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1?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2019(321~336)

본 논문은 저자의 2019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졸업(Ph.D., Sungshin Women’s University, hsrhee@naver.com)

대도시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구성요소와 경쟁력 연구

이효선*

A Study on the Components and Competitiveness of the  
Teheran Valley as an Urban Innovation District

Hyosun Rhee*

요약 : ICT 산업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일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와 ICT 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서 이들 발전에 핵심지역

인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테헤란밸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등장 등과 같은 주변 입

지 변화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혁신에 앞장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 하며 새로운 혁신지

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가 등장한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도시 혁신지구의 지표를 경제적/공간적·물리적/

네트워크/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위상을 살

펴보았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 ICT 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시의 혁신

지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ICT산업, 혁신지구, 테헤란밸리, 스타트업

Abstract : The ICT industry has developed into an industry that generates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olicy to support the ICT industry, initiated by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ated mainly on the Tehe-
ran Road of Gangnam-gu in Seoul.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emergence background and 
formation factors of the new innovation district in the urban area of the   Teheran Valle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novation district in the integrated urban and industrial parks 
with various facilities and institutions supporting the startup.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Te-
heran Valley as an urban innovation district by dividing the indicators of the urban innovation district in 
the   Teheran Valley into economic assets, spatial and physical assets, network assets, and human capital. 
It also examined the ICT technology leading the innovation and analyzed the implication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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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ICT 산업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일조하는 산업으

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

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테헤란로에 

오피스 공급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ICT 기반 기업

들이 사용하기 적절한 업무공간이 마련되었고, 그 

결과 ICT산업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환

경으로 자연스럽게 조성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

터 테헤란로 일대에는 당시에 벤처 1세대로 주목받

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벤처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반 ICT 

기업들이 활발히 자리를 잡고 있던 벤처 호황기에 

대한민국의 ICT 중심지로 주목받아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테헤란밸리’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테

헤란밸리는 1990년대 이후 ICT 산업의 핵심지역으

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ICT 산업 기반 집적지로 평가받지만, 2000년대 초

반 벤처열풍의 감소와 경제 악화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의 이전으로 테헤란지역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의 위기를 겪었지만, 2000년

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스타트업의 주요 거점 재평

가 받으며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지리학에서는 주로 클러스터 이론으로 산업과 

기업의 집적에 대해 설명해 왔다, 탈장소화를 기대

했던 ICT 기업들이 실제로는 정부 주도의 산업 클

러스터를 형성하여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신

창호·정병순, 2002), ICT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

하는 것은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게 위치하

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외부효과

(externalities)로 인한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효과

를 기대하기 때문이다(김찬용 외, 2015). 하지만 이

러한 기존 클러스터 이론과 관점만으로는 ICT 집

적지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대한 평가나 생산 중심

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대도시 서울에

서도 규모가 큰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변화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을 다양한 각도에

서 이해하며 더욱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이 가

능한 공간을 위해서는 지리학에서 논의하는 클러

스터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이론으로만 테헤란밸리의 재도약을 설

명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강남

구 테헤란밸리의 재도약을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s)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혁신지구

와 같은 이론은 새로운 유형의 토지 이용으로 등장

하여 도시와 지역에서 지식 기반 활동의 중심이 되

었다(Yigitcanlar et al., 2008a,b). 혁신지구는 지식 

기반 활동과 혁신 기반 활동이 함께 모여 있는 과학 

기술단지, 연구 허브, 산업 구역 및 창조산업이 집

적한 클러스터와 같은 인접 지역 규모의 공간을 말

한다(Pancholi et al., 2014; 2015). 혁신지구는 기

존의 일반 산업지구 및 기존의 클러스터와는 다르

게 혁신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인적 자본을 강조한다. 특히 혁신선도 기업과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과 함께 집적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며, 다채로운 지식공유와 활발한 협력을 통

해 상호간에 이익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 ICT 기업의 입지로 산업

의 성장 거점 역할을 하던 지역이 ICT 산업 내의 혁

신주체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되고, 입지

해 있던 벤처기업들의 사업규모 축소와 입지 이전

으로 인해 잠시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ICT 산

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

으로 재도약하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하

여 도시 내의 새로운 혁신지구 등장에 관한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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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들, 혁신을 주도하는 ICT 

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

시의 혁신지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데이터 및 연구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ICT 

산업의 분류체계 및 국내 ICT 산업 클러스터의 특

징에 대해 정리하고, 도시 내 산업클러스터와 현대 

도시 산업지구인 혁신지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남구 내에 입지한 ICT 

서비스업 기업과 강남구 ICT 서비스산업에 종사하

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설문에 대한 응답을 AHP 분석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강남구의 혁신지구 구축을 위한 핵심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남구에 입지한 ICT 서

비스 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투자기관 등의 

방문 인터뷰를 통해 강남구가 도시형 혁신지구로 

재도약하게 된 요인을 정성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

였다. 스타트업 구성원들, 창업준비가, 벤처기관 관

계자, 공유오피스 입주자 등과 같은 실제 테헤란밸

리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적자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본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에 정성적

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테헤란밸리가 계획된 

산업집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혁신

지구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대기업 및 대규모 벤처

기업의 유출에도 사라지지 않고 재도약하고, 스타

트업을 거점으로 새로운 구성이 가능 했는지에 대

해 알아보고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고

찰을 통해 강남구의 도시형 혁신지구 형성을 위한 

주요 요인을 Esmaeilpoorarabi et al.(2018) 연구를 

근거로 하여 형태, 기능, 환경, 이미지로 구분하였

다<표 1>. 이는 Katz and Wagner(2014)나 김형주 

외(2017)의 도시형 혁신지구에 관한 연구와는 다르

표 1.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시형 혁신지구 구축요인

주요요인 세부 요인 하위요인 주요요인 세부 요인 하위요인

형태

위치
중심성

독특한 환경

환경

문화 환경
공공 공간 및 문화 공간

문화 행사

도시 형태와 구조
도시 형태

도시 공간 구조
사회적 맥락

근무 환경

사회적 상호 작용

디자인
도시 디자인

건축 설계
다양성의 수용

다양한 커뮤니티

공유

편의시설
필수 편의 시설

고급 편의 시설
창의력

창조적인 공동체

개방 상태

기능

도시 이동성(교통) 

및 업무연결

도시 이동성

연결

이미지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걸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토지 이용
혼합 용도 개발

부동산 가용성 및 가치
개인의 안전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안전과 보안

작업 조건
다양한 노동 시장

전문 네트워크
장소의 감각

장소 부착

사회적 응집력

회사 프로필
기술 채택

지식 / 창조 산업
정체성

확실성

브랜드

자료: Esmaeilpoorarabi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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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품질을 평

가하기 위한 지역, 도시, 클러스터 차원의 프레임워

크를 개발하고 혁신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요인을 

중요도 순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 

혁신 지구를 평가하고 도시정책가 및 계획가들이 

더 나은 품질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강남구 도시형 혁신지구 형성요인

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각 요소별 비교 평가를 통해 강남구 

도시형 혁신지구 형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도시에서 일어나는 혁신성은 인적자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치만으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요인도 있다. 또한 설문 대상이 ICT 기업 전문가였

기 때문에 테헤란밸리 혁신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스타트업관련 구성원인 스타트업 기업가들이나 창

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형 

혁신지구적인 면에서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아가

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스타트업지원기관, 스타

트업 대표, 종사자, ICT 산업 종사자, 코워킹스페이

스 입주자, 스타트업 준비 단체 등 24명(팀)과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9월 19일부터 

11월 22일 까지 약 2개월 간에 방문 인터뷰와 이메

일을 통한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클러스터는 실리콘밸리부터 많은 유럽의 산업

지구, 작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까지 산업을 이루

는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

로 사용되어 왔다(신창호·정병순, 2001). 이를 바

탕으로 테헤란밸리를 규정한다면 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정 산업 분야

의 기업들로 특화되어 있고, 사회적 하부구조의 관

련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지원기관, 정부기관 등이 제도적 기

반을 마련에 주고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협력과 경쟁의 공존을 통해 동일한 시장 안에서 

경쟁하지만 협력을 이루어 시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 테헤란밸리는 단순 집적지가 아니라 클러스터 

혹은 산업클러스터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현재 혁신적인 환경과 인적자본의 네트

워크가 강조되는 도시형 혁신지구의 테헤란밸리를 

모두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클러스터 개념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혁신지구는 지식 기반 활동과 혁신 기반 활동이 

함께 모여 있는 과학 기술단지, 연구 허브, 산업 구

역 및 창조산업이 집적한 클러스터와 같은 인접 지

역 규모의 공간을 말한다(Pancholi et al., 2014; 

2015). 혁신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 및 창조도시

는 각자의 개념을 두고 서로 중첩되기도, 차이점을 

가지기도 한다. 혁신지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토

지 이용이 등장하여 도시와 지역에서 지식 기반 활

동의 중심이 되었다(Yigitcanlar et al., 2008a,b). 도

시성을 지닌 혁신지구는 제조업 쇠퇴로 인해 경기 

표 2. 인터뷰 대상

분류 기관 / 내용 인터뷰 인원

협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1명

1명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스타트업 관련
스타트업 창업

스타트업 준비

12명(팀)

6명(팀)

코워킹스페이

스 관련

ICT 기술 프리랜서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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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에 빠진 도시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특정 장소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거나 혁신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집적해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성장하고 

확산되는 모델이다(Katz and Wagner, 2014). 이러

한 도시형 혁신지구에서는 기업 및 기관과 더불어 

네트워크 및 관련 제도와 같이 혁신클러스터를 이

루는 주요 구성 이외에도 업무, 거주, 편의, 여가와 

같이 공간의 복합적·다목적 사용, 도보 연결성, 공

간개방성·접근성을 통한 소통의 원활함 등을 강조

한다(Katz and Wagner, 2014).

도시에 집적한 지식기반산업들의 혁신지구 정책

초점이 주로 산업과 투자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인적 자산 유치에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 학자들은 산업과 지식 근로자를 함께 육성하고, 

유치 및 유지하는 장소 속성에 대해 연구할 것을 장

려했다(Glaeser, 2005; Pancholi et al., 2017). 그

동안의 혁신지구를 분석하는 속성은 공간적 척도

(지역, 도시, 클러스터 등) 조사에 따라 경우가 많았

다. 지역, 도시 및 클러스터의 품질을 나타내기 위

해서는 자본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

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봐야 한다(Carilo, 2004; 

Craglia et al., 2004; McCannan, 2004; Esmaeil-

poorarabi, 2018). 많은 학자들이 혁신지구가 형성

되는 장소가 다차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혁신 지역 평가를 위한 질적 연구 문헌

이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속성들

을 혁신지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장소

의 특성에 정성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림 1>과 같이 테헤란밸리 혁신지구는 클러스

터적 속성-혁신지구적 속성-창조도시적 속성을 

모두 한꺼번에 나타내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경제지

리이다. 특히 테헤란밸리를 도시형 혁신지구로 보

기 위해서는 기존 혁신지구 이론과 더불어 연관다

양성, 스마트시티 및 리빙랩과 같은 창조도시적 측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테헤란밸리 혁신지구는 산업이 집적한 산업클러

스터, 혁신창출을 위한 혁신공간, 다양성 기반의 인

적 자본과 창조계급을 통한 도시 창조성을 강조하

는 공간이라는 점으로 도시형 혁신지구 특성을 설

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테헤란밸리는 자생적으

로 혁신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기업과 기관 

이외에도 업무환경 및 편의시설 등의 복합적 토지

이용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과 공존

하며 집적한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강남구 테헤란밸리에는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 

ICT 산업 기반 기업들과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클

러스터를 이루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

이터 등과 서로 연계되는 점에서 도시성을 갖춘 혁

신지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테헤란밸리는 첨단기

술 및 지식기반 ICT 산업 기반 기업과 기관들의 밀

집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창조계급이 

혁신을 창출한다는 점이 새로운 혁신지구가 가진 

특징과 일치한다. 

한 지역 안에서 특정 산업으로 전문화되고, 같

은 시장 안에서 경쟁하거나 유사 분야 간 협력을 통

해 이루어지는 혁신이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지만

(Porter, 1998) 창조산업은 이와는 다르게 산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 문화적 배경 등의 그림 1. 테헤란밸리 혁신지구를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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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 도시 창조성의 핵심요

소로 설명된다(Florida, 2002; Katz and Wagner, 

2014). 또한 권오혁(2017)은 Florida(2002)가 설명

한 도시가 가진 혁신성, 창조성 등이 특정한 도시에

서 고도화되는 점을 강조한 창조도시 개념을 혁신

공간의 한 종류로 간주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형 

혁신지구를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과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이룬 도심지역에서 첨단기술 및 지식

기반 산업을 통해 창조계급이 혁신을 주도하는 핵

심요인으로 활동하고, 스타트업, 창업, 벤처 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다양

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

구하는 인적 자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보았다. 또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에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리적 장소로 교통 접근

성이 높은 공간이다.

혁신, 고급 인적 자원, 도시화경제, 융·복합 등이 

강조되며 도시 내에 문화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

통신기술산업 등이 입지하는 접이 기존에 논의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비슷하나 테헤란밸리와 같이 

도시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혁신지구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적자원들이 혁신주체로서 활발한 네

트워킹을 통해 집적해 있다는 점이 산업단지의 면

적, 경계, 구성된 산업과 건물외관까지 정책 및 법

률로 계획되고 설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근본적

인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클러스터 이론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역

에서 어떤 종류의 산업이 입지되어야 클러스터인지

와 같은 규정의 모호함과 한정된 지역에 지리적으

로 집적된다는 한계를 보여주고(Bekar and Lipsey, 

2002; Martin and Sunley, 2003), 특정 지역에 산

업이 집중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의도하고 계획적으

로 조성하는 클러스터로 인해 창조성 및 혁신성이 

저해되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우려된

다(김왕동, 2006). 또한 클러스터 구분은 산업집적, 

기업의 네트워크, 수행능력 등 클러스터를 규정하

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한계가 있

다(남기범, 2004). 더불어 기업의 양적 증감, 생산성 

증감 등을 측정요인으로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경제

적 효과를 밝힌 연구와 통계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만 

혁신주체인 구성원들을 통해 혁신지구 요인을 분석

한 연구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시 안에

서 어떤 혁신요인이 클러스터를 유지 및 발전시키

는 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ICT 산업 클러스터(집적지)의 혁신성, 개방성, 다양

성 등과 같은 특징을 혁신지구적 요인인 경제적 자

산, 물리적·공간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인적자산

을 통해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도시성을 갖춘 혁신

지구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의 일환으로 계

획적으로 조성된 산업지구가 아니라 ICT 산업 기반 

주체들이 자생적으로 집적하고 있는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내 혁신지구의 형성과정을 이

해하고자 한다.

3. 테헤란밸리의 공간적 특성  

및 산업 분포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외 

굴지의 ICT 서비스 기업들과 첨단기술기반 벤처산

업 등은 테헤란밸리를 따라 활발히 분포하였다. 특

히 2002년까지 테헤란밸리에 벤처기업이 집중되어 

입지한 이유는 고객과의 만남, 원자재 구득의 편리

함, 많은 인력 수요 등의 이점과 관련 기업이 집적

되어 있어 제휴와 협력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중반 1차적으로 벤처기업 및 혁신

형 기업이 전국적으로 주춤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며 오피스 임대료가 급상승하

고,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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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창우·이명훈, 2011). 아래 

<그림 2>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혁신형 기업

과 그 중 벤처기업 수의 변동을 보여준다. 이를 통

해 벤처기업이 2000년대 초반에 1차, 2010년대 초

반에 2차로 주춤하지만 두 번의 하향세에도 다시 성

장세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기준과 OECD가 내린 정의를 

근거로 하여 ICT 산업을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ICT 제조업은 정보전달 

및 정보의 표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물리적 현상

을 기록하고 측정 및 조사하는 것, 물리적인 공정의 

제어를 위해서 전자적인 처리수단이 사용되는 산

업으로 정의하고, ICT 서비스업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 및 시현하는 산업으

로 정의한다. 특히 <그림 3>을 통해 강남구 테헤란

밸리의 경우 ICT 산업이 점차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재도약 했으며, ICT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증

가세가 ICT 제조업이 감소세인 것과 대조적으로 크

게 도약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테헤란밸리가 스타트업 핵심지역으

로 다시 성장하며 ICT 산업 중에서도 과거와 달리 

ICT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서울시의 ICT 

산업 비중은 우리나라 ICT 기업의 39.1%, 종사자수

의 34.1%를 차지하고 있고 ICT 제조업 보다는 ICT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다. 서울시 ICT 제조업

은 전국 ICT 제조업의 3.6%를 차지하고, 서울시

의 ICT 서비스업 비중의 경우 전국 ICT 서비스업의 

62.9%를 차지한다. 특히 강남구 ICT 산업의 비중은 

서울시 ICT 기업체수의 13.9%, 종사자수의 15.9%

를 차지한다.

<표 3>을 통해 강남구의 동별 ICT 서비스업의 기

업체수와 평균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ICT 서비스

업은 테헤란밸리를 따라 삼성1,2동, 역삼1,2동과 논

현1,2동에 밀집되어 있다. 가장 기업체수가 많은 지

역은 역삼1동으로 215개의 ICT 서비스기업이 입지

해 있고 다음으로는 삼성1동이 70개 기업, 삼성2동

이 69개 기업으로 역삼1동과는 차이가 크지만 주변 

다른 동에 비해 많은 수의 기업이 밀집해 있다.

테헤란밸리에 스타트업이 집중되어 밀집된 요인

을 살펴보면 특히 창업초기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

트업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탈, 창업육성기관, 액셀

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이 밀집해 있고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창업생태계를 이루게 

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창업

지원시설은 강남구에 입지한 수가 가장 많으며, 강

그림 2. 국내 벤처기업 발전의 시기별 변동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 고: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기

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기업보다 기술 및 경

영혁신활동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그림 3. 강남구 ICT 제조업, ICT 서비스업 변화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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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에는 서울시의 또다른 ICT 집적지인 구로구·

금천구보다 약 19배가 많은 창업지원시설이 위치해 

있다. 특히 창업지원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창업투자회사는 강남구에만 자리해 있다(<표 

4> 참조). 

또한 최근 창업환경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

업에게 업무 공간을 제공하거나 마케팅 자문, 홍보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유오피스 혹은 

코워킹스페이스 등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

는 신생 스타트업이나 창업준비단계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며, 스타트업 간의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벤처캐피탈은 창업투자회사나 장래성은 있지만 자

본이 부족하거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

서 투자 받기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창업초기단계

에 자본지원을 해주고, 그 위험을 기업가와 투자자

가 공동 부담하고, 경영지원이나 자금관리, 위기대

처 등을 지원해 주는 금융활동이다. 이러한 창업생

태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2018년 현재 테

헤란밸리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스

타트업의 허브이자 오피스 제공 공간이 점점 증가

하는 추세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TIPS타운 뿐만 

아니라 민간창업공간 DCAMP, 마루180 등이 테헤

란밸리에 위치해 있고, 네이버 엑셀러레이팅 센터, 

한화 드림캠퍼스, 구글 서울캠퍼스 등과 같은 민간

창업지원시설 및 벤처기업 지원시설들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2000년대 중후반 주변지역의 ICT 산업 

클러스터 발전으로 테헤란밸리가 공실률이 늘어나

며 위기를 맞이하는 듯 했지만 ICT 기반의 초기 스

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다

시 채워지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용으로 테헤란밸

리는 혁신성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4. 테헤란밸리의 혁신지구적  

요인 분석

1)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혁신지구적 형성 

요인: AHP분석

AHP분석으로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형태, 기능, 

환경, 이미지측면의 주요요인을 고려하여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중요

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표 5>, <그림 5>. 그 

결과 ‘문화 환경’(0.106), ‘다양한 노동시장, 작업 환

경’(0.105), ‘도시 이동성(교통) 및 업무연결’(0.096), 

표 4. 사례지역의 창업지원시설 현황
(단위: 개)

지역
기업집적

시설

비즈니스

센터

창업보육

센터

창업투자

회사
합계

강남구 5 9 3 77 94

구로구 1 0 2 0 3

금천구 0 1 1 0 2

자료: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8. 09. 05 접속)

표 3. 강남구 ICT 서비스업 기업체수
(단위: 개)

행정동
ICT 서비스 

기업체수
행정동

ICT 서비스 

기업체수

신사동 36 개포1동 0

논현1동 54 개포4동 10

논현2동 61 일원본동 0

삼성1동 59 일원1동 3

삼성2동 66 일원2동 0

대치1동 0 수서동 11

대치4동 23 세곡동 7

역삼1동 200 압구정동 0

역삼2동 42 청담동 13

도곡1동 13 대치2동 28

도곡2동 29 개포2동 1

합계 656

자료: K-REPORT 마케팅 DATA,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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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서비스, 지식/창조 산업 분포’(0.080), ‘창

의력, 창조적 분위기, 새로운 사람, 아이디어에 대

한 개방성’(0.075), ‘위치’(0.071), ‘편의시설’(0.065), 

‘비즈니스 네트워크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0.064), 

‘다양성의 수용(인종, 언어, 소득, 종교, 라이프스타

일)’(0.053), ‘토지 이용(부동산 가치)’(0.051), ‘라이

프스타일’(0.049), ‘도시 형태와 구조’(0.048), ‘개인

의 안전’(0.042), ‘고유한 이미지, 랜드마크’(0.035), 

‘디자인’(0.032), ‘머무르고 싶은 마음, 사회적 응집

력’(0.029)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형성하고 있

는 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테헤란

표 5. 세부요인에 대한 종합중요도

주요요인 세부요인 중요도 순위

형태 0.216

위치 0.329 0.071 6

도시 형태와 구조 0.225 0.048 12

디자인 0.147 0.032 15

편의시설 0.299 0.065 7

기능 0.332

도시 이동성(교통) 및 업무연결 0.289 0.096 3

토지이용(부동산 가치) 0.153 0.051 10

다양한 노동시장, 작업 환경 0.318 0.105 2

스마트 서비스, 지식/창조 산업 분포 0.240 0.080 4

환경 0.298

문화환경(공공공간, 문화공간) 0.355 0.106 1

비즈니스 네트워크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 0.215 0.064 8

다양성의 수용(인종, 언어, 소득, 종교, 라이프 스타일) 0.178 0.053 9

창의력, 창조적 분위기, 새로운 사람,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0.252 0.075 5

이미지 0.154

라이프 스타일 0.316 0.049 11

개인의 안전 0.274 0.042 13

머무르고 싶은 마음, 사회적 응집력 0.185 0.029 16

강남구의 고유한 이미지, 랜드마크 0.225 0.035 14

그림 4. 세부요인에 대한 종합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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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의 환경측면에서 문화 환경이 이루고 있는 환

경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회의 장소 등의 공공공

간과 극장, 도서관, 전시회 같은 문화 공간, 각종 문

화행사들이 문화환경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

로서 작용하고 있다. 테헤란밸리에 입지한 많은 업

무시설은 테헤란밸리가 혁신지구로서 평가되는 특

징으로 다양한 업무지원시설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의 집합소로 일컬어지는 강남구

의 다양한 문화공간과 문화행사가 테헤란밸리를 혁

신창출의 거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기능’요인의 다양한 노동

시장 및 작업환경, 도시 이동성/교통, 스마트 서비

스 시설과 지식 및 창조산업 분포의 세부요인들이 

종합 중요도에서 2,3,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

이다. 종합중요도에서 문화환경이 가장 높은 숫자

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다양한 노동시장 및 작업환

경, 도시 이동성/교통, 스마트 서비스 시설과 지식 

및 창조산업 분포 모두 주요요인 간의 중요도 평가

에서 가장 높은 순위였던 ‘기능’요인의 세부요인이

다. 이는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기능적인 측면이 도

시형 혁신지구로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

석된다. 

특히 전문적이고 재능 있는 인력의 확보가 가능

한 다양한 노동시장과 전문 네트워크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된 다양한 노동시장 및 작업환경 요인은 문

화환경과 0.001차이밖에 나지 않는 중요 형성요인

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강남구 테헤란밸리에 입

지한 ICT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분포해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혁신창출에 의미있는 요

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도시이동성(교통) 및 업무연결 요인이 중

요하게 도출되었는데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많은 노

선의 지하철, 다양한 지역과 연결된 시내·외 버스

와 광역버스, 심야버스 등이 오고가는 환경이 혁신 

창출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 간, 기

업과 협회,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결은 많은 네트워

크와 지식 이전의 기회가 마련되고 이를 이용함으

로서 ICT 기반 기업들이 혁신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의 조건이자 강남구 

테헤란밸리가 혁신지구로 평가되는 성과측면의 지

표였던 혁신기반 기업을 나타내는 스마트 서비스 

및 지식/창조 산업 분포 요인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

는 비교적 높은 중요도 도출되었다. 통신기술, 디지

털 인프라 및 최첨단 서비스 등의 스마트서비스와 

ICT 기술, 미디어 및 디자인 산업, 첨단기술, 생명공

학 분야의 산업 등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 서비스 및 지식/창조 산업 분포가 중요하다

는 것은 강남구 테헤란밸리가 혁신기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도시형 

혁신지구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지식/창조산업과 스

마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요인이 테헤란밸리에서 도시형 혁신지구로

서 효과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혁신지구로서의 테헤란밸리: 인터뷰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혁신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스타트

업관련 구성원인 스타트업 기업가들이나 창업을 준

비하고 있는 사람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형 혁신지구

적인 면에서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아가는 이야기

를 듣고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적이

고 질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경제적 자산’으로서

의 테헤란밸리를 살펴보면 테헤란밸리에 모이는 기

업은 ICT 기술이 필수적이고, 기술만큼 필수적인 

것이 투자였다.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벤처 혹은 스

타트업은 외부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는 창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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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부분이 강남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도 확

인하였다. 테헤란밸리에 집중되어 있는 스타트업은 

아직 수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벤처캐피탈 투자까

지 받기란 쉽지 않다. 이에 맞추어 최근 테헤란밸리

는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수익으로 접근하는 기업

가가 증가하였다. 벤처 투자는 캐피탈 투자만을 이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초기 수익규모가 작을 

경우 엔젤투자 혹은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창업

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

고 그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투자가 중

요하다 보니 투자자 가까이에 위치하기 위해 테헤

란밸리에 위치해있다는 스타트업도 많았다.

기관에서는 스타트업 관련자들이 테헤란밸리에 

찾아오는 경제적 요인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

기 때문에 마련된 지원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

오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공간적 요인으로도 포함

되지만 보통 창업을 준비하고 교육을 받으며 임대

료를 부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점이 경제적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간적·물리적 자산으로 살펴본 인터

뷰에서는 테헤란밸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가가 투

자자와 자주 만나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워

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스타트업 관계

자들은 갑을 관계나 다름없는 투자자가 있는 곳이 

어디든 원할 때 찾아가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의 투

자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강남구에 자리를 잡고 있

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빠른 정보를 얻고 기회가 생

기면 빨리 접근하기 위해 테헤란밸리에 입지한다고

도 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요인과도 이어지는데 기

업가와 투자자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즉 

투자자의 활동무대가 곧 기업가들과 창업준비인들

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또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강남구 테헤란밸

리의 강점은 교통의 집중이라는 점을 공간적 요인

으로 언급하였다. 많은 노선의 지하철, 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든 접근이 편리하고 빠르다. 

팁스타운, 구글캠퍼스와 같은 공유 오피스이자 

창업지원기관의 존재는 창업가들을 자연스럽게 테

헤란밸리로 이끌었고,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오피

스의 집중된 입지는 스타트업 관계자 혹은 프리랜

서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테헤란밸리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이한 것은 창업지원시설

이나 공유오피스 등의 입지가 아닌 강남역 주변의 

수많은 학원들과 킨코스와 같은 24시간 출력센터, 

그리고 심야버스에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테헤

란밸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것이다. 항상 변화하

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양한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학원이 근처에 있는 것이 시간을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한다. 더불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프

리랜서, 크리에이터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들의 점심의 생활과 저녁의 생활 경관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수성을 파악해야 한

다. 이들에게 낮시간은 고객을 만나고, 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라면 저녁 시간은 치열하게 아이디

어 싸움이 일어난다. 24시간 카페와 24시간 출력센

터, 심야버스는 스타트업 구성원들을 모으기 쉬운 

장소이다.

세 번째로 테헤란밸리를 네트워크 자산으로서 살

펴본 인터뷰에서는 네트워크는 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

자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사인 IR이 끊이지 않고 개최

되고, 소규모의 자생적인 투자자들의 모임이도 많

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투자검토 

혹은 교육기회의 장이 열려있어 언제든 투자 검토

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것

은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에 투자하고, 초기에 수익

을 낸 사람들이 전문엔젤을 이루어 기술에 대한 이

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례이

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기업 간 기술 제휴 혹은 공

유와 같은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며, 기술이 기업의 



이효선332

자산이라는 입장이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있어 테헤란밸리의 네트

워크 환경은 그들이 테헤란밸리에 있는 이유이다.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데, 다양한 프리랜서들과 기술자들은 강남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오피스 혹은 24시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있어 구성원들 간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미

팅과 접대가 매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타트업은 아이

템이 계속 변하고, 프로젝트마다 구성되는 인력이 

다양하고, 회전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참여해 인맥

을 쌓는다거나, 동호회에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사

람을 접해야 한다. 특히 고용광고를 낼 수 있는 넉넉

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소

홀해서는 안된다.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테헤란밸

리의 카페에서 일하는 이유는 같은 공간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동질감을 느낀다는 인상을 심

어주기 위함이라는 스타트업 관계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으로 테헤란밸

리의 인적자산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결국 말하는 것이 인적네트워크의 중요성이자, 크

리에이터들의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졌다. 스타트업 

관련자나 프리랜서들은 대다수가 열린 마음이었다. 

테헤란밸리의 개방성, 다양성, 혁신성, 포용성에 관

한 이야기에 있어서 이들 대부분이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또한 ICT 산업은 이제 어떤 산업에서든 기본이 

되었고, ICT분야의 스타트업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갖추고 있어야할 당연한 기술이 되었다. 그렇기 때

문에 관련 기술을 가진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

고, 이들은 기업이나 회사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

로 혼자, 프로젝트 단위로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핟다. 더불어 ICT분야의 기술과 같이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은 전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분야와 같은 전문 기술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

그림 5. 인터뷰 네트워크 지도 워드 클라우드 그림 6. 매개중심성을 통한 인터뷰 네트워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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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들은 석사 이상의 고학력 인적 자원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네트워크 

자산과 인적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

을 들었다. 인적 네트워크가 곧 이들이 갖춘 기술이

자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매개중심성(betweeness central-

ity)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인터뷰 내용의 결과

를 보다 정량적인 측면으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정 노드에서 나타나는 매개 중심성은 해당 노드

를 제외하고 남은 다른 모든 노드들의 최단경로의 

수와 해당되는 최단경로에 존재하는 특정 노드 수

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사람(1.0/최대), 스타트업(0.73), 투자

(0.68), 기술(0.62), 이용(0.60), 시설(0.58), 창업

(0.53), 네트워크(0.53), 지원(0.51) 순으로 매개중

심성 수치가 0.5이상 높게 나왔다. 이는 강남구 테

헤란밸리의 혁신지구적 요인에 관한 인터뷰 질문에 

강남이라는 장소에서 사람(사람들), 투자, 스타트업

(창업), 시설,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논의

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그림 

5과 <그림 6>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 코워킹스페

이스, 기관, 입주, 네트워크, 공유, 시설, 세미나 등

의 단어에 네트워크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아 강남구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스타트업, 

시설, 지원을 위해 코워킹스페이스, 기관, 네트워

크, 공유, 시설, 세미나 등을 중요하게 언급한 것이

라는 의미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테

헤란밸리를 혁신지구로 보기위한 요인들을 설명하

는 단어로 혁신지구의 핵심 키워드인 스타트업, 네

트워크(네트워킹), 지원, 사람, 공유 등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그룹별로 살펴

보면, 코워킹스페이스, 입주, 기관 등의 단어가 매

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가운데 자리 잡으며 기관

에서 제공하는 지원시설이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

용하고 입주하면서, 스타트업이나 사람(사람들)이 

투자를 위한 기회 혹은 사람들을 만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인적자산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스타트업들에

게 주요 관심사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테헤란밸리를 혁신지구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적·

물리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인적 

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결과로서 각각의 자산들과 

중첩되고 있다. 경제적 자산으로서는 사무실, 투자

자, (ICT)기술, 수익 등으로 핵심어가 나타나 사무

실 비용을 고려하고 투자자의 위치를 고려하는 ICT 

기술을 가진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강남구 테헤란밸

리에 입지함을 설명 할 수 있다. 공간적·물리적 자

산으로서는 공간, 공유, 업무, 카페,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등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용어들

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을 공유하는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용, 카페에서의 업무 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로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공간적·물리

적 특징인 공유시설 이용과 카페 작업 등이 인터뷰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자산으로서는 사람들, 시설, 세미나, 회의, 지원, 행

사, 도움, 교류 등이 잦은 빈도와 높은 매개성을 띠

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세미나, 회의, 행사 등을 통해 

사람들끼리 교류를 중요시 하는 강남구 테헤란밸리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 테헤란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공간적·물리적, 네트워크적, 인적 자산의 

측면을 통해 혁신의 중심인 스타트업의 시스템, 삶

의 질 및 장소 특성에 정성적으로 접근하였다. 결과

적으로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은 스타트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은 혁

신의 동인이 기업이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투자를 위해 테헤란밸리에 머물고, 교

통이 편리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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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잘 준비되어있고, 무엇

보다 네트워킹이 필수인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 장

소, 기회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과거 초창기 테헤란밸리의 모습과 비교하여 

현재 스타트업의 핵심으로 재도약하게 된 혁신지구

로서의 테헤란밸리의 특성과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모습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테헤란밸리가 계획된 산업집적지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로서 성장하고 있는

지, 대기업 및 대규모 벤처기업의 유출에도 사라지

지 않고 재도약하고, 스타트업을 거점으로 새로운 

구성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강남구 ICT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구조분석(AHP)을 실

시하였다. 또한 혁신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스타트

업관련 구성원인 스타트업 기업가들이나 창업을 준

비하고 있는 사람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형 혁신지구

적인 면에서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아가는 이야기

를 듣고 시스템, 삶의 질 및 장소 특성의 정성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테헤란밸리

의 ‘위치’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테헤란밸리의 ‘다

양한 노동시장과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이, 환

경적인 측면에서는 ‘문화환경(공공공간, 문화공간)’

이, 이미지 측면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도시형 혁

신지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강남구의 필수편의시설 기반과 대중교통을 

비롯한 도시 이동성의 편리함, 사회적 네트워킹을 

그림 7. 매개중심성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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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상호작용의 기회,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의 공

유가 도시형 혁신지구요인으로 작용하여 테헤란밸

리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이 스타트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

터뷰 대상자들은 혁신의 동인이 기업이 아니라 인

적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인재들과의 

융합이 혁신 창출의 촉매제가 되었다. 인적자본은 

투자를 위해 테헤란밸리에 모이게 되는데, 무엇보

다 네트워킹이 필수인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 장소, 

기회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

헤란밸리의 형성 및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 내 혁신지구의 발전에 대해 고찰

하였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형 혁신지구를 구성하는 주체 양성은 

첨단기술과 지식기반의 기업-기관-연구시설에 국

한되지 않고 이를 이용해 혁신을 창출하는 인적자

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업을 구성하고, 

기관과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인적 자본들이 혁신을 

창출해 내는 요인이므로, 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테헤란밸리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

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

는 주체들인 인적 자원들의 움직임에 의해 기반시

설 및 혁신공간이 형성되었고, 혁신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기관 및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인적자본을 끌어

들이고 있다. 또한 테헤란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기회 제공과 같이 혁신지구

의 핵심 주체로서 인적 자원을 위한 전문 기술 교

육, 다양한 문화 체험 등이 마련된다면 더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형 혁신지구에서는 혁신 주체들이 서

로의 매력을 찾아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

한다. 이를 위해 테헤란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IR이나 세미나, 친목을 위한 모임활동 등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능력을 조합하여 새

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기술 및 능력

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주체들

이 이를 활용하고자 모여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는 테헤란밸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스타트업이 이끌고 있다. 테헤란

밸리에서 두드러지는 혁신지구로서 모습과 같이 많

은 인적자본들과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머물고, 편

리한 교통을 이용하고, 비싼 임대료가 아니어도 다

양한 공간이 잘 준비되어 있어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혁신지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기능과 환경에 초점이 맞

춰진 지원을 통해 잘 정비된다면 더욱 많은 혁신 주

체들이 부담없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찾아와 새로운 혁신을 창출해 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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