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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국내 정비용자동차 부품산업과 유통산업 집적지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발현되

는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

층인터뷰를 수행하였고, Lin(1999)의 사회자본 모델을 기반으로 유통산업 집적지의 사회자본의 형성, 접근성, 동원화 

과정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업체들은 장소기반 사회자본을 통해 특정 공간에서 누

릴 수 있는 이익인 부품의 거래비용, 업체 간 정보교환을 강화하였고, 새로운 부품판매시장을 창출하였다. 이는 유통산

업 집적지의 역할이 점차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장소기반 사회자본이 유통산업집적지의 성격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유통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장소기반 사회자본이라는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장소기반 사회자본, 자동차부품 판매업, 답십리 부품상가, 동원화, 중개거래 

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at role of space-based social capital presented in Dapsimni auto-
parts shopping area considering Korean auto-parts industry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retailing 
industrial cluster. For this, it went through the process with in-depth interview and surveys of the owner 
of Dapsimni, social capital of retailing industrial cluster studied using Lin(1999)’s social capital model by 
separating formation, accessibility and mobilization of it. The result is that auto-part sellers in Dapsimni 
make themselves space-based social capital, which provides the profit from certain area: strengthening 
auto-parts of transaction cost and information exchange among them, creating new market for selling 
auto-parts. This meant that main factor sustaining the characteristic of retailing industrial cluster despite 
gradually decline of its role. 

Key Words :  Space-based social capital, Retailing auto-parts, Dapsimni Auto-parts shopping area,
  Mobilization, Brokerag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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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종합산업으로 철강, 화

학, 기계, 전자, 유리, 섬유 등 각종 관련산업이 집

적된 제조업의 결정체이다. 자동차 산업은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이며, 국내 총생산(3.3%)과 국

내 총 수출의 12.9%를 담당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3).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계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경제지리학에서도 자동차 산업

은 부품생산업체의 집적, 부품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입지변화, 생산업체 간 네트워크 변화(김태

환, 2007; 문남철, 2006; Humphrey, 2003; Mair, 
1993) 측면에서 주목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의 연구는 자동차 부품 생산과정에 국한되어 있

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유통측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

들은 정비용 자동차 부품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순

정·비순정 부품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의

영, 2002; 오재건·신현승, 2005; 손용엽, 2002)이 

있으나, 단순한 산업적 측면에서 다뤄질 뿐 공간

과의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비용 자동차 부

품의 판매점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자 대표적인 정비용 자동차 부

품판매업의 집적지인 답십리 부품상가는 1981년 

상가 형성 이후 30여 년간 해당업종의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해왔다. 국내의 자동차 산업 및 부품의 

유통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답십리 부품상가가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경제지리학에서는 산업집적지 및 

공간경제활동의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집적경

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한 접근이 

늘어나면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였다. 사회자본은 도시의 역사, 장소적 

특성과 이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간의 긴밀한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하는 사횐·문화·경제적 기제로 

인식되었다(남기범, 2003). 사회자본의 주된 연구

대상은 혁신(innovation)을 핵심기제로 하는 첨단

산업 및 산업지구들이지만 생산적 요소가 없는 유

통공간에서도 사회자본의 역할을 고찰하려는 시

도는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 부품상가와 정비용 자동차 부품판매점을 

연구지역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동차 부품

의 특성상 그 업종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

비용 자동차 부품1)으로 한정하며, 중고·재생 부품

과 기능부품이 아닌 용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부

품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집적지 내부에서 경제행

위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특성 및 경제적인 

보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공간에서만 발현되는 사회자본을 본 연

구에서는 장소기반 사회자본으로 명명하고, Lin 

(1999)의 사회자본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자본 모델은 사회자본의 형성과정에서 불평

등한 차이 즉, 구조적·지위적 차이가 존재함을 가

정하였고, 접근과 동원화의 단계로 구성되어 본 

지역특성 및 산업특성이 복잡하게 얽힌 연구대상

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사용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8월 서울자동차 부품

판매업 협동조합에서 추천한 부품판매점을 대상

으로 총 43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2) 

심층인터뷰는 총 18건을 진행하였으며, 그 구성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주요 단체인 자동차부품연합

회와 서울 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SASCA)의 

임원진 10명과 부품판매점 업주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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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집적지의 사회자본과 연구경향

산업집적지에 대한 경제지리학 연구경향은 거

래비용과 집적이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점과 

더불어 내부행위자들이 내포하고 있는 무형의 외

부효과(intangible externalities), 거래불가능한 상

호의존성(Storper, 1989; Storper, 1995)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경제지리학에서도 산업집적지에 

대한 문화·사회·제도적 관점의 전환이 나타났으

며, 그중에서도 사회학에서 출발한 사회자본을 통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학과 경제

지리학에서 바라보는 사회자본의 성격은 부분적

으로 상이하다(남기범, 2003). 사회학의 사회자

본이 내부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한 깊은 신뢰를 형

성하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서 집단 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제지리

학에서 사회자본은 상대적으로 신뢰도는 낮지만 

개방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자원과 정보의 공

유 및 교환과정을 거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경제지리학의 사회

자본 연구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연구된 결과이며,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사회자본의 개념은 달라지

게 된다.

산업집적지 내부에 형성된 사회자본의 형성과 

그 역할을 고찰하기 위한 사례연구는 활발하게 진

행되어왔다(남기범, 2003; 김태우, 2004; Molina-
Morales, 2005; Molina-Morales et al., 2008; 

Valdaliso, 2011; Power, 2013). 산업집적지에서 사

회자본은 관련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협력의 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림으로서 지식

의 창조와 확산을 증대시키고, 거래비용의 절감, 

불확실성의 제거와 같은 경제적 이점을 제공해왔

다. 하지만 사회자본이 포함하는 사회·정치·경제

적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연구 역시 

다양한 초점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다(Lin, 

2001; Grootaert and Van Bastelaer, 2002). 따라서 

국지화된 공간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특정 공간

의 역사성을 설명하기에 용이하고, 기존의 경제학

적 가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비 혁신지역을 설

명하는 데 용이하다.

비 혁신지역의 국지화된 산업집적지에서 장소

기반 사회자본의 역할을 고찰한 연구들은 지역 내 

사회자본이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제공함을 

밝히고 있다(이철우, 2003; 장호준, 2011; 김용창, 

2013). 
김용창 외(2013)은 서울 건어물 전문시장인 중

부시장을 사례로 특정장소에 기반을 둔 거래관계

가 집적경제의 원천임을 밝혔다. 중부시장에서

는 지역상인들 간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내부신

용’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대신하게 된

다. 건어물 도매유통망이 다변화됨에 따라 중부시

장의 결절지 기능은 약화되었고, 건어물 거래방식 

역시 내부신용 거래에서 기리(きり)3)방식으로 변

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이점

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장호준(2011)은 중관촌의 IT제품 판매업을 사례

로 유통산업 집적지 내에서 비시장적 신용거래관

행이 유통산업공간의 원동력임을 밝히고, 시장 및 

산업구조 변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비 시장적 기제

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관촌 지역의 자훠

(扎貨)·다바이탸오(打白條)4) 관행은 지리적 근접

성에 기반을 둔 집적지 내 IT 제품 상인들 간의 무

담보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자훠는 소규모 

판매업자들의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전략의 일환이며, 이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판매업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신뢰를 기

반으로 한 비 시장적 거래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철우 외(2003)은 대구 북성로 공구상가 집적

지를 사례로 제도 및 물리적 환경이 낙후한 산업

집적 공간이 유지되는 원인을 동종업체들 간의 신



고병옥460

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성로 공구상가의 네트워크

가 폐쇄적이고 강한 유대가 나타나는 사회자본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의 붕괴, 구성원들

의 불화와 같은 고착현상(lock-in)이 나타나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제

안으로서 개방성을 갖는 약한 유대 네트워크의 도

입 및 구축을 통해 산업집적 공간의 고착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에 따라서 사회자본의 성격은 서로 상이하지만 산

업집적 공간을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이자 시장

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형성과정, 이용, 결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

는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장

소기반 사회자본의 형성과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

되는 과정을 Lin(1999)이 제시한 사회자본 모델

에 적용하였다. Lin의 사회자본 모델은 사회자본

이 최종적인 결과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집단자산

(collective asset), 접근과 동원화(mobilization), 이

익(returns)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집단자산

은 신뢰, 호혜성, 규범을 바탕으로 축적된 공공재

적인 성격의 자산을 의미한다. 집단자산은 사회자

본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이 갖고 있

는 불평등한 구조적·지위적 요소(부모배경, 경제

력, 지역사회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접근

성과 동원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회관계의 투

자는 집단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개별 행위

자들 간의 연줄망을 형성케 한다. 연줄망은 사회

네트워크 상의 위치에 따라 그 이용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 같은 접근성을 갖고 있더라도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의 위치에 의해 동원화의 강도는 달

라진다. 동원화는 개별 행위자가 갖고 있는 사회

자본과 연줄망을 선택적 행위를 통해 사회관계상

의 이점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집

단자산, 접근성, 동원화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사

회자본의 최종적인 결과물을 형성한다. 사회자본

의 결과물인 보상은 도구적(instrumental) 수단이 

되어 부(wealth), 권력, 평판을 증진시키며 표현적

(expressive) 수단으로써 신체·정신건강 및 삶의 만

족도를 증진시키게 된다(Lin, 2001). 다만 본 연구

에서는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사회자본의 형성

과정과 접근성, 동원화까지 포함되며, 보상측면에 

대한 분석은 제외되었다.

3. 정비용 자동차부품산업과  

답십리 부품상가

1) 정비용 자동차부품 유통특성과 구조

국내의 정비용 자동차부품은 산업구조와 공급

경로에 따라 다섯 가지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의영, 2002; 오재건·신현승, 2005). 첫째, 부

품종류의 다양성이 있다. 정비용 자동차부품은 동

일차종이라도 모델별, 엔진사양별, 옵션에 따라

서 부품이 나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취급하는 

부품의 양은 방대하다. 둘째, 수요와 공급이 불균

형하다. 국내 A사의 경우에는 국내정비용 부품으

그림 1. Lin의 사회자본 모델

출처: Lin(199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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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구되는 품목은 50만 품목에 달하지만, 월간 

수요 품목은 45,000 품목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재

고관리가 어렵다. 셋째, 정비용 부품의 수요를 예

측하기 힘들다. 정비용 부품의 수요는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과 부품의 마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이를 예측하여 운영할 수 없다. 넷

째, 정비용 자동차부품은 다양성과 수요예측의 어

려움으로 희소성이 나타난다. 불특정지역에서 다

품종 극소량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부

품공급이 어렵다. 다섯째,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결품(out of stock)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기 때

문에 부품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만 소비자

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낳게 된다.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은 정비용부품의 생

산주체인 부품 생산업체 및 완성차 업체가 자체 

또는 위탁서비스 회사를 유통주체로 삼아 직영사

업장, 부품대리점, 대량소비자, 정비업체, 기타 부

품 도소매상의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비용 자

동차부품을 순정부품(OEM), 비 순정부품(OES), 
재생부품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류석일(2010)은 

비 순정부품과 순정부품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완

성차 업계에서 만들어낸 용어일 뿐 제품의 품질이

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

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순정부품과 비 순정부품

은 부품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유통구조에 따라 달

라진다. 완성차 업체의 브랜드로 부품이 유통되면 

순정부품이 되고, 완성차 업체의 하청업체 브랜드

로 유통되면 비 순정부품이 된다. 비 순정부품은 

전체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20% 정도를 차지

하며, 순정부품의 유통구조에 비해 복잡하고 음성

적이지만 순정부품 대비 20~40% 정도 저렴하다

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비 순정부품의 시장점유율이 낮게 나

타나는 것은 부품제조업체들의 영세한 규모 때문

이며, 이에 따라 복잡하고 음성적인 유통구조로 

형성되었다. 국내의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

는 부품제조사의 70%가 중소기업의 규모이다. 국

내 대부분의 부품제조사들은 기술 및 특허권과 같

은 지적재산권이 상대적으로 낮고, 완성차 업체들

이 모듈화(modularization)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하위 벤더(vender)에 해당하는 중소업체들이 개별

적인 부품을 유통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5) 그 결

과, 국내의 자동차부품 산업구조와 정비용 부품시

장 및 유통은 완성차 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를 갖

게 되었다. 

1985년 이전까지 완성차 업체들은 정비용 자동

차부품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비용 자동

차부품의 공급망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85년 이후부터, 완성차 업체들은 정비용 자동

차 부품판매시장을 새로운 수익시장으로 인식하

게 된다. 그 결과, 완성차 업체 중심의 정비용 부

품 공급망이 확대됨에 따라 정비용 부품유통의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던 답십리 부품상가의 위상이 

낮아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답십리 부품상가는 그 

기능과 위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내 유

일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전문상가로 남아있다.그림 2.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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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업의 지리적 

분포

국내에 형성된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업 집적

지는 서울 답십리 부품상가, 서울 영등포 기계상

가, 부산 자동차부품 유통단지, 대구 자동차부품

골목(남산동), 광주 자동차거리(신안동) 등 크게 

다섯 곳을 꼽을 수 있다. 다만 대구와 광주의 경우 

집단 상가라기보다는 특화거리이며, 그 업종 역

시 자동차 튜닝과 자동차 용품점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정비용 자동차부품 집적지로 보기 힘들다. 

부산 자동차부품 유통단지 역시 집단상가의 모습

을 갖고 있으나, 현재 해당상권이 활성화되지 못

하여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영등포 

지역도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업과 타 산업의 부

품업이 혼재된 상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한 

정비용 자동차부품 전문상가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 부품상가라 할 수 있다.

전국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점의 지리적 분포

와 더불어 입지계수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점의 집적을 확인하였다. [표 1]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점의 입지계수6)(LQ: Lo-
cation Quotient)를 분석한 결과 동대문구는 입지

계수가 1을 넘는 1.78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특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대문구는 답십리 1동·2동에 걸쳐있는 답십리 부

품상가를 포함하여 전체 716개 정비용 자동차부

품판매점(순정부품 79개)이 집적해있다. 한편, 동

대문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입지계수가 1보다 

작아 지역 내 자동차 부품판매업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자동차부품 판매업의 입지는 인구와 자동

차 보유대수 등 정비용 부품의 수요인자들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집적하는 불균형적인 분포가 나

타났다.

표 1. 서울특별시 순정부품 판매업의 LQ지수

구별
LQ지수

(업체 수)
구별

LQ지수

(업체 수)

강남구 0.596(12) 서대문구 0.079(3)

강동구 0.244(11) 서초구 0.559(13)

강북구 0.107(3) 성동구 0.764(17)

강서구 0.445(15) 성북구 0.137(6)

관악구 0.153(7) 송파구 0.377(18)

광진구 0.191(4) 양천구 0.324(16)

구로구 0.245(6) 영등포구 0.568(21)

금천구 0.219(11) 용산구 0.21(6)

노원구 0.121(4) 은평구 0.151(5)

도봉구 0.144(9) 종로구 0.0091(2)

동대문구 1.78(78) 중구 0.267(1)

동작구 0.084(3) 중랑구 0.245(9)

마포구 0.237(12)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2012). 국내 자동차제조사 홈

페이지. 

그림 3. 전국 시·군구별 순정부품판매점의 분포

자료: 완성차 업체 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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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십리 부품상가의 형성과 현황

답십리 부품상가 형성이전에는 종로지역이 정

비용 자동차 부품판매업이 중심지였다. 일명 ‘종

로상가’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6.25 사변 이후부터 

자동차 부품판매점들이 집적하였다. 종로지역은 

주변에 많은 운수회사들이 있었고, 군용차량들이 

서울을 통과하는 길목에 있어 부품판매의 여건이 

좋았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심지역에서 

나타나는 집적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불필요한 상

업시설을 외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과 더

불어 서울시의 국제행사(‘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유치로 인해 도시미관 정비사업의 명목으

로 종로상가를 동대문구 답십리로 강제 이전하였

다.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답십리동 952-7번지 일대에 위치한 중앙상가

(가·나·다·라동)와 인근 상권을 포함한다. 상가형

성 초기에는 중앙상가에만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도매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로 중앙상가 주위로 정비용 자동차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체, 부품수리 및 재생업체

와 자동차용품판매점이 밀집하게 되었다. 중앙상

가와 달리 마동과 바동에는 중앙상가에 비해 수출

부품 및 비 순정부품 취급업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중앙상가와 주

변상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체면적 27,294㎡의 

규모에 약 620개 업체가 집적되어있다. 상가 내 

상주인구는 약 5,000명, 유동인구 3,000명, 일일 

물동량 2,000톤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SASCA, 

2010). 
중앙상가에는 보수용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순정부품점과 비 순정부품 판매점들이 입점해 있

으며, 마동과 바동에는 정비용 부품판매점들과 더

불어 용품 및 부품수리업체들이 입지해 있다. 답

십리 부품상가는 국내의 자동차 수리용부품의 유

통구조가 순정부품 중심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비 

순정부품업체의 입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답십

리 부품상가에서 비 순정부품판매점의 비율이 높

은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첫

째, 198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 업계가 

전체 정비용 부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

성되지 못해 그 빈자리를 비 순정부품판매점이 대

체하였다. 둘째, 부품업체들이 순정부품 라이센스

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비용

이 필요하고 순정부품의 공급망이 포화단계에 이

르러 여력이 없는 신규 업체들은 비 순정부품판매

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단체는 자동차부품 연합회

와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SASCA)7) 두 

곳이 있다. 자동차부품연합회는 상가 시설물관리

를 담당하며, SASCA는 정비용 부품판매점들의 

대표단체로서 구성원들 간의 조정 및 완성차 업계

와의 분쟁해결,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와의 제도적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4. 답십리 부품상가의 경제행위자 특성

답십리 부품상가의 행위자 특성을 고찰하기 위

해 부품판매업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43부)와 전·현직 자동차부품연합회 및 SASCA의 

그림 4.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상점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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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17건)

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답십리 부품상가의 

경영자 특성과 부품 판매특성을 구분하였다.

1) 답십리 부품상가의 경영자 특성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업주 특성은 설문조사 결

과를 사업체의 설립지역, 현 업체의 창업주의 유

형, 부품판매업 종사경력으로 구분하였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전체 업체 74% 이상이 답십리 지역에

서 창업하였고, 21%의 업체들은 종로상가에서 창

업하여 답십리로 이전된 업체들이다. 한편, 답십

리 부품상가는 전체 업체의 74%의 창업주들이 현

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부모님이

나 친척관계를 통해 업체를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정비용 부품판매업의 특성상 거래처의 정

보를 타인에게 넘겨주기 힘들며, 업체의 재고품을 

제값에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인척

관계를 통한 점포승계가 더 활발하게 나타난 결과 

이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을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연도, 출신지역, 부품 판매

의 성격을 기반으로 유형화하였다. 먼저, 1세대 업

주들은 종로상가에서 답십리로 이전을 경험하였

던 세대이며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은 주로 종로상가에서 업체운영 및 경험을 쌓은 

후 답십리 부품상가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유형

이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1세대들의 판매특성은 

주로 대형차 부품이 많았으며, 이는 당시의 시대

상에 따른 것이었다. 종로상가의 시대인 1960~80
년대까지는 국내의 승용차 보급률이 낮았으며, 자

동차 부품의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장비 및 

운수차량 등 대형차종이 승용차에 비해 수요가 많

았다. 그 당시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점들은 높

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차 부품에 집중하

였다. 2세대 업주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승계받

은 업주들 또는 종로상가에서 직원생활을 경험한 

업주들이 창업한 업체들이다. 2세대 업주들은 현

재 답십리 부품상가를 이끄는 세대이며, 자동차 

부품연합회와 SASCA에서 회장 및 임원진을 맡는 

등 상가 내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세대이다. 2세대 업주들의 특징은 답십리 부품상

가 내부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들을 소유하고 있으

며, 다른 세대에 비해 순정부품 취급 비율이 높다

는 것이다. 3세대 업주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에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신규창업을 한 세대이며, 

다른 세대에 비해 수출부품 판매 비중이 높다. 3세

대들은 이전 세대들이 취약한 외국어 및 IT능력을 

바탕으로 부품중개업과 수출부품 판매에 적극 참

여하고 있다. 3세대의 창업시기에는 순정부품의 

유통망이 포화된 상태이기에 비 순정부품의 취급

그림 5.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상점분포도

자료: 설문조사

표 2. 답십리 부품상가 업주별 세대특성 

구분
창업지역

(연도별)
특징

1
세대

종로상가 

(1965~82)

•종로상가 업주 및 종업원 출신

•대형차 부품업종

•실무에서 은퇴 및 은퇴준비 세대

2
세대

답십리 

(1984~2000)

• 부품상가 협동조합 임원진 비율

이 높음

• 부모세대로부터 승계받은  

업체 비율이 높음

•종합부품의 취급성격이 강함

3
세대

답십리 

(2000년 이후)

•수출업 종사비율이 높음

•비 순정부품의 취급성격이 강함

자료: 설문조사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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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비율이 강하게 나타났다.

2)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 특성

표 3. 답십리 부품상가 입지요인 (N=43,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비율

부품업체의 집적 33 32.6%

제품판매의 유리함 25 24.7%

교통 및 물류의 편의성 13 12.8%

낮은 분양가 및 임대료 12 11.8%

방문의 편의성(주차공간) 10 9.9%

익숙한 지역사회 5 4.9%

기타 2 1.9%

풍부한 인적자원 1 0.9%

자료: 설문조사

1981년 답십리 부품상가가 형성된 이후부터 타 

지역의 부품점들이 이전하거나 신규창업이 증가

하면서 부품판매점들의 집적이 보다 강화되었다. 

답십리 부품상가에 다수의 부품판매점이 집적하

는 요인은 동종부품업체의 집적과 제품판매의 유

리함으로 볼 수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다수의 

부품판매점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및 방문

자들이 다른 업체의 판매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

다.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교통

여건과 물류시설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답십

리 부품상가 전체 일일 평균 유통량은 약 2,000톤

에 달하며, 부품 수도권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부

품판매로 인해교통 및 물류의 편의성을 높게 나타 

났다.

한편, 답십리 부품상가에는 동일한 업종에 종

사하는 주변 업체들이 많기에 경쟁도 심한 지역이

다. 따라서 동종의 부품판매점들에 비해 자신의 

업체가 갖는 경쟁력을 알아보았다. 대다수의 업체

들이 부품판매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

는 것은 해당업종의 풍부한 경험과 재고보유량이

었다. 자동차 부품은 2~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

어져 있고, 차종별·연차별로 사용되는 부품이 달

라지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부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상대하기 힘들다. 또한 

해당 지역의 부품판매는 업체 간 거래로 인해 많

은 양을 주문하기 때문에 부품의 재고보유능력이 

판매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부품판매 노하우는 특별한 게 없어요. 부품

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도 잘 파는 거지. 나는 내

가 갖고 있는 경험이 부품 파는 노하우라고 생각

해요. 고객이 주문한 부품만 봐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부품을 빨리 공급해야 할지 아

닐지 우리가 알고 대응하니까 고객들이 다른 업

체보다는 우리 가게를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 H사 부품대리점 전국 1호점. 업주 L씨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점들의 판매특성을 
표 4. 부품판매점의 경쟁력 (N=43,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비율

 재고보유량 29 23.8%

 해당업종의 풍부한 경험 25 20.5%

 저렴한 부품가격 21 17.3%

 신속한 부품공급 19 15.5%

 다양한 부품의 보유 18 14.8%

 다양한 거래관계 8 6.6%

 기타 2 1.5%

자료: 설문조사

표 5. 업체별 완성차 취급부품 유형 (N=43, 복수응답)

구 분 업체 수 비율

 현대·기아 24 36.5%

 쌍용 7 10.5%

 르노삼성 6 9.0%

 쉐보레 6 9.0%

 기타(비 순정부품) 23 35.0%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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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분화하여 취급부품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품판매점별 취급부

품은 순정부품(65%)이 비 순정부품(35%)보다 높

게 나타났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비 순정부품판매

점이 순정부품판매점보다 더 많이 입지한 곳이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시장이 완성차 업체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정부품의 거래가 매

우 높다. 또한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점들이 2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이유는 취급품목의 

확대가 업체의 경쟁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하지

만 부품판매점이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담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매출액이 필

요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획득 능력이 없는 업체들

은 중개거래 통해 타사의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내가 비록 르노삼성 부품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지만, 르노 제품만 판매해서는 장사를 못해

요. 그리고 도매업자로써 지방 업체들과도 거래

하는 데 그들이 필요한건 르노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GM 등 모든 업체들의 부품을 요구하니 

타사의 물건을 보유할 수밖에 없지요.”    

 - R완성차 부품대리점, 업주 S씨

답십리 부품상가의 주요판매지역은 상가내부

와 인근의 장안평 중고차시장을 포함하는 거래활

동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전역(지

방), 수도권, 해외지역, 서울권 순서로 그 비중이 

높았다. 한편, 답십리 부품상가의 가장 큰 소비자

들은 동종 부품업체들이었다. 이는 답십리 부품상

가가 소매업보다는 업체와 업체 간 거래가 나타나

는 도매업 중심의 유통결절지의 역할을 한다는 사

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정비업체, 일반소매 유형

의 거래에 비해 수출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답십리 부품상가의 역할이 인근지역에 정비

용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 아닌 내수와 수출용 정

비용 부품을 공급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5. 답십리 부품상가의  

장소기반 사회자본

1) 답십리 부품상가의 집단자산

답십리 부품상가의 신뢰형성은 업체 간 거래관

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

르면 답십리 부품상가의 소비자가 49.5%가 동종

업체이며, 29.5%가 답십리 내부에서의 교환이라

는 점에서 업체 간 거래관계가 중요시 된다. 동종 

업체 간 상품거래는 그 규모 및 금액이 크기 때문

에 어음지불(payment of a bill) 방식으로 부품대금

을 지불한다. 부품판매점들은 어음을 결제수단으

로 받아줌으로써 부품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상호 

그림 6. 답십리 부품상가 주요 판매지역과 소비자 유형

자료: 설문조사

표 6. 신뢰형성 결정요인 평가기준 (N=43,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비율

 대금납기일의 준수여부 41 32.3%

 거래액 및 거래업체 수 33 26.0%

 거래처의 평판 23 18.3%

 거래기간 20 15.8%

 개인적 친분 8 6.2%

 지리적 인접성 1 0.7%

 기타 1 0.7%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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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적 강도를 증진시키고 있었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신뢰형성에 결정하는 것

은 초기 거래 이후 ‘부품대급 납기여부’ 즉, 상인들 

간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거래액 

및 거래업체 수, 거래처의 평판 순으로 신뢰형성

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 업체의 평판이나 거래처 

수는 거래업체로 하여금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인식하고 그 신뢰도 역시 상승하게 된다. 

반면, ‘개인적 친분’과 ‘가까운 거리’는 낮은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지적 공간에서 면대면 접촉

은 상호간의 신뢰형성을 촉진하지만(Storper and 
Venables, 2004) ‘지리적 인접성’이 낮게 나타난 이

유로 응답 업체들은 답십리 부품상가라는 동일한 

국지적 공간범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해 

개인적 친분과 신뢰형성의 관계에서는 개인적 친

분이 자영업자의 신뢰관계를 향상시킨다는 주장

(이성균, 2006)도 있지만 친분으로만 신뢰관계가 

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랑 잘 알고 친했던 사람들도 거래관계에서

는 사람이 달라지죠.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친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면 친했던 사이기에 더욱 수금하기가 

어려워요.”  - D부품판매점 업주 S씨 

“나는 주로 특수부품만 취급하는데 다른 부품

문의도 나한테 많이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잘 아는 부품점,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추천해주

죠. 뜨내기 손님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부품 가

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비싼 가게 소개시켜

주면 그 고객이 다시는 우리가게 안 찾아오지.”  

 – S부품판매점 업주 L씨

업체 간 형성된 신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

동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기존에 형성된 신뢰관

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품판매점들은 상가 내 평판(reputation)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고객들에게 저렴하

고 안정적인 부품업체를 소개시켜 준다는 S부품

판매점 업주는 반복적 거래관계에서 현재의 행동

과 선택이 미래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

판효과(reputation effect)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다. 다수의 경제행위자들은 자신의 장기적 이해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하고 

보다 협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성신제·이희열, 

2007). 답십리 부품상가의 거래가 내부에서 발생

하고, 다양한 거래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경제행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규범이 존

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답십리 부품상가의 접근성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나타나는 업체 간 중개거

래 및 협력관계는 부품판매점들의 사회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업체성격과 업주특성에 따

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접근

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네트워

크를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공식 네트워크에서 자동차 부품연합회와 서울

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의 네트워크가 완성차 

대리점 네트워크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답

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점들이 비 순정부품 취

급업체가 많고, 비 순정부품 업체네트워크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품점의 업주들에게 있어서 

순정부품판매점의 기업네트워크가 친목도모를 중

심으로 의례적 행사로 인식되지만 답십리 부품상

가 네트워크는 매월 1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상

가현안을 다루는 측면이 있어 부품업체들의 참여

가 높았다.

공식 네트워크에서는 업계의 시장상황 정보공

유 및 인맥형성과 더불어 불이익 발생 시 공동대

응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출부품으로 

인해 완성차 업계의 소송과 불이익이 자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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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개별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와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식 네트워크에 참여할 필

요가 있었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공식 네트워크는 

정보교류의 공간을 제공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이

해관계는 집단 응집력(group cohesiveness)을 증진

시켜 구성원들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답십리 부품상가에 입지한 업체들로 구성된 비

공식 네트워크는 친목도모 중심으로 업주들의 모

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3
명 중 37명(86%)이 답십리 부품상가 업주들과 비

공식 네트워크를 맺고 있었다. 비공식 네트워크의 

유형과 목적이 상이할 수 있으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부품판매업의 유사성, 연

령대, 친목활동 3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비공식 

네트워크의 대표적 사례로서 답십리 부품상가 全

임원이자 H상사의 대표 P씨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명○회는 동년배의 답십리 부품상가 업주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부품판매 특성은 서로 상이하나 

해당 지역에서 지내온 친분으로 의해 결성된 모임

이다. 명○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경쟁요인이 낮아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전파가 용이하였다. 답

십리 부품상가에서 나타나는 암묵지의 특성은 주

로 시장정보의 공유이며, 거래처의 확보와 부품구

입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악

성 거래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청○회는 답

십리 부품상가 종사자들의 골프모임으로, 사교활

동 중심의 모임이며, 영○회는 업종의 유사성이

나 주요 거래처 업주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두 모

임 모두 명○회에 비해 암묵적 지식이 공유되는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부품산업의 업계동향이나 

시장환경 등 형식적 지식의 공유는 활발하게 나타

난다. 그러나 청○회에 비해 영○회는 주요 거래

처들로 구성된 모임인 만큼 단순한 정보교환보다

는 업체 간 신뢰강화의 성격이 강하며, 대금지불

과 같은 사업관련 논의를 통해 대금결제의 불확실

성을 제거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위 사례에서 드

러난 것과 같이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주들이 형성

하는 비공식네트워크는 그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이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7. 공식네트워크 참여 유형 (N=43,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비율

 자동차 부품연합회 32 74.4%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 27 62.7%

 기타(각 완성차 부품대리점 단체) 8 18.6%

 참여단체 없음 3 6.9%

자료: 설문조사

표 8. 단체 및 조직 참여이유 (N=43,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비율

 판매 및 시장상황 정보의 공유 33 34.4%

 관련업종 업체들과 인맥형성 32 33.4%

 불이익 발생시 공동대응 22 22.8%

 업체 홍보효과 8 8.3%

 부품의 공동구매 1 1.1%
 생산품의 공동판매 0 0.0%

자료: 설문조사

표 9. 답십리 부품상가의 비공식 네트워크 사례

유형 명칭 특징

연배 명○회
•동년배 업주들로 구성된 모임

•암묵지의 전파가 용이함

취미

활동
청○회

• 동종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골프모

임

•사교활동 중심의 친목도모가 강함

업종

유사성
영○회

• 대형차종을 중심으로 한 부품업체들의 

모임

•중개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남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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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 동원화

답십리 부품상가의 동원화는 중개거래로 나타

난다. 개별 업체의 능력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다양

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종업체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7]은 H상사의 주요 

부품판매 경로를 통해 답십리 부품상가의 중개거

래를 모식화한 것이다. H상사가 대형자동차 및 상

용차 부품의 전문화 경향으로 주거래 업체들 대부

분이 대형차 부품과 관련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을 통해 중개거래에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은 첫째, 점선으로 표시된 일방적 거래관계는 

주로 부품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B 글로벌

의 업주는 자체부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더불어 비 

순정부품 총판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B社 부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부품시장에서 중개

거래보다는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강

하게 나타나며, 취급부품 외 부품에 대해서는 업

체 간 연계를 선호하였다. 한편, O상사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레미

콘 회사 및 운수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에 B 글로벌

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부품판매점들 간의 거

래관계에서 부품업체의 전문성과 라이센스의 유

무는 거래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답십리 부품상가의 중개거래 모식도

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부품의 희소성은 중개거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한다. 정비용 부품판매점

들은 대형/중형/소형 등 차종의 구분과 더불어 부

품취급품목(e.g. 피스톤, 라이너, 브레이크 등) 등

이 부품의 희소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품판매점의 

취급부품 특성과 유통경로 상의 위치가 중개거래

의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업체 유형에 따라 중개거래의 선호도가 

달라진다. 순정부품업체와 비 순정부품업체의 유

형에 따라 중개거래의 선호도는 달라진다. [그림 

7]에서 순정부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H상사

와 D상사 두 곳이다. 그러나 H상사가 업체 간 연

계를 보다 더 활발히 하는 이유는 국내 자동차 판

매점유율이 높은 현대·기아 자동차 부품대리점이

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대리점은 자사의 

라이센스를 통하여 모든 부품을 단시간 내에 완성

차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거래가 

보다 활발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순정부품판매점

이 비 순정부품판매점보다 더 많은 중개거래를 보

다 선호하였다. 비 순정부품판매점은 특수부품판

매점 또는 독점거래처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직저 중개거래를 하기 보다는 순정부품판매점의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업체 간 중개거래가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활발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감소에 있

다. [그림 7]에 위치한 7곳의 부품판매점은 장기간 

신뢰로 이루어진 거래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구성원들과의 거래는 일반 소매자와 거래량이 적

은 업체들과는 부품판매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나

타난다. 또한 희소성을 갖는 부품 즉, 물량이 적어 

구하기 어려운 부품의 판매와 외상 및 어음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위 모식도의 업체들은 외상거

래를 기반으로 담보와 보증 없이 60~90일의 어음

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거래량

이 많은 고정거래업체에게 소매가 대비 평균 15% 

할인된 가격으로 부품을 판매하며, 83%의 업체가 

외상 및 어음결제를 이용하였다.

[표 10] 업체 간 중개거래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

한 설문에서는 저렴한 가격 및 자사와 거래하는 그림 7. 답십리 부품상가의 중개거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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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선호하였다. 즉, 자신과 관련된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려는 경향

이 존재하고 있다. 자사와 거래하는 업체와 중개

거래를 함으로써 호혜적(reciprocal) 행동을 통해 

업체 간 신뢰는 보다 강화된다. 그리고 부품의 질

적 차이가 거의 없는 시장특성상 가격의 요인 또

한 매우 중요한 중개거래 결정요인이었다.

한편 답십리 부품상가는 1983년 이후 지속적으

로 쇠퇴해가던 정비용 자동차부품 유통기능을 수

출시장의 개척으로 극복하였다. 답십리 부품상가

의 수출용 정비용 부품판매는 한국산 중고차의 해

외판매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부

터 정비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해외 수요 또한 증

가하였다. 주요 수출국들은 개발도상국(리비아, 

키르기스스탄, 예멘, 캄보디아 등)으로 완성차 업

계의 유통망이 진출하지 않았기에 이에 필요한 정

비용 자동차부품들은 직접 수입해야하는 상황이

었다. 자국의 중고차 수리를 위해 외국인 바이어

들은 답십리 부품상가에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초

기에는 부품판매점들과 외국인 바이어의 신뢰관

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바

이어가 각 업체들로부터 부품견적(매입가, 구매조

건)을 확인한 후 자국으로의 수입과정 전반을 책

임지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그 이후에는 거래관

계가 반복되면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주문하면 해당업체가 수출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

임지는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출전

문 업체(3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외

국인 바이어가 직접 답십리 부품상가에 수출 전문

업체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위 업체들은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본국 및 지역단위

(아시아, 중동)로 부품을 보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외국인 바이어와 부품판매점을 연결시켜주는 일

도 병행하고 있다. 

“2011년에 답십리에 내 가게도 열고 조합도 가

입했지요. 답십리에 창업을 한 이유는 지난 10년

간의 경험과 인맥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

기에서 쌓은 친분이 부품조달에 큰 도움이 됩니

다. 이제는 시리아뿐만 아니라 아랍권 대상으로

도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 시리아 출신 외국인 업주 Z씨 

답십리 부품상가에 수출용 부품시장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중개거래이다. 국내사정을 잘 모

르는 외국인에게 있어 중개거래는 어떤 업체를 통

해 거래하더라도 손쉽게 부품을 구할 수 있어 탐

색비용(search cost)을 낮추는 효과를 제공한다. 일

부 외국인 바이어들은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에서 

직접 부품을 조달하려고 하였지만 복잡한 구매절

차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다양한 부품

을 대량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답십

리 부품상가 역시 수출용 부품시장에 보다 적극적

으로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 부품판매점들도 중개

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전보다 업체 간 연계

를 보다 강화하는 추세이다.

6.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업 집적지인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발현되는 

표 10. 중개거래 연계결정 요인 (N=43, 복수응답)

구분 업체 수 비율

자사와 거래하는 업체 30 28.0%

저렴한 가격 26 24.3%

개인적 친분 19 17.7%

부품업 종사경력(전문성) 13 12.0%

가까운 거리 11 10.5%

부품상가 내 평판 8 7.5%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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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기반 사회자본은 해당 지역의 산업집적 기능

을 유지하고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판매점들에

게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

응하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과정

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와 지위차이가 나타나는 것

은 정비용 부품산업의 특성과 행위자의 사회·문

화적 배경에 기인한다. 순정부품과 비 순정부품, 

종합부품 판매점과 특수부품 판매점, 업주의 세대

별 차이 등으로 요약되는 산업특성과 지역특성은 

불평등한 사회자본을 형성케 한다. 

그리고 답십리 부품상가의 사회자본 접근성을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로 살펴보면, 공식 네트워

크에서는 외부인의 참여보다는 이해관계를 중심

으로 한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며, 비

공식 네트워크에서는 연배·취미활동·업종유사성

의 유형에 따라서 부품거래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

점을 제공하고 암묵지 성격의 사업정보가 교환되

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 부품상가의 장소기반 사회

자본은 거래행위에 기반한 신뢰형성으로 시작하

며, 부품 판매점들은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하고 상호 호혜적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중개

거래는 신뢰에 기초한 사회자본의 도구화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중개거래는 업체 간 자원교환

을 의미하며, 중개거래의 빈도와 흐름은 부품판매

점의 산업특성에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장소기

반 사회자본은 중개거래를 통한 부품의 거래비용

을 감소시키고, 정보교환을 촉진하여 시장의 불확

실성에 대응하고 있었다. 또한 중고차 수출용 정

비부품이라는 새로운 부품판매시장을 개척하면서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던 답십리 부품상가의 결

절지 역할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지역은 전문상가가 형성된 지 30여 년

이 흘러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주변상권이 

주거시설로 변모함에 따라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

다. 내부적으로는 폐쇄적(closed) 네트워크로 인하

여 더 나은 사회자본에 접근하거나 혁신을 꾀하기 

힘든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답십리 부품상가, 서울시, 하남시가 공동으로 이

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답십

리 부품상가는 ‘경기도 하남시 이전’과 ‘서울시 자

동차 재생 클러스터’라는 두 가지 기로에 직면하여 

상권의 분리가 예상된다. 하남시로는 대형차종 부

품점들이 이동하고 중·소형차종 부품점들은 서울

시의 재생 클러스터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답십리 부품상가의 상권분리는 지역의 장소성

에는 악영향을 미치겠으나 상권분리를 통한 보다 

나은 전문화와 외부자들의 개입으로 인한 보다 개

방적인 네트워크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답십

리 부품상가의 분리는 사회자본의 공간적·기능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추가적인 답십

리 부품상가의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유지 및 변화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사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

단의 BK21플러스 사업(4-Zero지향 국토공간창조 

사업단,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지원이 있었음.

주

1)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부품으

로 한정하며, 이외에 운행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용품으로 규

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정비용 자동차 부품은 신

차생산을 위해 생산된 제품이 아닌 사고 및 기능상 문제를 수

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대상지역인 답십리 부품상가는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판

매점들 간의 분쟁 및 소송이 잦은 지역이며, 과거에 완성차 업

체의 관계자가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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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외부인의 설문조사에 매우 배타적인 지역이었다. 또한 설문

조사에 응하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힘든 지역으로 판단하여 심층인터뷰로 부족한 설

문조사를 보완하고 한다.

3) 기리(きり)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계약 

관계적 개념으로 특정물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약속

한 기일에 현물과 대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김용창, 2013)

4) 자훠(扎貨)는 ‘상품을 묶는다’는 말로서 중관촌 특유의 은어

이다.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

품을 건네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신용거래

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바이탸오(打白條)는 느슨한 사업공동

체 관계망 사이에서 발행하는 비신용거래 증서인 바이탸오를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장호준, 2011).

5) 모듈(module)이란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견된 부품들의 집합

체를 의미하는데 모듈은 미리 설정된 인터페이스들을 활용하

여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 생산, 조립될 수 있는 기능적 단위이

며, 자동차 산업의 모듈화는 수많은 부품들을 기능별로 하나

의 복합부품단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전국금속노동조합, 

2003: 47).

6)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Isserman(1977)이 경제구조와 

분화(differentiation)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경제학 측면

에서 개발한 척도이다. 특정산업이 해당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산업의 지역 

간 상대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LQij=
Qij

Q j
 / 

Q j

Q

   (Qij: j지역 i산업 종사자수, Q j: j지역 총 종사자수, Q: 전국 총 

종사자수)

7) 자동차 부품연합회의 회장이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

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부품상가

의 점포소유자들이 점차 외부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자동차 부품연합회가 부품판매업을 대변하기 힘들어졌다. 이

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부품연합회는 하부단체로서 서울자동

차 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을 2003년 1월에 설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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