
컬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생태환경 변화나 인문현
상의 분석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다 (Carpenter,
2001; Diggle, 1990; Reader, 2000).
공간군집화 분석은 그동안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공간적패턴분석의연구방식에비해두가지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첫째로, 점형지도 분석은 좁은 지역

내에서 동일위치에 여러 기업이 함께 위치한 경우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Smith, 2002). 연속
적인 라스터(Raster) 기반에 도기반 분석과 점형자
료의 군집측정 방식은 이러한 스택 행태 혹은 좁은
지역에 많은 자료가 위치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
결한다(Harries, 1999). 점형자료의 분석은 각 기업의
분포에따른 도나혹은개체수를계산하여분석함
으로써아주높은 도를보이거나혹은낮은 도를
보이는 지역을 구분하여,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클러스터의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행정구역
경계를통한면형분석은기능지역이너무크기에상
이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기능지역 단위의 문제를
갖는다(이상일, 1999). 따라서 행정구역 내에 변이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대축척범위안에서 유의미한 변
화를분석하지못하는한계를갖는다. 
반면, 점형자료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분석은 이벤

트의 위치자료를 기초하여 분석하기에 인위적으로
경계된 면형자료의 단점을 보완한다. 공간군집화 분
석은 공간거리를 기준으로 자료를 군집시켜주는 위
계적기법과, 주어진거리와그룹수를 기준으로 공간
을 분하하여 군집화를 적용하는 분할기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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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프트웨어 기업분포변화의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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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위계적기법은점형자료에 대한그룹화를 위해
주어진 거리를 기준으로 디노그램 형태의 위계적 클
러스터를 생성하여 클러스터의 범위를 표현한다. 반
면, 커널분석으로 잘알려진 분할기법의 경우주어진
거리 값을 기준으로 분할된 파티션 내에 점형자료의
도를 내삽방식으로 연산하여 래스터형태로 출력

한다.
소프트웨어 기업분포 변화의 분석과정은 <그림 1>

과같다. 우선공간분포의 변화와집적정도의 분석을
위해기업의주소를이용한점형지도제작을하여공
간분포의 패턴 변화를 분석하 고, NNI(Nearest

Neighbor Index)2)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집적정도
의 변화를 비교분석하 다. 집적지의 변화와 특성의
분석을위해서는NNH(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3)을 통해 보다 세 한 스케일에서 집적지를
탐색하 고, 각 집적지에 포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매출액, 종업원수, 기업수, 분야별 기업 수
등의 비중을 비교하여 집적지간의 특성을 파악하
다. 끝으로 기업들의 본사이전의 기록들을 조사하여
기업이동의유형과행태를분석하 다. 

3. 소프트웨어산업의특징과변화

1)소프트웨어산업의특징

소프트웨어는 각종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혹은 업무자동화를 목적으로 데이터
및 각종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프로그
램 코드로 정의된다(OECD, 2007a). 넓은 의미에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속에서 특정 응용업무를 위해
자료의 처리와 함께 하드웨어를 운 하는 프로그램
으로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
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고 물리적인 형태를 갖지
않는다. 제품 생산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소프트웨어 제품은 상품화이후 제
품생산에 있어서 0 한계비용을 갖게 되는 특성을 갖
는다. 또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기존의
운 방식에 대한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되고, 소프트
웨어의 수명주기는 전형적인 제조업의 상품에 비해
상당히짧다. 이러한 실체없는소프트웨어의 특징과
지속적인 개발프로세스를 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빈번한 혁신 속에서 새로운 제품
의생성과제품향상을위한투자를한다. 
혁신은 새로운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과

업무프로세스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혁신은 새로운 제
품생산 혹은 프로세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경우만으로 제한한다(OECD, 2005). 혁신을 기반으
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활동과정은 연구개발 투
자, 시장진입시도, 시장지대, 시장탈피등의 4가지단
계로이루어지며혁신을이루지못한제품의경우막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다(OECD,
2007b). 이러한일련의경제적과정속에서소프트웨
어기업들은우수한제품개발에대한관심과함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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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프로세스

출처: OECD, 2007b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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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시장진입과 시장주도를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변수로고려하여이를위한시장조사및마케
팅에주력하게된다(그림 2 참조).
상품 제조를 위한 특별한 제조시설을 요구하지 않

는 지식기반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전문 프로그래머,
시스템 전문가 및 컨설턴트와 같은 고숙련 노동력의
확보가 기업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업의 노동력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석 및 마케팅과 같은 업을 위한 조직과 제
품개발및생산을위한연구집단으로구성되며이들
은서로상이한네트워크와 학습대상을 갖는다. 이와
같은 상이한 목적은 두 개의 집단을 분리할 만한 여
건을 갖는 거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센터와 업 및
마케팅을 위한 본사를 분리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럴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최상의곳으로선택하게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의변화

현재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
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크게 패키지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서비스(IT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임베디

드 소프트웨어 등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안철수 바이러스, 아래 과 같이 제
품형태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 IT서비스는 기업과 각 공공기관
의 정보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을,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하고있는디지털콘텐츠는 상, 교육, 게임, 인
터넷 등과 같이 각종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분야, 마
지막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조선, 항
공, 모바일과 같은각종제조업분야에 적용되어 활용
되는분야를말한다(그림 3 참조). 

90년대초기소프트웨어산업은 PC를기반으로제
공되는 제품화된 패키지 형태의 제품을 중심으로 급
속한성장하 고, 이후 90년대중반이후진행된기업
및 공공분야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IT

서비스업이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웹을 중심
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이 성장하 다(백 란, 2007).
IT서비스업은소프트웨어개발뿐만아니라 HW와소
프트웨어간에일어날수있는다양한업무를처리하
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산업으로 컨설팅, 시스템 통
합, IT교육, 아웃소싱, 시스템 유지보수가 주를 이루
는분야이다. 한편 2000년대이후초고속통신망은전
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정도 급속한 발전을 하 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의 발전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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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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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출판, 컴퓨터게임, 디지털 상 등 첨단 IT기술을
사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상 등을 디지털
포맷으로 가공·처리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인
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되었
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이 성장세에 있
으며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새
롭게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동인은
디지털 컨버젼스로, 이는 소프트웨어와 일반 기기와
의 융합 속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융합 속에 소프트웨어는 핸드폰을 비롯하
여가전기기, 차량내비게이션, 로봇, 산업.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제품에 내장되어, 하드웨어 제어, 통신,
멀티미디어, 인공지능 등의다양한컴퓨팅환경속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을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로 정의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아직 발
전 초기단계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만을 전문으로
하는기업군은많이형성되지않은상황이나향후국
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통신기기,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발전속에가장큰수요와발전가능성을
갖고있는분야로발전하고있다.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총 생산액은 2005년

기준으로 20조의 규모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

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에는 2000년도 이후 진
행되어온 기업의 경 정보화와 전자정부 사업과 같
은 공공기관의 전산화가 확대되면서 IT서비스 및 패
키지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되었기 때
문이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초고속 통신망과 함
께 확산된 인터넷은 기존의 콘텐츠 사업부분들을 모
두디지털화하는인터넷경제로의변화에서그동인
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기업의 총 업체
수는 2002년 닷컴 붕괴 시점을 전후로 급속한 증가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총매출과 총
종사자수의 증가는 기업수의 감소가 산업의 쇠퇴를
보여주는수치가아님을확인할수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상황이다(표 1 참조). 업체별
비중에 있어서 지방의 비중은 2000년 29.7%에서
2005년까지 34.1%로 기업수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
다. 반면, 지방의총생산액과종사자수는 2002년이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생산액의 경우 전체
의 5.15%, 종사자수의 경우 4.44% 만을 차지할 정도
로 지방의 비중이 과거 10%정도에서 절반의 수준으
로크게줄어들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은 소프트웨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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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간누적
성장률

생산액
전체 107,316 147,268 182,228 184,396 186,588 200,827 13.4

(억원) 지방 9,204 13,623 18,471 21,879 27,041 39,010 33.5

비중(%) 8.6 9.3 10.1 11.9 14.5 5.15 -

업체수
전체 5,901 7,147 7,534 6,806 6,157 6,583 2.2

(개) 지방 1,753 2,105 2,351 2,151 2,022 2,245 5.1

비중(%) 29.7 29.5 31.2 31.6 32.8 34.1 -

종사자수
전체 89,716 112,309 122,192 118,902 109,970 120,102 6.0

(명) 지방 10,927 15,355 18,529 19,102 17,962 27,026 19.9

비중(%) 12.2 13.7 15.2 16.1 16.3 4.44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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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측면에서볼때인력, 정보, 기술관련업체의집
적등에있어지방에비해높은비교우위를제공하고
있다. 이러한요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도권집
중의 가속화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자체와는 무관하게 서울지
역이 금융환경, 정책정보의 접근성, 일반교육 문화
등생활환경면에서다른지역보다더나은여건들을
제공하기에기업들의집중은가중되고있다. 

4. 소프트웨어기업의공간분포변화

1) 공간분포와집적정도변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에 집중이 심화되어 있기에 분석의 범위는 수도권에
위치한소프트웨어 기업자료를대상으로 하 다. 수
도권 내에 분포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간분포변화
는 동서방향의 중심에서 남북방향으로의 변화로 요

약할수있다. 그림 4는 1996년과 2006년도의소프트
웨어기업의분포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표준
편차타원(Standard Deviational Ellipse)은 평균센터
(Mean Center)로부터 각 지점간의 표준거리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기업들의 매출액을 가중
치로 적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타원은 축의 중심을
회전하면서, 각축에서 각지점의위치와 거리를최소
화하는각에서결정된다. 1차표준편차타원은전체의
68%, 2차는 95%, 3차는 99%의 자료를 포함하고, 각
타원은 평균센터 부근에 발생한 기업들의 분포를 보
여주는 지표가 된다. 소프트웨어기업 공간분포의 축
은 1996년 종로와 중구,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을중심으로 하는동서방향의 축으로분포하 다. 그
러나 2006년의 자료는 분포의 방향이 남북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주요 기업들이
여의도와, 강남, 그리고 분당을 있는 방향으로 입지
함으로써 중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공간적 분포범위에 있어서도 2006년
의 기업분포는 1996년에 비해 도시외곽으로 확장되
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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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프트웨어 기업의 분포변화(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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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형지도 제작이 각 기업들의 높은 집중지역을 가
시적으로 파악하고 집적지들를 육안으로 구분해주는
반면, 도기반 래스터 분석은연구지역을 동일크기
의그리드로분할된셀을기반으로분석하여지역의
동태적인 변화를 가시화한다. 1996년에서 2006년간
각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의 증감변화는 래스터 분석
을 통해 분석하 다. 집도 계산은 검색 범위 내에
점의 수를 계산한 후 검색 면적의 크기로 나눈 후
1996년과 2006년 두 개의 래스터를 생성하여 증감률
을계산하 다. 다음의그림 5는 1996년과 2006년사
이에 각 셀에 기업의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짙은 색의 부분은 기업의 수가 증가한 셀을 의
미하고, 옅은 색의 부분들은 기업의 수가 감소한 셀
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도심부에 해당하는
종로와 중구, 여의도, 용산, 강남의 지역에서 기업의
감소를확인할수있다. 강남의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증가와감소를동시보여주고 있다. 테헤란로 부근의
경우, 증가를 확인할 수 있고 서초와 양재지역의 경
우는 높은 감소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구
로지역은 디지털 단지의 형성으로 높은 기업수의 증
가율을확인할수있고, 기타분당지역과 도시외곽지

역에서의 새로운 기업들이 입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수있다. 

2) 집적지의변화와특징

클러스터 분석은 지역 내 점형자료가 집적하 는
지혹은분산되어있는지의정도를확인하는분석과
분석범위 범위에서 국지적으로 군집한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NNI(Nearest

Neighbor Index)는 집적수준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석의 과정은 각 점형자료와 가장 근접한
것과의 거리를 찾고, 이들 거리의 평균값을 계산 후,
무작위분포에서 예측된 거리와 측정된 거리간의 비
교를통해, 통계적유의미성을 비교함으로써 점형자
료의집적과분산을측정한다. 

NNI값(r)은 1을 기준으로 r<1 경우 집적한 것으
로, r=0 경우무작위분포, r>1 경우분산된것을나
타낸다. 표2는 1996년과 2006년 연구지역내에 NNI

값을 보여주고 있다. NNI 값에 있어서 2006년의 값
이 1996년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2006년
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공간분포 범위가 과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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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프트웨어 기업의 증감변화

 11-2경지01홍일   2008.7.4 2:53 PM  페이지183     600DPI 100LPI



해 넓어졌으나 집적의 정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부분별 분포에 있어서는 기업과 공공분야
의시스템개발프로젝트수행하는 IT서비스기업의 r
값은 증가하 고,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품을 개발하
여판매하는 패키지기업들의 경우낮아졌다. 규모별
분포변화에있어서는 300인이상의규모를갖는대기
업들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의경우군집의 r값이이전에비해크게낮아졌다. 이
러한 변화는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IT서비스 기업
들의경우집적의정도가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으
로 구성된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 반대로
집적의정도가과거에비해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중
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패키지 기업들의 경우
정부 중심의 지원단지로 이동함에 따라 집적의 수준
이 높아졌다. 또한 기업 수에 있어서도 IT서비스 기
업들은점차대형화됨에따라매출과종업원수와같
은규모는과거에비해증가한반면기업수가줄어든
것이집적수준변화에 향을주었다.
국지적 스케일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클러스

터의 탐색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NNH분석을 수행
하 다. NNH분석은 확률수준(probability level)을
명시하고 각 군집의 임계치를 설정하여 기업들의 집
적지들을 찾아낸다. 낮은 확률수준을 지정할수록 더
많은 점형 자료들이 클러스터 안에 포함되는 반면,
그것이 무작위분포와 비교해서 클러스터인지를 구분
할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신

뢰도의 조정은 클러스터를 규정하는 확률로서 계산
되고 신뢰구간은 무작위분포에서 발생하는 평균거리
를기준으로 계산한다. 임계치를 계산하고 표본중에
서 하나의 점을 선택해서, 그 지점에서 임계치내에
있는 점을 클러스터로 인정하면서 탐색을 진행한다.
특정 지점에서 임계치 안의 점은 클러스터로 인정하
게 되며, 또한 한 클러스터 내에 점의 개수를 임계치
로 하여, 클러스터가 지정한 숫자를 넘었을 경우, 클
러스터로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한 확률수준
과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점의 개수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집적지로 논의하
고있는클러스터들을포함할수있는수준의값으로
선정하 다. 
그림6은 NNH방식을 적용하여 찾아낸 1996년과

2006년의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 자료의
경우 종로, 여의도, 서초1(서초 1,2동), 서초2(서초4

동), 역삼, 삼성, 신사, 포이 등 총 7개의 클러스터가
탐색되었다. 종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기업 수는
적지만 총매출액과 총인원이 높게 나왔고 여의도는
기업 수, 총인원, 총매출액에 있어서 모두 높은 비율
을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남에위치한 클러스
터들의경우적은수의종업원과매출액비율을보이
고있다. 이것은종로와여의도에 대기업들이 위치하
고 강남을 중심으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집되
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자료의
경우, 여의도, 삼성, 역삼, 신사, 서초, 구로, 분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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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NI 지표의 변화

Nearest Neighbor Index Nearest Neighbor Distance(meter)

1996 2006 1996 2006

전체 0.347 0.324 1341 380

IT서비스 0.344 0.497 1410 969

패키지기업 0.601 0.369 1878 528

대기업 0.558 0.577 1171 1676

중소기업 0.366 0.170 376 1298

주) 대기업은 300이상의 종업원 수를 갖는 기업을 말하고, 기업분류에서 임베디드 기업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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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NH를 이용한 집적지의 변화

표 3. 집적지 변화의 주요 특징

년도 집적지명 기업수 총매출액 총인원 IT서비스기업 패키지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종로 12.9 14.3 17.1 75.0 25.0
여의도 13.1 15.6 16.8 53.4 46.6
서초1 15.6 11.4 10.1 45.2 54.8

1996 서초2 15.8 11.5 16.2 53.1 46.9
역삼 11.2 12.7 17.4 59.7 40.3
삼성 12.9 11.6 13.2 37.5 62.5
신사 13.8 11.5 15.2 61.9 38.1
포이 17.6 11.4 13.9 50.0 50.0

여의도 15.8 13.2 17.7 25.0 75.0
서초 14.6 13.9 14.2 26.3 35.9
역삼 13.3 26.6 23.9 34.5 65.5

2006 삼성 19.5 15.9 16.8 28.2 71.8
신사 14.4 12.1 12.4 11.1 84.2
구로 17.5 16.0 17.1 20.8 79.2
분당 13.2 14.8 18.7 46.2 35.0

주) 기업수, 총매출액, 총종업원의비중은전체총합에대한비중이고, IT서비스기업과패키지기업의비중의경우각집적지의총기
업수대비의비중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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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클러스터를 확인하 다. 1996년 자료와 비
교해볼때, 종로지역의 클러스터가 사라졌고 강남의
클러스터도 6개에서 4개로줄어들었다. 
구로지역은 정부의 디지털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

로운 클러스터로 등장하 고, 분당의 경우 지하철역
을 따라 새롭게 기업들이 군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수, 매출액 등에 있어서 역삼 클러스터는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하 고, 여의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1996년의 경우,
서초, 역삼, 삼성, 신사, 포이 등과 같은 지역들은 종
로와, 여의도에 비해 전체 매출에 대비 각 집적지의
총매출액의비중이 1-2% 수준으로나타난것은이들
지역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집적하 음을 보여준
다. 반면, 2006년의 자료에서 여의도, 서초, 신사 등
의지역이낮은매출액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역삼과
분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비중을 나타내고 있
다. 구로의경우많은기업들이 군집하 으나 매출액
비중이낮은중소기업들의집중이높게나타났다. 

3) 기업들의입지이동의유형과행태

기업들의 입지이동의 유형과 행태의 특성은 1997

년편람과, 2007년편람자료속에서기업명이변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이동을 분석하여 확
인하 다. 다음의 표4는 전체 편람자료에서 10년간
기업명이변화하지않는경우는 44개를얻을수있었
다. 이렇게 낮은 수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
화에따른짧은생명주기를반 한것으로타산업에
비해잦은기업간인수합병과기업의생성과소멸이
높음을 반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명이 변하지
않은 경우 중,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22%로 기업이

이전한 경우 중 이동한 지역들은 테헤란로 부근(삼
성, 역삼), 구로, 여의도, 분당, 용산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10년간 동일한 기업명
을유지해왔다는것은그만큼안정적인시장을확보
한기업임을의미하고이러한기업들중많은기업들
이 테헤란로로 이전해온 기업들은 대다수가 현재 높
은기술성과를보여주고있는기업들이었다. 
조사된 기업들은 대부분 혁신을 통해 높은 기업성

과를 나타낸 중소 벤처 기업들로 초기에 서초, 논현,
양재, 포이동과 같은강남의외곽에서 기업을 시작하
여 역삼, 삼성과 같은 테헤란로 중심으로 이동 후 다
시 구로 디지털 단지나 분당과 같은 도시외곽지역으
로이동하는사례들이다수를이루고있다(표 5참조).
또한 최근 브로드밴드의 전국적인 확산과 지방정부
의 각종 세금 및 지원으로 인해 수도권 밖으로의 이
전을 하는 기업들의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테헤란란로 중심의 집적지는 과거와 같은 중소기업
들을 위한 혁신적인 벤처 집적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중심
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마케팅의 혜
택을 얻기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략적
으로 입지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목적을추구하기위함이다. 
상품 제조를 위한 특별한 제조시설을 요구하지 않

는 지식기반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전문 프로그래머,
시스템 전문가 및 컨설턴트와 같은 고숙련 노동력의
확보가 기업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업의 노동력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석 및 마케팅과 같은 업을 위한 조직과 제
품개발및생산을위한연구집단으로구성되며이들

186 홍일

표 4. 기업들의 집적지별 이동 빈도

기업명이변하지 이전하지 이전한경우
않는경우 않은경우 테헤란 구로 여의도 분당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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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서로상이한네트워크와 학습대상을 갖는다. 이와
같은 상이한 목적은 두 개의 집단을 분리한 만한 여
건을 갖는 거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센터와 업 및
마케팅을 위한 본사를 분리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럴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최상의곳으로선택하게된다.

<그림 7>은 조사된 기업들의 집적의 이동 경로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과정과 비교하여 작성한 것
이다. 버논(Vernon, 1966)은 제품수명주기이론
(product life cycle theory)에서제품생산은일반적으
로 개발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의 세 단계를 거쳐
서발달함을 밝히고, 각단계마다 필요한생산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투입요소의 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적지 변화와 기업이동의 특성 187

표 5. 강남·서초 지역을 거쳐간 기업들의 집적지 이동 특징

기업명 본사이전의경로 분야

엔씨소프트 역삼 → 삼성 디지털콘텐츠(게임)

티맥스소프트 역삼 → 삼성 → R&D센터(분당) 패키지소프트웨어

코윈 양재 → 역삼 디지털콘텐츠(게임)

네오위즈 삼성 → 판교(예정) 디지털콘텐츠(게임)

넥슨 논현 → 선릉 디지털콘텐츠(게임)

한 과컴퓨터 등포 → 논현 → 구의 패키지소프트웨어

안철수연구소 수서 → 서초 → 여의도 → 판교(예정) 패키지소프트웨어

다음 양재 → 삼성 → 서초 → 제주 디지털콘텐츠(포털)

네이버 서초 → 역삼 → 분당 → 춘천(예정) 디지털콘텐츠(포털)

SKC&C 역삼 → 분당 IT서비스

포스데이터 역삼 → 분당 IT서비스

삼성SDS 역삼 → R&D센터(분당) IT서비스

그림 7. 제품주기변화에 따른 집적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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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기업이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 혹은 낙후
지역으로 이동, 본사와제조공장과의 분리및분산화
를 논의하 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제품
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 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러한목적을 위해상이한
네트워크 및기업연계의 특징을갖게되고, 기업들의
혁신역량에 따른 기업 매출, 종업원 규모에 따라 상
이한 입지 선호도와 자신의 성장단계에 따른 집적지
선택의 차이를 갖게 된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잦은
기업합병, 생성 및 소멸로 인해 그 수명주기가 시장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
을 갖는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와 위치변화 역시 타
산업에비해잦은이동과변화를갖는특징을보여주
며 이러한 변화가 제조업과 달리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특성은소프트웨어 산업
이 갖고 있는 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와 함
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추구가 연구개발뿐만 아
니라 시장진입과 주도를 위한 마케팅에서 협력이 집
적지선택에중요한요인임을보여준다.

5. 결론

1996-2006년의 자료에 기초해 분석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지변화는 분포범위의 확대, 중소기업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기업의 집중 그리고 여
의도, 종로와같은기존집적지의쇠퇴와역삼, 구로,
분당 등의 새로운 집적지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
다. 기업이동의 행태에 있어서, 높은 성장을 보인 기
업들은 5-6년 사이에 두세번 이상의 본사이동을 하
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기업입지이동에 있어서 제품
주기에따른관련성을확인하 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입

지요소는 전문 인력의 공급, 연구개발조직 등의 지
원, 동종기업간의 협업 등이다. 특히, 패키지 기업의

경우 IT서비스 기업과는 달리 수요접근성 및관련 산
업과의 접근성 등은 큰 요소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즉 수요자와의 접근성 보다는 동종업체의 집적을 통
한인력수급과관련정보의유통이중요한변수가된
다. 그러나,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와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소개하는 단계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거나 독점하는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서 각 기
업들이 추구하는 입지의 요소는 달라질 수 있다. 특
히, 높은 기업성과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
업들의 경우, 높은 임금을 통해 숙련노동력 확보가
가능하고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인프라의 발달은 입
지에 있어서 노동력확보와 협력보다는 새로운 요인
들을찾아이동을가능하게하고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

는 벤처 단지조성은 기업들의 입지이동에 대한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벤처단지,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및죽전디지털밸리등새로
운단지조성은기업들의분산을더욱가속화하고있
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중소 벤처기업들이 주로
집중하는 벤처단지 내에 연구개발의 핵심기능을 하
는 앵커 퍼실리티가 부재하다는 점은 벤처단지 육성
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새로운 앵커로서 부각하는 성공한 벤처들과 대기

업의경우기존의집적지를떠나새로운혜택을찾아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리적 근접성의 공간적 범위
가확대되고 있음을의미한다. 또한최근브로드밴드
의확산으로 정보접근이 원활한환경변화 속에, 지방
정부들이 제공하는 세금혜택 및지원금, 그리고낮은
임대료 등은 성숙단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인을 반 하여 향후 더욱
더빠른속도로향상되어갈통신인프라가기업의집
적에 어느 정도의 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
간협력관계에있어암묵지의공유를위한공간적협
력범위는 어느 정도를 나타나는지에 관한 실증적 분
석은 향후 첨단산업의 입지변화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연구과제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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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인터넷포털기업인다음은 2004년본사를제주도로이전

하 다. 최근 네이버, MDS테크놀러지, 코셋, 홈시큐넷

등의 기업들 또한 지방으로의 본사이전을 추진 중에 있

다.
2) NNI분석에있어서평균거리(d·o °)는, 각점형자료의최근

접거리를 계산하여 이를 합산한 후, 전체 점형자료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d·o°= 로 나타낸다. 여기서, C는

각 지점의 최근린 거리의 합산, n은 전체 자료수를 말한

다. 예측거리(d·e °)의측정은무작위분포에서예측되는평

균거리로,   d·e°= 로계산된다. n는총자료의수,

A는총면적을의미한다. NNI(r)은다음과같이측정거리

와 예측거리의 비율로 계산되며, r= 로 나타낸다.

여기서 r<1 경우 집적한 것으로, r=0 경우 무작위 분

포, r>1 경우분산된것을의미한다. 
3) NNH분석에있어서낮은확률수준에서는더많은점형자

료들이클러스터안에포함되고반면높은확률을지정한

경우 적은 수의 자료가 클러스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신뢰도의범위는분석을위해지정한확률에따라계산된

다. 신뢰구간은무작위분포에서점형자료들간에발생하

는 평균거리를 사용해 계산하는데 평균무작위거리(mean

random distance) d는 d=0.5u 로 계산된다. 이와

함께, standard error는평균무작위거리가그의평균에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SE= 로 계산한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검색

거리 Cd(ran)의 계산의 경우, 95%신뢰수준에서 p0.05,

t=1.96일 때, 신뢰구간은 Cd(ran)=d«t\SE으로 계

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계거리를 계산하고 연구지역

내에 각 지점을 선택해서 각 지점에서 임계치내에 있는

점들을 클러스터로 인정하면서 탐색을 진행한다. 이때,

클러스터내에서탐색된점의갯수를임계치로하여탐색

된클러스터가지정한임계치숫자를만족했을경우클러

스터로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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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 Change of Agglomerated Lo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Firm Movement in Korean Software Industry 

Ilyoung Hong*

Abstract：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most of software companies were
agglomerated at the CBD(Central Business Districts) in Seoul. However,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Korean Software industry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propagation of broadband,
the change in rents, the governmental policy for industrial districts. In this research, using the
software year book at 1997 and 2007, the emerging new pattern was analyzed using spatial
clustering analysis. As a results of research, the spatial distribution was expanded in morphological
chang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 degree of
accumulation. In the aspect of behavioral movement of companies, they tend to be relocated from
the CBD to urban fringes and their movement is related to the product life cycle in selecting the
clustere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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