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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한민국 정부는 MICE산업 육성을 목표로 인프라 확대정책을 유
지해왔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행하는 행정절차로서 사업타당성조
사의 수요예측 분석은 전시시설 신규건립에 대한 심의에서 가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 근거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전시시설 
수요예측 분석이 요식행위가 아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요예
측인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수요예측 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전시면적 총량
은 막연히 증가한다는 추세외삽(Trend extrapolation) 방법론에 기반한 
추정으로서 수요예측부문을 통과해왔다. 막연히 증가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기에 대한민국의 전시수요면적 추정결과는 매년 증대되며, 

수요감소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함수와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여 전시수요면적 추정식을 도출한 연구가 국내․외 모
두 존재하지 않고, 단순계산으로 이루어져 전시수요추정의 한계점으
로 남아있다. 수요예측에 대해 수행된 국내의 소수 연구조차 다분히 
원론적 수준의 논의에만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전시수요결정 요인을 찾아 전시수요면적
을 추정하였다. 전시수요면적은 전시시설 1년간 가동면적의 총합으
로 전시수요면적 예측 분석모형으로는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활
용하였으며,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으
로 설정하였다. 전시수요 결정요인으로 전시면적(Indoor exhibition 

space),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수출금액(export 

amount), 법인 부가가치세액(value-added tax of corporation)이며 모두 
정(+)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전시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전시면적 1㎡ 공급 증
가는 전시수요면적 147㎡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년 전 
GRDP(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차분 산출액 1억 원의 
증가는 전시수요면적 40㎡ 발생, 시,도별 수출금액 백만달러 증가는 
전시수요면적 28㎡ 발생, 법인 부가가치세액 1억 원 증가는 전시수
요면적 4.3㎡ 발생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시설간 간섭효과 영향력의 존재여부를 확인하
고자 전시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간섭효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88년~2015년 각 시설별 가동률 기준으로 전시수요면적을 
설정하였고, 전시시설간 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을 
활용하여 간섭효과를 추정하였다. 공간적 거리상 근접한 시설간 간
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그랜저인과관계 의미에서, 

주변시설간 뚜렷한 간섭효과는 존재하지 않았고 전시시설 상호간 
독립적인 시장범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서울과 대전 간 전시수요면적은 서로 쌍방향의 간섭효과가 존재하
였고, 서울은 경남(CECO, 창원)에게 단방향의 간섭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은 경남(CECO, 창원)에게 단방향으로 2기 분석기간 중 2기 
연속적으로 단방향의 간섭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창원국가산업단
지의 영향력으로 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산업 관련 서울의 전시수
요는 경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CECO 전시일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은 대전에게 6기 분석 중 3기의 연속적인 간섭효과가 존재하
였고, 대전은 서울에게 6기 분석 중 5기의 연속적인 간섭효과가 존
재하여 서울과 대전은 쌍방향의 간섭효과 발생을 확인하였다. 쌍방
향의 간섭효과 발생은 서울과 대전의 전시시장 한계범위가 중복됨
을 의미하며,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요건과 



전국에서 관람객 방문시 이동의 형평성 및 편리성을 지닐 수 있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간지,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산업단
지, 계룡대와 같은 국가기관의 입지로 인하여 로봇과 사이언스, 국
방(안보)과 같은 연구, 학술 중심의 특화된 전시회로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전 KOTREX는 4,200㎡의 전시면적, DCC는 2,250㎡의 
전시면적이며, KOTREX 전시면적 기준으로 230여 개의 부스가 최대
설치규모인 소규모 전시장으로 분류되며, 전시면적 규모로 인해 중·

대형 전시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전과 충청의 중·대형 
전시수요가 인프라를 갖춘 서울로 이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관광산업 특수분류로 속해있
는 전시연관산업(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의 집적패턴
을 분석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커널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앞서 
수행한 전시수요면적 예측모형 분석대상기간 2008년~2014년과 동기
화하여 2008년 2011년, 2014년으로 3년 주기로 설정하였다. 한국전
시산업진흥회에 등록된 사업자 주소를 바탕으로 유클리드 좌표로 
변환하여 전시연관산업의 공간적 집적패턴 및 3년 주기의 집적변화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연관산업은 상위분류인 관광산업보다 높은 집적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는 전시연관 사업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주변 동종의 
전시연관 사업자와의 정보교류와 같은 외부효과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며, 전시연관산업의 입지선택에 있어 집적효과는 중요한 고려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시시설의 존재여부에 따라 전시연관산업
의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시시설과의 거리 제약과 동종기업 입
지의 영향을 받는 산업구조임을 집적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연관산업의 집적 외부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한계범위는 약 
38km로 확인되었다. 전시연관산업의 집적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낮아지고 있으며, 2008년 집적효과 도달범위는 약 23km였으나 
2014년에는 약 38km로 점차 집적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근접여부와 산업간 집적 여부가 전시연
관산업의 초창기 입지선택의 우선적인 고려요인이었으나, 정보통신
의 발달함에 따라 물리적 이동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외곽으로 이주
한 만큼의 지대감소(rent)로 가격경쟁력이 상승되는 등 이동거리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집적 거리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시시
설이 전문화됨에 따라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거리보다는 자체 경쟁
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무한경쟁 현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공간적 재배치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전시연관산업 가운데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분산패턴이고, 전시서비스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적패
턴임을 확인하였다. 전시연관산업의 하위산업 간에도 집적과 분산이 
다른형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시주최업·장치
업의 경우 전시경험이 축적될수록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근접요인 
보다는 아이디어와 사업구상, 기획력에서 경쟁력을 갖는 전문분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시주최업·장치업은 전국적으로 전시
시설의 신규 건립과 증축으로 전시수요가 증가하였고, 교통여건의 
발달로 운송수단과 이동시간의 부담이 낮아져 산출물이 분산되고, 

인접한 전시시설 과업뿐만 아니라 타지역 전시시설의 과업까지 수
행할 수 있는 시장한계 범위가 넓어져 공간적으로는 분산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전시서비스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집적됨을 확인하였고, 이는 
언어와 의전 등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 인력시장 특성이 반영되었고, 

집적의 외부효과가 임대료, 지가와 같은 기회비용보다 높음을 의미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바이어와 관람객을 상대하는 전시·박람회 
특성상 불확실성이 큰 암묵적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홍보·

계약을 위한 직접적인 대면접촉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창출



과 경험의 공유는 공간적으로 국한되는 집적효과가 나타남을 의미
한다. 본 간섭효과와 전시연관산업의 연구와 해석은 15년 이상 전시
시설 운영 실무를 겪은 임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 분석과 함
께 교차검증하며 연구의 해석을 뒷받침 하였다.

MICE 시설 부문은 크게 전시와 컨벤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시부
문 자료는 관람객과 개최사항이 세금계산서 제출을 위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관리되며, 전시산업통
계는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로 승인이 되어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었다. 컨벤션부문 자료는 참여인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확
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며 참여인원을 높여 성과를 부풀리는 현
상이 존재하였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통계수준에 미치지 못해 통계
청으로부터 ‘국가통계’ 불승인 상황이기에 공표수준이 아닌 참고사
항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기초자료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에서 연구로서의 분석과 진행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 신뢰도에 근거하여 MICE 시설의 전
시부분만 분석하였고 향후 정확한 집계에 의한 기초자료 신뢰도 확
보시 컨벤션 연구의 확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제없이 막연히 한쪽만의 수요를 추정
하여 단순히 계산한 해외/국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전시수요결정 
요인을 찾고 결정요인에 의한 수요함수를 처음으로 도출하여 대한
민국의 전시수요를 추정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추정
한 전시수요 함수식에 의한 연구결과로서 수요면적예측 모형을 통
해 전시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가치를 지
닌다. 특히 기존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와 다르게 전시수요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설정하였기에 설명력
(r-square=97.97)이 가장 높다. 또한 임의의 가공한 데이터를 적용하
여 도출한 선행연구의 결과값과 달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변수로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범용성을 갖추고



도 설명력이 가장 높은 전시수요면적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부의 전시시설 신규 건립과 지방정책 수립에 있어 체계적인 전
시산업발전 심의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적 장점이다.  간섭효과 분석을 통해서는 서울과 대전, 서울
과 경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시수요를 잠식하는 경쟁시장이 아
닌 서로 간섭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독립적 시장범위를 확인함으로
서 지자체별 전시시설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근거를 제시하였
다. 따라서 전시시설간 경쟁보다는 지역별 특화된 전시시장의 형성
이 선순환적 발전방향임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전시연관산업에 대해서 국,내외 어디서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전시연관산업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중앙정부에서는 전시클러스터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시시설 위주의 관심도 집중으로 인하여 전시
연관산업은 클러스터 형성계획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시클러스터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서는 기초체력과도 같은 전시연관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공간
적 입지를 고려한 전시클러스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대한 공
간기준 및 거리기준, 입지에 대한 집적패턴의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의 정책추진이었기에 공간적 범위 및 효율성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태에서의 본 연구는 공간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와 전시연관산업 사업자에게 집적의 이득이 발생되
는 집적거리 기준을 제시하여 전시연관산업 입지선택에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세밀한 읍면동 단위의 산업분류 위치자료는 지방의 
경우 1km이상 거리오차가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등록된 
주소를 기반으로 WGS84 유클리드좌표 기준이기에 전시연관산업 입



지는 10m 내의 거리오차로서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정부의 전시연관산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전시주최업·장치업은 분산
패턴에 유리한 정책, 전시서비스업의 경우 집적에 유리한 정책지원
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시산업발전을 유도하고 공간적 입
지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인 시사점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전시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심의기준과 지방정부의 건립요구 사이의 간극을 현실적인 수요예측
과 간섭효과 기준을 토대로 보다 줄여나갈 수 있고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공간정책적 기준 및 거리범위를 제공한 첫 연구임에 의의를 
갖는다.

끝으로 전시연관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전시클러스터 MICE 정책이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전시산업은 튼튼한 뿌리를 갖춘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대한민국 전시산업 생태계 조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이며, 본 연구가 ‘전시 생태계 조성’의 첫 발자국이 될 것임을 주장
한다.

주요어: MICE, 전시(Exhibition), 수요예측(Demand forecasting), 간섭효
과(Interference Effect), 집적(Agglomeration), 공간분석(Spatial 

Analysis), 전시산업(Exhibition Industry)

학  번: 2012-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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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1) 전시시장 수요예측과 전시연관산업 육성

자유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는 경제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
게 생산하고 소비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
서 국가의 권한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정책상 지방정부에서 건설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역의 정책방
향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건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지방정부
간 중복시설 방지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심의와 검토 등 
규제로 인하여 막상 지방에서는 건립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MICE산업 육성을 목표로 인프라 확대정책을 유
지해왔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행하는 행정절차로서 사업타당성조
사의 수요예측 분석은 전시시설 신규건립에 대한 심의에서 가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 근거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전시시설 
수요예측 분석이 요식행위가 아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요예
측인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수요예측 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전시면적 총량
은 막연히 증가한다는 추세외삽(Trend extrapolation) 방법론에 기반한 
추정으로서 수요예측부문을 통과해왔다. 막연히 증가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기에 대한민국의 전시수요면적 추정결과는 매년 증대되며, 

수요감소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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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함수와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여 전시수요면적 추정식을 도출한 연구가 국내․외 모
두 존재하지 않고, 단순계산으로 이루어져 전시수요추정의 한계점으
로 남아있다. 수요예측에 대해 수행된 국내의 소수 연구조차 다분히 
원론적 수준의 논의에만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내 전시면적이 연평균 7.9% 증가하였고 2008년 17만㎡ 
대비 2013년 27만㎡로 1.6배로 증가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평균 4% 전시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기준
으로 공급면적이 2018년에는 9,448㎡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여 
2018년까지 전시시설 신축과 증축을 통해 총 3개 전시시설 신축과 
2개의 전시시설 증축을 통해 27,899㎡를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연결노선 증설, 

도시철도 연계 등 전시시설 이용활성화, 쇼핑 및 문화시설 개발 등 
주변부 배후단지 개선과 이용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관람객 유인하
여 동북아 전시시장을 선도하는 전시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산업자원부, 2014.09) 

이와 같이 정부의 전시시설 건립 추진이 ‘공급’의 측면에서 직접
적인 지원에 주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표인 전시산업 활
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은 미진한 상황
이다. 그간 전시시설 수급에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
구는 추세외삽법에 의한 전시면적의 성장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효과에 관해 수행된 몇몇 소수의 연구들조차 다
분히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만 그치고 있어 이에 관한 보다 실질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학문적 토대로 본 연구는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
을 찾아 수요에 의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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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수요 요인이 전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각 시설 건
립에만 집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국내 전체시장 관점에서 국내 전시
시설간 영향력에 대한 간섭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전시
운영에 연계된 전시연관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
로 국내 전시공급 정책에 관한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간 국내
에서 추진되어 온 국내 전시시장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학문적인 판
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 파악의 필요성
국내 전시시설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나 논문은 매우 드물다.  

다만 전시시설 확장이나 신규 전시시설 건립시 중앙정부의 심사요
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컨설팅 회사가 실시하는 실무 차원에서의 예
비사업타당성 조사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을 발표전 가장 가까운 시기(2016년 11월)에 전시시설 수
요예측에 대해 발표된 논문에서도 추세외삽법을 통해 과거추세를 
그대로 연장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은 경제상황 악화시 전시
수요면적의 감소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전시
수요예측의 한계이다. 대부분의 연구 및 타당성 보고가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경제부문의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의 전시산업 
발전에는 꼭 필요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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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의 한계
일반적으로 전시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가 미비

하며, 그간 국내에서 전시면적 수요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전국단위
의 수요추정모델로서 국내 가동에 형태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 있
었으며 상대적으로 광역규모의 수요 추정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시시설에만 대부분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전시시설의 파생되어 있는 전시연관산업은 연구주제로서 충분히 다
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시설의 수요모델과 전
시연관산업의 정책효과 또는 학술적인 접근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내용적 한계에서 벗어나 전
시수요면적 추정모형을 구축하여(제 3장) 전시수요면적의 실제값과 
추정모형값을 비교분석하고(제 4장), 전시시설 간의 간섭효과를 살펴
보며(제 5장), 전시연관산업의 집적패턴을 살펴봄으로서(제 6장) 전시
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제 
7장)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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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6위수출규모
걸맞는국제전시육성

(   2016  ) 

지자체간 전시시설
유치경쟁

객관적수요예측

전시시설간
시장범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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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와
고용창출

지역별수출
경쟁력 특화

전시인프라확대

산업간 연계된
전시클러스터

국가무역정책국가전시공간 정책

미답의영역

?

그림 1. 본 연구 해결과제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그간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국내 전시수요면적의 수
요추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간섭효과의 개념을 전
시시장에 도입하여 전시수요면적에 의한 객관적인 전시시설의 수급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부의 전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수출증진에 집중되어 있어 전시시설에만 각종 인센티브
와 지원정책이 집중되는 정부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전시시설 뿐
만 아니라 전시시설을 뒷받침하는 전시연관산업(전시주최업, 전시장
치업, 전시서비스업)을 포함하여 국가 전시산업을 하나의 산업을 성
장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시산업이 관광산업의 일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규모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시산업 생태계 조성1)”에 있어 공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1) “전시산업 생태계 조성”은 아직 정립이 된 개념이 아님. 그러나 전시시설에 편
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자체의 규모와 위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본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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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체계적인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국제모형으로 국가별 전시면적을 추정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전시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모형을 구축한다.(제 5장)  

이후, 국내 전시시장을 대상으로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정확한 전시수요면적을 추정하는 모형을 구축한다.

다음으로, 광역별, 지역별 전시시장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간섭
효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다(제6장). 본 연구에서
는 전시시설면적의 그랜저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유형별·지역별 간섭
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설을 제시한 다음,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전시연관산업의 집적패턴을 반영하여 전시연관산업의 
특성 및 입지의 집적패턴의 변화를 분석한다(제7장). 전시주최업, 전
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 가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적 및 분산패
턴의 추세를 살펴보고, 집적 거리를 통하여 영향이 미치는 거리를 
분석한다.전시시설 관점에서 오로지 전시시설의 편익과 파급효과만 
분석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전시시설을 지원하
는 연관산업 측면에서의 패턴변화와 영향이 미치는 거리 분석을 시
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시시설이 갖는 시장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3년 주기의 시간변화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전시지원 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생태계의 개념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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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1. 연구의 범위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5년 12월 기준)

그림 2. 국내 전시시설 위치 및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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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시설 부문은 크게 전시와 컨벤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시부
문의 경우는 관람객과 참가인원, 부스 등 세금계산서 제출을 위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보고되고 이
후  전시산업통계로 발행된다. 발행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로 승인이 되었기에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정확한 자료가 집계되는 전시부문 통계와 달리 컨벤션 통계자료의 
경우 관람객과 참가인원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같은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며, 참가인원수로부터 성과를 인정받는 평가 구조로 
인하여 참여인원을 높여 성과를 부풀리는 현상이 존재하였다. 정부
에서 요구하는 통계수준에 미치지 못해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수준이 아닌 참고사항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기초자료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연구의 진행과 분석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컨벤션 부문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기초자료 신뢰도에 근거하여 MICE 시설 가운데 전시부분만 분
석하였고 향후 정확한 집계에 의한 기초자료 신뢰 확보시 컨벤션 
연구의 확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제 전시면적 모형의 경우 UFI(The Global Aso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2011년 실내전시면적을 기
준으로 하였다. 전세계 전시연구 및 전시산업연구 보고서를 발행하
는 기관으로 전시시설이 존재하는 37개국의 실내전시면적을 집계하
였다.2)

국가별 경제지표는 Knoema에서 제공하는 World DATA 자료를 기
반으로 구축하였다. 각 국가별 정부기관과 경제기관, 언론 자료들을 
기반으로 경제지표 자료를 제공하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37개국
의 경제지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3) 

2) UFI, Surveys and Studies 홈페이지(http://www.ufi.org) 참조
3) Knoema, World Data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s://knoema.com/atla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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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기준)

권역 전시시설 자료구축
개시연도

전시면적
(㎡)

컨벤션
면적(㎡)

비고 (㎡)

수도권
서
울

COEX 1988년 36,007 11,568 2000년 증축 15,291
SETEC 1999년 7,948 816 -

aT Center 2002년 7,422 1,610 -
KINTEX 2005년 108,566 13,303 2012년 증축 54,591

송도 컨벤시아 2009년 8,416 2,154 -
소계 168,359 29,451 -

충청권
KOTREX 1995년 4,200 0 -

DCC 2008년 2,520 4,862 -
소계 6,720 4,862 -

광주권
KDJ Center 2005년 12,027 4,111 2013년 증축 2,955

GSCO 2014년 3,697 2,512 -
소계 15,724 6,623 -

경북권
EXCO 2001년 22,159 5,134 2011년 증축 10,543

GUMICO 2010년 3,402 953 -
HICO 2015년 2,273 5,137 -
소계 27,834 11,224 -

경남권
BEXCO 2001년 46,380 8,723 2012년 증축 13,197
CECO 2005년 7,827 2,784 -
소계 54,207 11,507 -

제주 ICC Jeju 2003년 2,395 7,929 -
소계 2,395 7,929 -

총 계 275,239 71,596 -

표 1. 국내 전시시설 현황

본 연구는 국내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 연구로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공간적 범위를 GUMICO(구미), GSCO(군산) HICO(경주), ICC

(제주)를 제외한 국내 전체 전시시설과 전시연관산업 전수를 대상으
로 한다. 4개 전시시설(GUMICO, GSCO, HICO, ICC제주)을 제외한 
것은 2015년 기준 4곳의 전시가동면적 총합계는 1,390,035㎡로서 국
내 전시수요면적 총합계 53,029,109㎡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다. 또한 3개(GUMICO, GSCO, HICO)

의 전시시설은 현재시점(2016년)으로 개관한지 2년~4년 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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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분석시점인 2014년에는 GSCO와 HICO가 개장연도이기에 분석
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ICC제주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
여 육지와 경제·산업구조 등 차이점이 존재하여 전시수요 결정요인
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통제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시간이 지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고 전시시설이 안정적인 가동률로 운영되면 
추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시시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OEX 71.8 70.6 73.5 68.2 60.0 72.0 74.0 75.6 70.7 69.3 
SETEC 55.2 61.4 67.8 67.3 62.8 65.4 66.2 58.3 54.5 54.0 
송도컨벤시아 43.1 41.6 42.2 59.7 53.3 70.7 60.1 
aT 센터 40.8 50.6 62.2 76.0 66.7 69.0 75.6 72.7 69.0 70.1 

KINTEX 49.6 50.9 53.8 51.0 54.0 58.0 50.8 44.1 50.0 45.9 
KOTREX 73.4 44.6 67.8 58.4 58.9 65.2 61.9 59.7 67.4 68.5 
DCC 34.0 42.7 45.6 46.0 50.5 50.8 47.5 
EXCO 67.3 70.2 72.1 73.0 67.0 70.0 49.7 50.0 53.2 50.0 
BEXCO 54.0 55.6 60.0 62.1 51.0 55.0 55.0 47.0 46.9 50.7 
CECO 48.0 47.3 48.6 62.0 63.2 55.7 76.0 73.2 72.9 73.0 
KDJ 센터 59.4 30.7 63.2 69.0 65.4 70.6 70.2 70.3 70.5 70.6 
GUMICO - - 11.2 48.0 27.1 
ICC Jeju - 16.2 - - -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5 1월 기준), GSCO와 HICO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표 2. 국내 전시시설 가동률

전시가동률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집계한 각 전시시설 가동률 
자료와 실제 주소가 등록된 전시연관산업(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을 바탕으로 하였다.4) 

관광산업의 주소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로  ‘정부3.0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관

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내전시통계 홈페이지(http://www.akei.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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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료를 전시연관산업과 시간적 연계하여 2008년~2014년으로 전
시수요면적 동기화 시키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2008년, 2011년, 2014년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본 자료는 사업장
명, 소재지 주소, 인허가일지와 영업상태, 폐업일자, 자본금, 문화체
육업종명 등 각종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5)

전시연관산업의 범위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하는 전시주
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으로 한정하여 업종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자료의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부터 ~ 2014년까지이며 
2008년 2011년, 2014년의 3개 연도를 비교함으로서 3년 주기의 집적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 분석(모형)

전국 전시시설* 2008년 ~ 2014년

전시시설 간 
간섭효과 분석

전국 전시시설*
(권역별/행정구역별 비교분석)

1998년 ~ 2015년
(전시시설 개관이후)

전시연관산업 
집적패턴 분석 전국 전시연관산업 전수 2008년 ~ 2014년

(2008, 2011, 2014변화)

* GUMICO, GSCO, HICO, ICC제주 4곳의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

표 3. 연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연구가설 검증의 주된 수단으로서 통계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전시수요면적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AS 9.4를 이용하여 패널 패키지 분석을 통해 추
정하였고, 각각 전시시설간 간섭효과는 Eview 6.0을 이용하여 그랜
저인과 검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시연관산업 집적패턴 분석은 Geocoder-Xr을 이용하여 전시연관
5) 행정자치부, 정부3.0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
   (http://localdata.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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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관광산업의 실제주소를 WGS84 좌표계 기준의 유클리드 좌
표로 변환하여 ArcGIS9.0으로서 표현하였다. 이후 유클리드 좌표화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Ripley의 K-function 확률밀도함수를 적용하였
고, Matlab R2016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몬테카를로 비모수 추정법
(Monte-Carlo Non-Parameter Estimation)을 통해 1,000회의 독립,반복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여 집적패턴과 거리를 분석하였다.

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전시시장에 대한 전시수요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에 

의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수요면적을 추정하는 연구로서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도입부로서 정책적·학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서술하고 전체적인 연구의 범위와 내
용을 소개한다

제2장은 이론 연구 부분으로, 주요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고 그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장은 전시시설과 전시시장, 간섭효과, 전시산업 집적패턴, 소결로
서 주요 용어의 개념 및 이론,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정립한다.

제3장은 본격적인 실증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의 틀을 설계하는 부
분으로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의 전반적
인 흐름 및 방법을 제시한다. 연구 대상에 대한 주요 연구문제 및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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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궁극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4장, 제5장과 제6장은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장으로

서, 크게 전시공급과 정책효과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제4장은 수요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국제, 국내 전시수요면적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전시시장의 간섭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지역별 요인에 따라 간섭효과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에 대한 개별적 논의를 진행한다.

제6장에서는 전시시설을 뒷받침 하는 전시연관사업의 집적패턴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분석틀을 소개
하고 집적패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분한 다음, 3년의 시차에 따
른 집적패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비교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서 진행된 주요 연구에 
대해 제5장과 제6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학술
적 의의 및 한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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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이론 연구

제2장 개념 및 이론 고찰
2.1 전시수요면적 국내외 선행연구
2.2 간섭효과의 개념
2.3 집적효과의 개념
2.4 소결

연구 문제
가설 설정

제3장 연구 문제 및 가설설정
3.1 전시시설의 수급
3.2 유도된 수요의 개념
3.3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 설정
3.4 전시수요면적 함수
3.4 연구가설 설정

실증 분석

제4장 전시수요면적 
      패널모형 추정 제5장 간섭효과 분석 제6장 전시연관산업 

      집적패턴
4.1 분석대상 및 범위 5.1 전시시장 간섭효과 6.1 커널확률밀도 분석
4.2 해외 모형 5.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6.2 집적패턴분석
4.3 국내 모형 5.3 소결 6.3 분석결과

제7장 결론
7.1 연구결과
7.2 연구의 의의
7.3 연구의 한계

그림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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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념 및 이론 고찰
2.1. 전시수요면적 추정 선행연구

2.1.1. 해외 전시수요면적 연구

해외에서 전시면적 수요추정에 관련된 연구나 논문은 찾기 어려우
며, 전시시설의 신규 또는 확충계획시 첨부되는 컨설팅 업체의 실무
적 차원의 보고서나 행정기관에서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일
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컨설팅업체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는 주로 관람객수를 기준
으로 하거나 전시면적 비율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타당
성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시 관람객과 컨벤션 관람객의 구분을 
해놓지 않고 혼재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면적보다 관람객을 
우선시 하는 보고서의 경우 주로 나타난다.

Vancouver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Task Force(2000), 

HVS(2003), City of Minneapolis(2004), PwC(2009) 경우 전시 수요면
적 분석과정은 생략되고 경험상 필요하다고 추정한 면적을 바로 명
기하는 방법론상 한계점을 지닌다. 전시 수요면적 추정의 경우 전시
시설과 컨벤션 관람객 수가 혼재되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거나, 단순한 추세외삽 확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요는 반드시 증가하는 단순한 분석을 적용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임의의 조사자료와 판단을 근
거로 면적이 제기되었으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
고 조사결과가 다른 기관에 검증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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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heny Institute(2002)에서 실시한 PITTSBURGH’S NEW 

CONVENTION CENTER의 경우 전시시설의 건립은 주변의 다른 대
도시와 주변 국가의 전시박람회와 경쟁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지적
하였다. 1989년~1994년까지 5년간 미국과 캐나다 상위 25개 시설중 
10곳이 확장의사를 고려하여 공급규모 설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분석과 차별화를 추구하였고, 확장의사를 가진 전시시설 대부
분 기존의 1차 건립한 전시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확장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 12년간 이벤트수와 전
시수요면적, 참관객을 자료를 바탕으로 6년 간 2번의 평균증가율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한 특징을 가지며, 미국과 캐나다의 전시수요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전시수요와 컨벤
션 수요를 하나로 합쳐 상호 구별되지 않아 혼재됨을 볼 수 있고, 

분석기법은 제시되지 않아 전시수요의 추세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정확한 분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Sanders(2002)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사전 타당성 조사의 방
법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
에 비해 행정기관의 자체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행정적인 영
향이 미칠 수 있기에 결과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생하여 신뢰에 있
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타당성 조사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고, 전시시설의 성과와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 한계임을 밝히고 있다. 

전시수요부문의 경우 기본적인 모형이 없이 대부분 보고서가 방법
론적 측면에서 추세외삽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Illinois economic fiscal commission(2002)에서 실시한 McCormick 

Place Expansion 보고는 기존 존재하는 전시시설의 전시면적 확충 계
획으로 기존의 신규건립 타당성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전시시설의 
최대가동률은 70~75% 임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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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장의 도시별 시장점유율 비율을 토대로 전시시설 확장 면적을 
제시하였으며,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여 년간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미국내 전시시장 상위그룹 도시의 수요면적이 증가하였기 때
문에 전시면적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각 
도시별 최종 확장면적만 제시되었을 뿐, 어떻게 면적이 설정된 것인
지에 대한 과정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전시면적 확장의 기준과 이유
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Brookings Institution(2005)에서 실시한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전시수요면적과 관람객수, 호텔객실 가동률을 비교하며 공급은 늘어
나고 전시수요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관람객은 감소하는 전시시장의 
변화 형태에 대해 지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시계열적 분석을 통
해 전시면적 확충에 대한 효율성이 감소함을 밝히면서 소수의 전시
박람회를 위해 22개 도시의 전시시설 신규 건립계획과 22개 도시의 
전시시설 확충계획은 방법론상 큰 문제점을 지녔으며 잘못된 수요
예측임을 밝히고 있다. 정확한 현실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정교한 수
요모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Crow Maunsell Management Consultants(2005)에서 조사한 홍콩의 
전시시설의 경우도 수요예측 분석과정은 제시되지 않고 필요한 전
시면적을 바로 제시하였다. 공간적으로 같은 면적이라면 작은 규모
의 전시면적으로 분할보다 단일 전시면적이 더 효율적임을 밝히고 
있다. 전시수요면적은 경제적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근거자료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British Columbia Office(2007)에서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의 전시시설 확장비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보인다. 태스크 포스는 전시시설 확장을 통해 
경쟁시설에게 기존 전시수요 잠식을 방지하여 생기는 경제적 이익
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전시시장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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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설 확장이 즉시 진행되고 빠르게 증축해야 함을 강력히 제안하
였다. 그러나 2003년 책정한 확장비용이 주변 어메니티의 조화와 요
구사항이 고려되어 2007년에는 기존보다 예산이 1.6배가 늘어난 문
제점을 제시하였다. 전시시설 확장면적은 수요예측 설명 없이 필요
면적만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07년 이전까지의 타당성 연구는 이벤트수와 전
시관람객 수의 시계열 자료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론적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타당성 보고서에서
는 기존의 연구 방법론적 틀에서 벗어나 전시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을 제시하며, 수요를 추정하려는 변화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Washington DC Economic Patnership(2008)은 전시시설 지역 조닝의 
수요결정요인으로 인구 성장률, 가구소득, 연령대별 인구수, 자가/렌
트 가구율, 가구지출에 따른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 Era(2008)는 전
시수요 결정요인으로 평균가구수입, 근로자수 증가율, 상업발전도에 
따라 전시수요가 결정됨을 제시하였고, 전시시설 주변으로 0~10마
일, 0~30마일, 0~50마일 반경으로 평균가구수입과 가구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추정을 수행하였다.  

두 타당성 보고 모두 수요결정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결정
요인별 영향력과 분석과정은 밝히지 않고 최종수요면적만 제시하여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HLT(2008)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시계열에 따른 전시수요면적을 
기준으로 침체(1~2년)-회복(2~3년)-확장(3~4년)-최고치의 4단계가 반
복되어 나타나는 순환주기 기준으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하나의 전시시장으로 보고 
전시시장에서 이벤트개최에 대한 결정요인을 TSW 리서치 결과를 
인용하며 순위별로 정리하였다. 대표적으로 호텔가격과 품질, 시장
데이터의 접근성, 임금, 호텔객실수, 지역의 전문직 종사자, 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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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설, 공항접근성 순으로 이벤트 개최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 

mbie(2009)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전시시설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시설의 전시면적 증감 특징을 분석하고 뉴질
랜드 전시시장을 예측을 분석하였다. 2개의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수
요예측을 구분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
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전시시장 성장에 비
해 뉴질랜드 전시시장의 성장은 더딤을 분석하였다. 전시면적은 분
석과정 없이 제시되었고 시나리오 별로 예상수입을 분석한 특징을 
지닌다.

PwC(2009)와 San Diego country taxpayers association(2009)는 샌디
에고 전시시설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벤트수, 관람객수, 호텔
객실 이용일수, 전시시설 이용률 자료를 근거로 전시수요가 충분하
며, 2009년 현재 시점에서 2010년~2012년까지 이미 예약된 전시스케
쥴 만으로도 매년 40% 이상의 전시이용률이 가능함을 제시하며 샌
디에고의 전시수요가 충분함을 밝히고 있다. 샌디에고와 주변도시 
전시시설과의 자료 비교와 현재 예약된 스케쥴을 기반으로 하여 단
순자료 비교로서 전시시설 확장의 정당성을 도출하였지만 예약의 
취소가 감안되지 않고 분석기법의 한계로 인해 심화된 분석이 이루
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TCL(2010)이 실시한 캐나다 할리팩스 전시확장을 위한 수요조사
에서는 2,000㎡이상 전시면적을 가진 캐나다,미국을 전시시설 41개
를 대상으로 하나의 전시시장으로 설정하고, 약 8,000㎡규모의 확장
을 통해서 현재 59%의 전시수요가 88%로 증대되는 추정을 밝혔다. 

그러나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으며 분석과정이 없어 최종면적
만 제시되어 검증이 불가능한 한계를 지닌다.

Covec(2010)은 뉴질랜드의 수요결정요인을 이벤트수와 관람객수로 
설정하고 이벤트수를 지역과  외부, 관람객수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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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4개의 지표로서 수요결정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전시면적 이용에 대해 4단계 
규모로 구분하고, 전시주최를 4개(정부, 협회, 민간, 개인)로 구분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전시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
하였다. 특히 소규모 전시시설의 경우 민간회사와 협회의 수요가 
80%를 차지하여 수요결정 요인임을 밝혀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자료와 자료의 구분에서만 그쳤고 실제 면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
가에 대해 심화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PwC(2010)의 연구는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 브리즈번의 전시수
요를 비교하며 호주 전체시장에서 시드니 전시수요를 추정하는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전시수요에서 호주의 전시시장 점유율은 대
폭 감소하였고, 싱가폴과 홍콩 등 해외 주요경쟁 도시의 전시시설 
신규건립, 확장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밝혔다. 시드
니는 1999/2000년 아시아태평양 전시미팅 1위 도시였으나 2005년 11

위까지 하락하였고, 2005년 싱가폴과 비교시 그 격차는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을 발표하였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원인으
로 경쟁 전시시설 규모보다 30~70% 작기 때문에 미팅유치대상이 한
정되어 전시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제시하였다. 

일정 면적규모만 제시만 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현재 시드니 전
시시설의 지금의 비효율적인 전시시설 공간배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대한 사각형 형태 전시시설 배치로서 전시 공간적 효율성을 높이
는 대안을 제시하여 공간적인 문제까지 분석하여 다른 연구들과 차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CSL(2011)은 미국 아이오와주 에임스시의 전시면적 규모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내 주요 전시평균면적은 6,500㎡ 규모이기에 미국
내 평균면적을 에임스시에 적용이 함이 적정함을 제시하였다. 전시
장내 연회장과 판매시설과 같은 전시지원면적의 경우 전시면적대비 



- 21 -

평균 약 38% 면적을 구성함을 확인하여 전시지원면적 구성에 참조
할 수 있도록 단순비교로서 제시하였다. 특이한 점으로 도시내 운동
그룹이 전시 잠재수요임을 주장하나 분석과정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GainingEdge(2013)은 호주 Tasmania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시시설 및 호텔의 신규건립은 향후 잠재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시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부정적인 결론을 제
시한 매우 드문 특징을 지닌다. 기존 호텔의 공간재배치를 통해 전
시기능 마련을 제시하는 등 수요가 감소하는 환경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하였다. 호주는 주변국가와 도시로부터 전시경쟁력이 상
실되고 있음을 실증적인 자료와 분석과정을 통해 밝혔고, 그로인한 
결론으로서 전시수요의 한계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방법론적으로 신
뢰가는 연구로서 차별성을 가진다.

HVS(2015)은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시의 881명의 전시기획가에게 
온라인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전시잠재수요 요인으로 공항서비스, 

여행성수기 기간에서의 호텔객실 확보, 기후요인을 제시하였다. 전
시기획가 인터뷰를 통해 90% 이벤트는 약 5,000㎡ 전시면적으로 수
용이 가능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수요조사로서는 2020년 이벤트수와 
관램객수의 추정을 통해 수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한계점을 지님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해외의 경우 대부분 시계열에 의
한 추세외삽을 이용하여 수요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 브
루킹스연구소의 지적처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기관에서 발
표하는 경제적, 지역적 공식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수
요예측한 기관마다 임의의 분석과 판단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보다 정밀한 수요추정 방법론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는 그간 전시시설 수요예측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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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와 분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담당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요면적 추정모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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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대개막(coex)
(1988)

BEXCO,   CECO
(2001)

KINTEX,   KDJ
(2005)

송도컨벤시아, DCC
(2007~2008)

GSCO, HICO
(2014)

국내 수요면적
총합 추정

지역/권역별
수요면적추정

시설별
수요면적추정

전시수요면적 추정

그림 4. 전시수요면적 추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변화

2.1.2. 국내 전시수요면적 연구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전시면적에 관해 수행된 몇몇 연구와 타
당성검토를 살펴보면, 회귀분석에 의한 국내 전시면적 수요예측 모
형(정창무·김광우·유상균, 2000; 이창현·윤은주, 2006)과 시계열 분석
에 의한 국내 전체 전시면적 수요예측 모형(KDI, KINTEX· 

EXCO·EXCO 2차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07)을 각각 연구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구분없이 국내 실제 전시로 사용된 면적
(전시수요면적)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으며, 수요에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다중회귀모형과 시계열 추세로 분석하였다. 국내 전
시수요 총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에 모형을 통해 지역적 수요는 
알 수가 없다는 공통적인 한계점이 있다.

2011년 이후부터는 회귀분석에 의한 국내 전체 전시면적 수요예측 
모형(김영석·황선의, 2011),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시시설별 전시면
적 예측모형(KDI, 광주 제2차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1), 회귀
분석을 이용한 수도권 전시시설별 전시면적 예측 모형(KDI, 송도 컨
벤시아 제2차 확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2), 시차발생 요인을 적
용한 수도권 전시시설별 전시면적 예측 모형(정지훈, 2013)이 분석되
었다. 전시시설의 수요면적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2000년
도와 비교시 국내 전체 전시수요추정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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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또는 전시시설별로 더욱 세분화 된 수요추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형 설명력은 전반적
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연구들
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정창무,김광우,유상균(2000)은 국가별 전시면적 수요와 국내 전시
면적 수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시시설 건립을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사업타당성의 경우 대부분 시계열에 의한 추세외
삽법 추정이 사용된 것과 달리, 이 논문의 경우 전시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분석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
졌다. 국내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전시시설은 코엑스(개관 10년차)와 
KOTREX(개관 3년차) 정도였던 당시 1998년 시점에서의 분석6)이기
에 때문에 종속변수로는 국내 전시면적 총합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수입액과 국제기구 가입수를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의 무역변수 가운데 수입액이 
전시수요면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였으며, 국제기구 가
입수는 전시수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전시시설이 상품수출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외국 수출업자
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장으로서 활용됨의 시사점
을 도출하여 기존의 시계열 추세외삽법에 의한 추정보다 요인에 의
한 구체적 해석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전시면적 수요결
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수급을 결정하는 실증적인 연구로서 과잉
투자와 과소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전시시설 건립 
검토시 강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KINTEX 신규 건립하기 위해 2001년 당시 실시한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 부분에서 컨설팅 회사가 일부 실무적인 측면의 조사만 실
시하였으며(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2001), PwC(2001)7)가 “고양국제전
6) 1988년 코엑스 개관, 1995년 대전 KOTREX 개관으로 국내 2곳의 전시시설밖에 

없을 때의 전시면적 자료를 이용한 초창기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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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서 제출한 KINTEX(당시 고양국제전시
장)에 대한 수요추정에서는 단순히 서울 시장수요의 40-50%를 점유
할 것이라는 1일 점유면적 기준과 평균 참관객 규모를 임의로 추정
하여 전시면적을 예측하였다. 대규모의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수요추정의 근거로서는 연구자의 선험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진행하
여, 연구자가 임의의 판단과 관련데이터를 추정하여 분석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산업자원부(2002)의 “무역전시장 중장기 수급전망”에 의하면 무역
전시회 개최건수는 2003년 이후 연평균 6.3%의 증가세로 예측하였
으며, 2010년에 전시면적 공급규모는 2001년 규모의 약 2.6배에 이
르는 326,344㎡가 될 것으로 전망하여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초과공급을 초래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상담(2003)의 전시면적 수급전망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하게 2008년까지 공급부족에서 2009년 이후 초과공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년 뒤 산업자원부(2004)가 발표
한 “전시산업 민관합동 T/F 결과보고서”에서 시계열 모형과 회귀모
형 두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공통적으로 시계열에 의한 결과로서 
2009년에 공급부족, 회귀모형으로서 2011년 공급부족으로 예측하였
다. 보고서에는 독립변수가 언급되지 않아 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지
만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2년 만에 기존의 자료와는 상반
된 상황을 전망하고 있어 산업자원부 자체에서 발표한 자료의 신뢰
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공통된 모형이나 독립변수
(결정요인)에 대한 지침이 유명무실하고 과업수행 기관이 일관되지 
않아 평가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이상 제기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현·윤은주(2006)는 선형모형, 2차모형, 지수성장모형, S-모형 
7)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회계법인 Pricewaterhouse와Cooperslybrand의 합병회사

2016년 현재, 국내 멤버펌으로는 삼일 회계법인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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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개의 시계열에 의한 예측모형과 관계요인에 의한 다중회귀모형
과 비교하여 현실에 더 적합한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시
계열 모형은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가정에 
근거하는 반면, 회귀모형은 다른 요인과의 관계성을 밝혀내고 이러
한 관계요인에 의해 예측하기에 전시면적 수요예측에 있어 시계열 
모형보다는 다중회귀모형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8)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연도별 국내 전시시설 수요면적 총합으로 설
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국내총생산(GDP)과 무역규모를 사용하였
다.9) 다중회귀분석 결과 국내총생산은 정(+)의 영향을 무역규모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상으로는 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의심이 발생(VIF 수식값 8.508)하고 t값 또한 낮아
(-0.637) 최종적으로 무역규모 변수를 제외하고 국내총생산 변수로만 
결정된 모형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나타내어 
이는 앞선 정창무(2000)의 연구(수입액)와 차이점이 구별된다.

시계열의 2차모형 결과와 다중회귀모형의 결과값은 비슷한 것으로 
설명 하였지만, 기초데이터 내용을 보면 시계열 자료가 짧고(7개 전
시시설 3곳은 3년만 미만 자료, 1곳은 5년미만 자료) 데이터 절반 
이상이 개관한지 5년미만의 전시시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절대적
인 데이터 수 부족에 의한 결과 값으로 인하여 회귀분석과 별반 차
이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다만 GDP가 전시면적 수요
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여 국내 경제지수 도입에 대한 발판을 마
련하였고,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거래활동이 증가하여 이는 전시시

8) 1991년~2003년 전시수요면적 자료를 이용함(COEX, KOTREX, 여의도, SETEC, 
EXCO, BEXCO, aT센터)

9)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 수식의 값이 5이상이면 변수 간 다
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할 수 있고, 10이상이면 높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
고 판단할 수 있으나 VIF 8.508 수치는 통계 해석상 큰 문제는 없으나 t값이 낮
아 변수 선택에 있어 연구자의 판단에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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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이용면적 증가 및 전시개최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적 
의미를 마련하였다.

KDI(2005)10)는 산업자원부(2004)의 “전시산업 민관합동 T/F결과보
고서”안의 전시공급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유아기,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를 거치는 사이클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로짓
(logit)함수를 도입하고 기존 연구들이 국내 전체 전시면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과 다르게 범위를 수도권 소재 전시시설로 한
정하여 분석하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2005년 공급의 증가로 초과공
급이 발생하지만, 2010년 이후 초과수요가 발생해 추가적인 공급요
인이 없을 경우 초과수요의 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전시시설의 경우 시계열이 짧다는 근본적인 자료의 
한계점이 있으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동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계열 자료의 추세
외삽 오류를 지니고 있었던 이전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KDI(2007~2008)11)의 KINTEX, EXCO, BEXCO 세 개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똑같은 시계열자료로 logit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전체 전시면
적의 수요예측을 하였다. 

KDI(2007)의 “한국 국제전시장(KINTEX) 2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
성조사”에서는 대형전시회를 위주로 개최하는 COEX, BEXCO, 

EXCO가 전체 전시회 개최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반면 중소형 전시위주의 SETEC, aT Center의 경우 
전체 전시회 개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KINTEX 1단계, 김대중컨벤션센터, 창원컨
벤션센터의 건립으로 2005년에 전시컨벤션산업의 수급은 큰 폭의 
초과공급을 기록하였으며 초과공급 추이는 2009년까지 점점 줄어들
10) KDI(2005),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1) KDI에서 실시한 KINTEX(2007.07), EXCO(2007.08),  BEXCO(2008.08) 2차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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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10년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5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초과공급의 폭은 점차 감소하
다가 약 2010년부터 전시면적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2005년 이후 해소된 초과수요현상이 2010년 다시 발생하여 분석대
상기간 동안은 초과수요 상태가 누적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KINTEX 2단계 전시시설이 완공되어 추가적인 공급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초과수요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KDI(2007)의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
사”에서는 KINTEX 1단계, KDJ센터, CECO의 건립으로 2005년에 전
시면적의 수급은 큰 폭의 초과공급 이후 2010년에는 초과수요가 발
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초과공급 추이는 2009년까지 점점 줄어들
어 2010년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추정모
형 하나는  2009년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며 2011년 이후 다른 추정
모형보다 수요가 낮게 추정되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logit함수를 이용하여 성장률이 다른 두 개의 수요예측을 통해 성장
률의 변화를 통해 수요의 추정 차이의 특징을 가진다.

KDI(2008)의 “BEXCO 시설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logit 

분석을 이용하여 국내 전체 전시수요면적을 추정하였고, 이전의 사
업타당성 보고와는 다르게 추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벡스코 
전시수요면적 모형을 따로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종속변수로는 벡
스코 수요면적, 독립변수로는 부산 GRDP와 벡스코 전시회 개최수를 
이용하였고 각각 정(+)의 영향을 주었다. 국내 전시수요 전체에서 
공급보다 수요의 초과가 추정되기 때문에 신규 전시시설 건립의 명
분을 이끌어낸 이전 타당성조사들과는 달리 GRDP를 이용하여 지역 
전시시설 자체의 수요면적을 설정한 첫 타당성조사 사례로서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KDI(2011)의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 29 -

도 KDI(2008)과 같이 국내 전체 전시수요면적을 추정하고, 호남권의 
전시수요면적을 추정하는 모형을 따로 구축하였다. 국내 전체 전시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국내 전체 전시수요면적, 독립변
수로는 GDP로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호남권 전시수요를 알
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는 KDJ센터 전시수요면적, 독립변수로는 권역
GRDP를 적용하였고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시
설의 최대 가동률을 65%로 적용하였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
역시를 하나의 지역으로 호남권역 설정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임의
의 호남권역GRDP를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권역이라는 개념을 설정
하여 변형된 권역GRDP 변수의 도입은 모형의 해석상 문제는 없으
나 향후 타 시도나 다른 전시시설의 변수로 활용시 통계청이나 한
국은행에서 제공하는 GRDP 지표를 바로 적용할 수 없어 전시시설
이 속한 권역GRDP를 다시 추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사용자 입장
에서는 다소 번거로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벡스코(부산)와 
EXCO(대구), CECO(창원)같은 경우 권역GRDP 지표를 설정하려면 
각기 속한 광역 행정구역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 광역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객관적 행정범위 설
정에 의문이 제기될 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이 모형을 통해서는 다
른 전시시설 수요는 추정할 수 없다는 지역적 한계점을 지닌다. 다
만 GRDP 변수 설정시 전시시설별 어느 거리까지 시장점유범위를 
갖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GRDP변수 설정시 하나의 통일된 행정구
역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임을 도출 시킬 수 있다.

김영석(2011)은 이창현(2006)연구에서 GDP와 무역규모 변수간 다
중공선성 문제로 무역규모 변수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에서도 GDP와 무역규모 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 무역
변수를 제외하였고, 따라서 이창현(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2011)은 GDP와 무역규모 변수간 다중공선성(VI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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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무역규모 6.720)을 의문이 생기는 수치로 해석하고 이창현
(2006)연구와 같이 무역규모 변수를 제외하였다. 이후 GDP변수만 사
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무역변수를 제외한 이창현(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창현(2006) 논문에서 무역
규모 변수는 부(−)의 영향을, 김영석(2011) 연구에서는 무역규모 변
수가 정반대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모형상 독
립변수로 제외는 되었지만, 그 해석에 있어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
한 한계점이 있다. 이창현 논문이 발표된 후 시간이 5년정도 흐른 
뒤 분석이기 때문에 무역규모 변수의 영향력의 증감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부호가 정반대로 나온 변수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
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전시시설은 무역상품의 전시 및 교역의 
장이 되는 역할이 목표를 두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변수를 도출하
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연구논문의 무역변수의 부호의 반대로 인하여 
무역관련 경제지표(무역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변수 요인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해야 하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KDI(2012)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
가별 전시공급면적 추정과 국내 수도권 전시면적 수요예측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존연구에서 변수설정의 한계에서 벗
어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경제지표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역지표(수입액)과 지형적 기준으로 국
가별 전시공급면적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경제적 위계에 맞는 전
시공급면적을 판단한 특징을 가진다.

국가별 전시공급모형의 설명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종속변수
로 37개 국가의 국가별 전시면적의 자연로그값을 설정하였고, 독립
변수로는 국제공항수와 수입액, 수입액의 제곱, 섬 더미, 서유럽 더
미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공항수와 수입액 변
수는 전시수요면적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섬더미는 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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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변수와 수입액의 제곱 변수 두 개
를 동시에 적용하여 모형의 설명력과 안정성을 높인 특징이 있으나 
수입액의 개별관측치에서 수입액의 평균을 차감하는(Centralize)방법
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한 수정된 변수이기에 해외 기
관에서 발표하는 수입액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
나 국제공항수와 섬더미의 경우 육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적인 요
소로 교통요인으로 인해 전시시설에 영향을 받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입액의 정(+)의 영향을 미쳐 무역관련 경제지수가 전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수도권 전시수요모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
수는 수도권 전시시설면적, 독립변수로는 GDP, 전시시설 건립면적, 

2002년 더미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SARS 발생 및 조류독감이 
있던 2003년 더미는 부(–)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별로 전시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균형을 이루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수급균형을 이룬 전시시설 면적은 46만㎡이
라고 분석하였다. 

기존 국내 전체수요를 추정하여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하기 때문에 
전시시설 건립 타당성의 명분을 찾은 다른 타당성 연구와는 달리 
송도 컨벤션 확장 사업타당성 분석이었기에 서울 및 수도권 내 위
치한 전시시설 경쟁상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연도별 더미를 통
하여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이 있다. 또한 전시면적 변수를 도입하여 모형의 계수를 통해 수도
권에서 1㎡ 공급면적은 98㎡의 수요면적을 창출하는 분석결과를 얻
을 수 있는 점에서 향후 ‘전시면적의 공급이 얼만큼의 전시수요면적
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전시면적 공급과 수요에 해답이 가능한 부
분으로서 향후 국가 전시시설 공급계획 수립의 중요한 지표와 판단
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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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2012)은 국내 전시수요면적 모형과 수도권 전시수요면적 
모형 두 개를 도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연구와 다르게 
전시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3년전 미리 계획 및 준비단계의 시
간을 두는 현상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GDP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3

년전 GDP를 적용하여 시차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전시수요면적 추정을 위해 종속변수는 국내 실제 전시수요면
적, 독립변수로는 3년전 GDP, 전시면적, 순상품 교역조건(수출단가
지수/수입단가지수), 2002년(월드컵)더미 변수는 정(+)의 효과가, 

1998년(IMF)더미와 2003년(SARS)더미는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시수요면적 추정을 위해 종속변수는 수도권 시설별 실제 
전시수요면적, 독립변수로는 3년전 GRDP, 전시면적, 2002년(월드컵)

더미는 정(+)의 영향을, 1998년(IMF)더미, 2003년(SARS)더미, 2009년
(신종플루)더미는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전시수요면적으로 종속변수는 비수도권 전시시설별 실제 
전시수요면적, 독립변수로는 3년전 GDP, 전시면적은 정(+)의 효과
를, 2006년(조류독감)더미는 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짧은 시계
열로 인하여 설명력이 낮은 점에서 모형으로 해석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수요예측모델에 있어 설명력이 매우 낮다(r square= 

0.665)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설명력 격차가 크
고 사용자 입장에서 경제지표 변수를 대입하기도 어려운 점,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에 같은 독립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비수도
권의 모형의 효과성에 다소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차에 의한 GDP 변수의 적용은 이전 연
구보다 발전된 형태이나, 국가 전체 전시수요와 수도권 전시수요의 
시차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똑같이 움직이지는 것을 연구에서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국내 전시수요 추정과 수도권 전시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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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모두 똑같이 3년 전 GDP, 3년 전 GRDP 시차를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를 추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기준 전시면적 1㎡ 공급은 142㎡의 전시수요면적, 수도권기준 
전시면적 1㎡ 공급은 119㎡의 전시수요면적을 창출함을 알 수 있고, 

이는 KDI(2012)가 추정한 계수보다 결과값이 더 높아 향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요창출의 효과의 증감의 연구를 통해 전시시설공급
계획 수립의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김영선,김봉석(2016)은 우리나라 전체 전시공급면적 총합을 종속변
수로 사용하였으며 추세외삽, Holt지수평활, ARIMA등 시계열 모형 
3개와 다중회귀모형을 포함한 4개의 모형을 서로 비교하며 국내 전
시면적을 분석하였다. 시계열의 경우 김영석,홍선의(2011)의 분석방
법과 내용에서 크게 발전적인 부분이 없고, 안정된 시계열 자료로서 
확인하였는지, 차분 등을 통하여 안정된 시계열로 적용하였는지 연
구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안정화되지 않은 시계열자료로 인한 과
대추정 문제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에서 의문이 제기
된다. 

다중회귀 분석에 있어서도 독립변수로 GDP와 무역변수를 사용하
고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VIF 11)로 무역변수를 제외하였는데 이
는 이창현,윤은주(2006)과 김영석,홍선의(2011)에서 같은 문제로 무역
변수를 제외한 연구결과와 비교시 크게 발전된 점을 찾기 어렵다.  

시계열 자료가 늘어나고 지역별 전시면적이 집계되어 2012년 이후 
다중회귀모형의 변수 요인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국내 연구환경에서 
비교적 가장 후발 연구와 분석임에도 이전 선행연구들부터 발전된 
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여러 모형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과 같이 현실적용에 있어서는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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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정창무,김광우,유상균

(2000)

- 외국바이어가 국내에 상품을 소개하는 장으로서 수입액이 결정요인
- 단순 추세외삽 방법론에 의한 기존 모형과 달리, 독립변수를 통한 

회귀분석으로 국내전시수요 결정요인의 해석을 최초로 도출함
PwC

(2001)

- 단순히 서울 시장수요의 40-50%를 점유할 것이라는 1일 점유면적 
기준과 평균 참관객 규모를 임의로 추정하여 킨텍스 수요를 예측함

- 연구자가 임의의 데이터로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 및 방법론적 한계점
산업자원부

(2002)
- 2010년 전시면적 공급규모는 2001년의 약2.6배 326,344㎡ 전망함
- 장기적으로 초과공급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함

한국기업상담(2003) - 2008년까지 공급부족에서 2009년 이후 초과공급으로 전환 예상함
산업자원부

(2004)
- 시계열모형상 2009년에 공급부족, 회귀모형상 2011년 공급부족 예측
- 산업자원부의 2년 전(2002)발표와 상이한 결과 (용역사가 다름)

KDI 중소기업전시
컨벤션건립사업(2005)

-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수요를 분석함
- 2010년 이후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전시시설 추가 건립 예상함

이창현, 윤은주
(2006)

- GDP가 전시면적 수요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
- 경제규모 확대로 인한 거래활동이 전시시설의 이용면적 증가 및 

전시개최 확대에 영향의 정책적 의미를 도출함
KDI KINTEX 확장 

(2007)

- COEX ,BEXCO, EXCO(대형전시회 위주) 전시비중 높고 증가세 뚜렷
- 중소형 전시위주의 SETEC, aT센터의 경우 성장세가 더딤
- 2010년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KDI EXCO 확장
(2007)

- 성장률이 다른 2개 logit함수를 이용하여 추정 차이를 제시
- 2010년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KDI BEXCO 확장
(2008)

- GRDP와 전시회 개최수가 전시수요에 영향을 확인
- BEXCO 자체의 전시면적 수요모형 구축한 타당성조사 보고

KDI KDJ센터 확장
(2011)

- 호남권역의 전시수요면적을 추정하는 모형을 따로 구축
- 호남권역의 GRDP를 따로 구축하여 변수설정, 향후 GRDP 변수 

이용시 행정구역 범위에 대한 의문제기의 시발점을 제공함
김영석, 황선의

(2011)

- 이창현(2006)은 무역규모가 부(−)의 영향, 김영석(2011)은 정반대로 
정(+)의 영향임, 모형상 무역변수는 제외되었으나 해석의 미비점

- 무역 경제지표(무역규모)의 유의성을 확인해야 하는 정책적 이슈 도출
KDI

(2012)

- 국제 전시공급함수−국내 수요모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기틀마련
- 국가별 비교시 우리나라 경제위계와 맞는 공급량은 46만㎡ 로 분석함
- 수도권 기준, 전시면적 1㎡ 공급은 전시수요면적 98㎡창출

정지훈
(2013)

- 전시수요에 3년 전 GRDP가 영향을 미치는 시차 발생을 확인함
- 전국기준, 전시면적 1㎡공급은 전시수요면적 142㎡ 창출
- 수도권기준, 전시면적 1㎡공급은 전시수요면적 119㎡ 창출

김영선, 김봉석
(2016)

- 연구 방법론과 결과가 김영석(2011)의 시계열, 이창현(2006),김영석(2011) 
의 다중회귀 등 기존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

- 방법론상 사업타당성과 같은 현실 적용은 어려움

표 4. 국내 전시수요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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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분석대상 종속변수 분석모형 독립변수 / (영향)
(adj  )

정창무,김광우
유상균(2000)

국내전체 국내 전시 
공급면적 총합

다중회귀
(0.858)

- 수입액
- 국제기구가입수

(＋)
(＋)

이창현,
윤은주
(2006)

국내전체 국내 전시
가동면적 총합

단순회귀
(0.801)

- GDP
- [무역규모]*

(＋)
(−)

권역별(중부권,
영남권,호남권)

(모형없음)**
단순회귀
(모형없음)**

- GRDP (＋)

KDI KDJ센터 
예비타당성

(2011)

국내전체 국내 전시
가동면적 총합

단순회귀
(r=0.950)

- GDP (＋)

KDJ센터 KDJ 전시
가동면적

단순회귀
(r=0.823)

- GRDP (＋)

김영석,
황선의
(2011)

국내전체 국내 전시
가동면적 총합

단순회귀
(0.928)

- GDP
- [무역규모]*

(＋)
(＋)

KDI
(2012)

국제 37개국 각국별 전시
공급면적

다중회귀
(0.888)

- 국제공항수
- 수입액
- 비대륙(섬)더미
- 서유럽더미

(＋)
(＋)
(−)
(＋)

서울 및 
수도권

수도권 5개*** 
전시 가동 
수요면적

다중회귀
(0.726)

- GDP
- 전시면적
- 2002년(월드컵)더미
- 2003년(SARS)더미

(＋)
(＋)
(＋)
(＋)

정지훈
(2013)

국내 전체
국내 연도별 각각 

전시 가동 
수요면적

다중회귀
(0.905)

- 3년전 GDP
- 전시면적
- 순상품 교역조건
- 1998년(IMF)더미
- 2002년(월드컵)더미
- 2003년(SARS)

(＋)
(＋)
(＋)
(−)
(＋)
(−)

서울 및 
수도권

수도권 5개*** 
전시 가동 
수요면적

다중회귀
(0.868)

- 3년전 GRDP
- 전시면적
- 1998년(IMF)더미
- 2002년(월드컵)더미
- 2003년(SARS)더미
- 2009년(신종플루)더미

(＋)
(＋)
(−)
(＋)
(−)
(−)

비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전시가동면적총합

다중회귀
(0.665)

- 3년전 GDP
- 전시면적
- 2003년(조류독감)더미

(＋)
(＋)
(−)

김영선,김봉석
(2016)

국내 전체 국내 전시
공급면적 총합

단순회귀
(0.964)

- GDP
- [무역규모]*

(＋)
(＋)

* 
**  
***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로 모형에서 제외됨 
연구에서 결과만 제공하고 모형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수도권 5개 전시시설 (COEX, KINTEX, 송도컨벤시아, SETEC, aT센터)

표 5. 국내 전시수요면적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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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소결
선행연구를 통해 해외와 국내의 전시공급면적과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전시시설 
건립의 정책변화에 사업타당성 및 연구별 전시수요면적 모형의 결
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전시수요면적에 관한 결정요인은 전시면적이 가
장 큰 결정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수요면적의 경우 전시면적
이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공급이 이뤄져야 수요가 발생하는 
매커니즘 구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GDP 혹은 GRDP의 경우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의 경우는 GDP와 GRDP는 정
(+)의 효과가 존재함을 기본으로 각 행정구역별 경제지표나 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추가하여 행정구역별 전시수요면적에 대한 해석이 
점차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시시설 간 어느 거리까지 시장점유
범위를 갖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GRDP변수 설정시 일정한 행정구
역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규모의 경우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나 GDP 혹은 GRDP

와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통계적 의미로 변수를 제외한 공통적
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무역규모와 무역을 구성하는 수출과 수입
중 어느 요소가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으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시시설과 관람객을 연결시키는 중개자 역할로서 전시시설 
임차인으로 활동하는 ‘법인의 경제활동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결국 내수경기와 수출경기에 가장 민감하고 경기의 성장과 쇠퇴
의 영향력을 확인이 필요하며 행정구역별 법인의 경제활동력이 전
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으로서 실물경기를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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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전
시수요면적에 대한 지침이나 참고기준 혹은 변수를 정확하게 제시
하지 않아 용역수행 기관마다 임의의 데이터륽 활용하거나 근거없
는 수요추정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국내의 전시시장의 수요추정의 정확성 및 분석의 타당성을 전담하
여 관리감독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연구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하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변수의 구성으로 인한 수요예측의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KDI의 경우 전시시장의 수요추정 부분
에 있어 일정부분은 관리감독 하고 있으나 실제 책임연구원이 바뀌
면 수요추정의 방법론도 달라지는 현상이 존재하였다. 같은 용역수
행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력하는 연구기관에 따라 수요추정 방법론
이 달라지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전
시수요추정의 기준을 분명하게 명문화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구조
적인 문제점이었다.

지자체 마다 각기 다른 수요추정 방법론 및 각기 다른 용역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 가
부를 결정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수요추정의 명문화된 변수의 통일
성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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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섭효과의 개념
행정구역별로 전시시설이 신규 건립됨에 따라 전시시설간 경쟁관

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접한 전시시설과 경
쟁시장인가? 거리에 관계없이 비슷한 규모의 전시시설과 경쟁인가?’ 

에 대한 물음에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전시시설은 무한경쟁이 도래되면서 전시행사의 유치전략, 

차별화, 국제 수준의 전시행사 유치 등 전시시설별 생존을 위한 노
력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그에 대한 평가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각 전시시설에서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에
서 전시시설간 경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전시시설은 전시규모와 관람객과의 접근성, 특화된 전시행사의 유치
를 위해 전시 관계자에게 시설을 홍보하고 유치하려는 생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시설의 노력은 관람객/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구매선
택을 유도한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발전된 모습이나, 중앙정부의 시
각에서는 행정구역별 안정적인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정부 시각에서 ‘전시시설 간 전시시장을 잠식하는 간섭효
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된다면 각 전시시설이 갖
는 시장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그 범위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
안을 고려하여 재정적 우선투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외에서 이러한 관점에 대해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간 간섭효과의 존재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시시설간 간섭효과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으
로서 전시수요 및 전시시설 신규건립에 대한 시장잠식의 대처방안 
등 정책적 대응에 허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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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간섭효과는 전시시설의 면적에 의한 위계, 전시수요면적에 의한 
전시시설별 객단가, 관람객의 구매력 등 각 전시시설별 규모와 현실
에 맞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기에 
현실적인 분석의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간섭효과
를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시계열이 짧은 우리나라 전시시설 역사
로 볼 때 연구의 제약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효과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전시시설의 독립적 운영 강화와 
전시시설 간 균형발전 및 전시시장 범위 파악에 있어서 꼭 필요하
다. 또한 중앙정부의 전시산업에 대한 한정된 재정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전시시설간 제로섬(Zero Sum)게임의 경쟁보다는 전시시설간 간
섭효과를 파악한 뒤 존재여부에 따라 시설별 특화산업의 진행을 위
한 전시산업 지원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중
앙정부의 경우 간섭효과의 파악으로 전시시설간 효율적인 관리감독
과 조정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
는 것은 간섭효과가 가진 강력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향후 해외 
전시시설과의 경쟁으로 국내 전시정책 기조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시시설 간 간섭효과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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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집적효과의 개념
집적효과는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을 가르키는 현상으로 경제 이

론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전시산업 집적의 외부효과(agglomeration 

external effect)는 도시내 산업과 경제활동이 전시․공간적으로 집적함
에 발생하는 효과로서 전시수요를 촉진한다. Marshall(1920)은 집적
경제의 원천으로 정보의 파급(information or knowledge), 지역내 비교
역적 요소(local non-trade inputs), 숙련 노동자의 충분한 공급(local 

skilled labor pool)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정보의 파급으로는 집적을 통해 정보 상호접촉이 용이해지게 되고 
이러한 상호 접촉은 암묵적인 정보(tacit information)의 교류를 통해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전시산업의 경우 이와같은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의 전시참여자들이 늘수록 보다 경쟁력있는 정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상호접촉을 극대화하여 지역내 모든 전시참여자
들의 정보수준이 향상되는 외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전시시설과 전시연관산업의 경우 전시산업의 집적을 통해 전문적 
인력의 풍부한 노동시장은 가용 가능한 노동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어 노동력을 확보에 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노동력의 수급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며 이것은 집적의 외
부효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지역내 비교역적 요소는 임계점 이상의 기업수가 집적을 해야 전
문 투입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비분할성(indivisibles)의 특징 때문에 
동일 산업군의 기업수가 증대되어 밀집될수록 공간내 기업의 생산
성이 높아져 개별 기업의 부담비용은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이러한 집적효과가 실제 전시시장에서 집적효과가 발생하는지
를 분석하는 것은 전시연관산업의 입지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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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3.1. 전시시설의 수급

전시시설
사업자

수출경기

전시시설
임차인

관람객,
바이어수요

공급

내수경기

정부
무역정책

커플링 현상

디커플링 현상

수요

공급

지자체
정책

그림 5. 전시시설 수급 개요
전시시설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전시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전시수요는 전시공급과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시시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를 이론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본모형으로서 전시시장의 수요·공급 요인을 
찾고, 그에 의한 전시면적 수요함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전시시설 수급은 전시시설 사업자인 공급자와 법인, 단체, 기관 등
의 전시시설 임차인, 관람객·바이어와 같은 수요자로 구성된다. 각각
의 특성을 파악하여 영향력을 구분하는 것은 수급시장을 보다 정밀
히 분석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쟁 및 상호작용을 통해 전시시장의 
균형을 이루게 되며 전시수요면적의 총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람객과 바이어의 소비지출 증감에 따라 한
국의 수출품의 구매량이 변하면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임차인의 수
도 변하며, 전시시설 사업자는 임차인의 증감으로 시장의 수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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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한 후 시설의 확장 및 공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
서 관람객의 수요, 임차인의 수요, 공급자의 공급여건에 따라 전체 
전시시설의 공급이 결정되며, 이는 곧 각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따라 공급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3.2. 유도된 수요(Induced Demand)의 개념
유도된 수요란 공급이 먼저 증대된 이후, 수요가 증대되는 현상으

로 이는 경제학에서 다뤄지는 수요·공급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 새로운 도로 혹은 철도망을 추가로 계획할 때 미래의 
교통량 증가를 예측하고 이를 평가하는 논거로 주로 이용되어 왔다. 

Bressey(1938)에 의해 유도된 수요의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Lewis(1982), Mogridge(1990), Leeming(1996)을 거치면서 추상적 개념
이 실제 도시공간에서의 적용 및 정책적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
면서 현실에서 유도된 수요가 발생되고 있음을 검정하였다. 

Lewis와 Mogridge는 현실에서 도로의 새로운 공급이 발생하면 새
로운 수요는 단기적 효과로서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통행 비용이 감
소함에 따라 공급이전에 통행하지 않던 자도 선호하는 시간에 통행
하는 등 변동이 생기며 수요·공급이론의 틀 속에서 수요곡선의 기울
기가 변화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기적 효과로서 도로의 새로운 
공급을 통해 도로 용량이 증가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며, 그
로인하여 통행수요가 증가하고 주변부가 개발되자 고용의 증가로 
선순환적 피드백으로 더욱 도로 주변으로 수요가 증대되며, 수요·공
급이론의 틀 속에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새로이 공급된 도로에 새로운 수요 통행이 증대됨을 실증적 분
석을 통해 유도된 수요를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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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도된 수요는 전시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전시사업
자가 전시시설 확충 및 이전 시설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는 시설 고
도화를 추진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전시시설 수요가 포화가 될 때까
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전
시시설의 전시연관산업이 포함된 전시클러스터 구성의 입지적 특성
으로 인해 집적 외부효과를 통해 유도된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산업의 유도된 수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별 전시시설이 건립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주
로 법인이 임차하여 전시·판매 하였던 전시시설에서 기존 전시시설
의 이용에 소극적이던 지자체 산하기관 및 직능단체, 유관기관과 협
조기관 등 과거 임차 등의 한계로 전시시설을 이용에 주저하였던 
유관기관이 전시시설을 더욱 활용하게 됨으로서 유도된 수요가 발
생하고, 이에 따라 전시사업자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등 정(+)의 영향을 통한 선순환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유도된
전시수요

전시공급의
증가

P0

Q0

P1

Q1 Q2

그림 6. 전시공급 증대에 따른 유도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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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6>과 같이 전시공급이 증대되면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인하되고 전시수요면적은 Q0에서 Q1으로 증대되게 된다. 하지만 전
시시면적의 유도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유도된 수요로 인해 
추가적으로 전시수요면적은 Q1에서 Q2로 증대되게 되는 반면, 가격
은 P1에서 P0으로 다시 상승한다. 결국 Q1까지의 전시수요면적의 변
화는 전시면적 공급의 증가에 따른 가격인하로부터 기인하게 되며, 

Q1에서 Q2까지의 전시수요면적 변화를 유도된 수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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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 설정
도시 공공서비스(urban public service facility)는 Samuelson과 

Musgrave가 주장한 공공재 이론을 통해 규명된 공공재 특성을 기반
으로 하여 인구․지리적 특성의 ‘공간’개념을 추가하여 발전시켰다(김
헌민, 2004). 전시시설은 도시 공공서비스 공공재에 속하며 도시라는 
지리적․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전시시설의 규모 및 성격이 결정된다. 

전시시설의 외부효과는 전시시설 입지로부터 거리가 증대됨에 따
라 감소하기 때문에 관람객과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 즉 어느 곳
에 건립할 것인가에 대한 입지선정(location)은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김헌민, 2004). 전시시설의 입지 공간에 따라 관람객의 방문 동선과 
이동소요시간에 의한 지불용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시수
요의 고찰을 통해 전시시설 입지, 관람객의 전시시설 선택속성, 전
시규모 같은 시설요인과 지역내 사회·경제적 여건에서의 메리트 재
화(merit goods)를 통해 지역경제규모에 의한 기본적인 전시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Logan과 Schneider(1981)이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의 수요변
수로는 사회·경제적 변수, 경제활동, 인구밀도로서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수요의 기준에서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행정
구역별 경제활동규모, 수출과 수입의 국내외 시장 변화, 실제 기업
들의 실물경기 체감 등의 경제지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세분화하여 
전시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전시수요를 전시수요면적으로 대리
하여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요인’과 전시시설 선택속성의 ‘시설요인’을 파악하여 전
시수요면적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전시행사는 ‘관람객과 판매자가 진열된 상품 및 서비스를 서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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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교류(interaction)를 통해 현재 혹은 미래의 시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기관이 조성해주는 일시적이고 시간에 민감한 시
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morrow 2002). Luckhurst는 상호교류는 전
시행사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함을 주장하
고 있으며, 김돈유(2004)는 전시행사는 세계적으로 주요한 마케팅 수
단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원동력은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시장 안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품의 내용과 속성
의 제한없이 실물 및 견본을 활용하여 모든 제품과 품목을 한자리
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시설의 어느 속성이 상호교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수요 파악을 위해서 관
람객과 판매자간 상호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 파악이 중요하며, 그 공간은 기본적으로 전시면적이 대변될 수 
있다.  전시면적은 ‘전시행사 규모’와 그로인한 ‘전시행사 유치여부’

를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관람객과 판매자간 상호작용 결과로
서 전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임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시설요인으
로서 전시면적은 공급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수요가 발생되는 유도
된 수요가 작용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경제요인 가운데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 재산 등 기존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 전시수요 추정모형을 통해 국제 수요결정요인을 살펴보고 그 
변수를 토대로 국내로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요인에 의한 수요면적 결정요인은 전시행사 개최와 규모 확대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이창현, 2006), 선
행연구에서 고려했던 경제적 요인의 독립변수와는 달리 전시시설 
실무자의 경험과 공인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고려하지 못했
던 새로운 경제지표를 찾아 분석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전시행사 개
최건수 및 규모 확대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GDP 혹은 GRDP’와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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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와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통계적인 문제로 확실하게 결론으로 
이끌지 못했던 무역변수, 그리고 지역내 법인의 경제활동력을 독립
변수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시면적과 GDP, GRDP는 선행연구의   
발표한 자료에서 전시수요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이었기에, 이미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이창현,윤은주, 

2006; KDI, 2012). 전시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설정을 위해 실
무자의 선험적 경험을 변수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 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15년 이상 전시시설을 운용한 실무자들의 
선험적 의견을 변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전시시설 운영과 스
케쥴 관리를 경험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실무경험의 
노하우가 반영된 변수를 설정하였다. 

관람객이 선호하는 전시시설의 경우 대개 2년 전부터 예약이 마감
되고 있고 일반적인 전시시설의 경우 전년도 10~12월이면 이미 예
약이 마감되고 있다. 특히 방학과 같이 선호하는 기간이 중첩되어 
전시행사가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전시행사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열리는 전시시장만의 독특한 시기
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경제지표로 설정하는 독립변수들의 시차
는 t-1기로서 기준을 삼게 되었다. 

3.3.1. 전시면적
김돈유(2004)는 전시시설 임차인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재이용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시시설 규모(전시면적)’는 전시시설 선택속
성 요인분석 결과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임차인의 전시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시면적은 
KDI와 정지훈의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적용되었으며, 전시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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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결정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KDI, 2012; 정지훈, 2013). 이
와같이 전시면적 변수의 적용은 ‘전시면적 공급’이 선행되어야 ‘전
시수요’가 발생하는 전시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시면적은 단순히 규모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타 전시시설과의 비
교우위의 경쟁력으로 대변되며, 대·중·소로 구분된 전시장 규모는 전
시행사 진행의 필요면적 범위에 따라 전시회 유치의 가·부가 결정된
다. 개최되는 전시행사의 지속 여부에 따라 전시시설의 성격 및 속
성이 구분되기 때문에 전시면적 자체가 전시행사 규모와 전시시설 
속성을 구분짓는 경쟁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3.3.2. GRDP
행정구역별 경제규모가 증대될수록 산업간 경제활동이 증가되어 

승수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전시행사 개최건수의 증가 및 개최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전시수요면적에도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창현,윤은주, 

2006; KDI, 2011; 김영석,황선의, 2011; 정지훈, 2013; 김영선,김봉석, 

2016) 또한 GDP와 GRDP가 전시수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과
거 산업자원부 보고서의 수요예측 모형을 통해 전시수요면적에 미
치는 영향변수로 검증되는 등 유의성이 높은 변수임을 그간 선행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처럼 GDP 전체를 적용 기존
연구와는 달리, 통계청의 GRDP 가운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의 산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청의 GRDP 경제
지표에서 정확히 구분되어 자료구득이 쉬운 장점을 가진다. 또한 통
계청 자료는 총부가가치,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 5가지로 나뉘는데, 실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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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부분이
기 때문에 전시수요면적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설정할 수 있다.

3.3.3. 수출금액
우리나라 전시수요는 제조업 기반의 상품을 해외로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장
으로 전시시설은 수출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시행사
는 무역거래를 촉진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산업자
원부, 2002), 무역은 전시수요면적과 정(+)의 관계임을 유추 할 수 
있다. 즉, 무역규모가 커지면 국내 전시수요면적 역시 증가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무역규모는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무역규모 변수가 GDP

혹은 GRDP와 통계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모형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이창현,윤은주, 2000; 김영석,홍선의 2011; 김영선,김봉석, 

2016) 무역변수의 단회귀분석은 정(+)의 결과를 확인하였기에 전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진흥의 목표아래 건립된 전시시설의 목적상 무역관련 경제지
표에 대한 변수확인은 전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수
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지자체에서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등  
전시시설 건립의 명분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무역을 구성하는 수출액과 수입액 중 선행연구에서는 수입액이 전
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으로 변수를 설정하였으나(정창무,김광우,유상
균, 2000; KDI 2012) 전시시설 운영 실무자들의 선험적인 노하우와 
수출증진을 위한 정부의 전시시설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수출액을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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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법인의 부가가치세액
전시시설은 ‘소비자와 판매자간 거래를 촉진시키는 시장

(marketplace)’이기 때문에(Morrow, 2002)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
치는 ‘전시행사 건수’와 ‘전시행사 규모’는 결국 법인 상호간 또는 
법인과 소비자간 경제활동 및 거래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이창현, 2006). 전시시설내 상품박람회 및 무역전시회를 주최하
고 수출상품을 전시, 판매해야하는 전시관계자는 결국 법인이다. 대
부분의 선행연구는 관람자의 선택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나(김봉석, 

2003) 법인의 지역내 경제활동 규모에 따라 전시회 구성 및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GDP와 GRDP, 무역거래 뿐 만 이 아니라 
지역내 법인의 경제활동 규모는 전시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전시시설의 경우 법인의 광고와 홍보를 통해 촉진활
동 및 판매성과와 제고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Bonoma, 1983) 이
는 지역내 경제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법인의 경제활동 규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서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을 설정하였다. 

부가가치세액으로 설정한 것은 법인이 전시시장 및 전시연관산업
에 미치는 영향력을 법인세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경우 A는 시장에 1,000의 거래와 100의 이득, B

는 200의 거래와 100의 이득을 얻을 시 A와 B 둘다 100이란 소득이 
과세표준이기에 법인세는 같다. 과세세율은 회사마다 다르나, 거래
간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법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법인세보다 부가
가치세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 

 법인세의 기준보다는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준일 경우, 법
인이 전시수요면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경제적 영향력을 대리할 수 있는 변
수로서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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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시수요면적 함수
앞에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없듯이 해외와 국내 모

두 전시시설의 수요와 공급 함수에 대한 이론적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다. 국내 연구의 경우 각각 시설의 가동률 100%와 전시면적을 
곱한 결과의 총합을 전시공급면적으로, 각각 시설별 실제 가동률과 
전시면적의 곱한 결과의 총합을 전시수요면적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방법으로는 그 결과값이 전시수요를 대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를 이룬 것인지 확인
할 수 없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방법론으로는 ‘전시면적’ 독립변수가 
공급과 수요에 동시에 적용되는 한계점, 즉 ‘전시면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전시면적이 공급과 수요에 동시에 적용되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로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해석이 혼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한 논문 
안에서도 공급으로 해석하였다가 다시 수요로 해석하는 등 전시시
설의 수요와 공급의 모형이 정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이 존
재하였다. 따라서 전시시설의 수요와 공급 함수의 도출을 위해 
Beals(1972)의 수요, 공급함수를 적용하였다.  Beals는 공급함수와 수
요함수 식(1), 식(2)를 설정하고 양변에 내생변수인 가격()을 매개
변수로 연립방정식을 형성하여 균형수요함수를 도출하였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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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과 식(2)이 서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매개변수인 가격()를 기준으로 식(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립
방정식을 통한 수요함수 도출하여 식(3)의 가격( )을 식(2)에 적용
하면 균형 수요함수는 식(4)와 같은 형태로 정리된다.

          







           (4)

본 연구의 전시시설의 균형 수요함수도 Beals와 같은 과정으로 도
출 한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함수에 있어 부동산 분야에서는 일반적
으로 임대료는 내생변수로 해석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
지로 전시임대료를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이용한 균형
수요 함수일 경우 가격()은 연립방정식의 연결을 위한 매개변수로 
설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즉,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전시임대료는 직접적인 독립변수로 적용되지 
않으며, 매개변수 형태로 치환되어 적용함을 가정으로 진행한다. 전
시공급의 식(5)와 전시수요의 식(7)에서 매개변수인 전시임대료를 이
용하여 균형수요함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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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는 (전시공급), 식(7)은 (전시수요)를 나타낸 것으로, 일
반적으로 (전시임대료)는 공급함수에서는 정(+)의 영향, 수요함수
에는 부(−)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 할 수 있다. 

공급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시면적), (가동률)로서 
파악할 수 있고, 수요함수에서는 앞서 독립변수를 규정한 바와 같이 
전시면적, t-1기의 시차로서   (GRDP),   (수출금액),   (법
인)의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식(7)을 전개한다. 

                     
                            (8)








                     (9)

    

            






        (10)


 






  

           




 





  (11)

식(8)에서와 같이 전시 공급과 전시 수요가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
할 때, 식의 전개를 통해 식(11)을 도출 할 수 있다. 식(11)과 같이 
전시시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할 때, 전시시설 수
요함수는 전시면적, GRDP, 수출금액,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에 정(+)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균형 전시수요면적을 도출한 식
(11)을 기반으로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시정책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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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사건, 더미변수들을 포함하면 더욱 현실에 근접하는 전시시설 
수요함수를 도출이 가능하다.

3.5. 연구가설 설정
앞의 전시정책과 전시수요에 관련된 개념 및 이론 고찰을 바탕으

로 공공에 의한 전시시설 공급이 대한민국 전시발전 정책 본연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가하는 연구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전시수요면적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존 연구는 주로 주변 전시시설
의 수요추정에 대한 시계열 증가분에 의한 분석 및 외삽에 의한 시
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 즉 과거추세연장에 의한 수요추정 효과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같이 한정된 대상과 범위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시계열 추세
에 대한 분석을 기준으로 국내 전시공간 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엔 논리적 비약이 따를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에서 확장시키지 않았던 문제를 중심으로 전
시시설의 수요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전시연관산업의 집적패턴에 변
화를 분석하여 전시시설의 수요,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의 집적 패
턴변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연구문제와 이론적 논의로부터 기존 연구의 한계를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다음의 6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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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1)

무역의 수출과 수입 중 어느 요인이 전시수요면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가설 
(1-1)

수출액은 해외와 국내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수입액
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정창무, 2000; KDI, 2012). 전시수요면
적의 요인을 수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물론 국가별 수출과 수요
는 증감의 형태가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나 수출과 수입 중 어느
요인이 전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인지 확인된 바가 없어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전시시설은 무역증진 정책 및 국가적 광역적 경제목표 및 공급방
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나 각 지역적 경제구조 특성 및 경제활성
화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기존 서울과 부산에 집중된 전시시
설 형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별로 건설 될 정도로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전국 통합 단위의 전시면
적 수요추정 모델과 주로 GDP와의 관계로 진행하여 유형간 비교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시면적 수요를 크게 광역별로 
구분하고, 광역별 전시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지자체별로 대대적으로 전시시설 건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을 앞둔 상황이어서, 전시면적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찾아 지자체별 유리한 조건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전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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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2)

법인의 경제활동은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친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가설 
(1-2)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은 전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행정구역내 법인의 경제
적활동과 법인간 거래 활성화, 법인과 소비자간 경제활동이 전시수
요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법인세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 할 수 
있으며 거래 및 영향력에 대해 좀더 면밀히 검토 할 수 있을 것이
다. 법인은 결국 전시시설의 임차인으로서 소비자와의 거래를 활성
화 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경제활동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 보다는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준일 경
우 단순히 법인의 이윤에 대한 영향력이 아닌 거래를 통해 시장에
대한 기여도로서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영향력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서 법인의 부가
가치세액은 전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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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3)

국내 전시시설 혹은 전시시설이 입지한 행정구역 상호간 
간섭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인가?

연구가설 
(1-3)

인접한 전시시설간 서로 간섭효과가 존재하며, 전시수요면
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시시설은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창출되는 유도된 수요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전시시설 건
립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국가 전체 기준의 수요추정을 함에 있어, 

전시시설간 간섭효과와 전시시장 수요와 점유율을 잠식하는 경쟁시
장으로서의 영향력 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
한 학문적 고찰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시시설 상호간 전
시수요면적에 미치는 간섭효과의 존재여부와 그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간섭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공간적으로 인접
한 전시시설간의 간섭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전시시설 생존전략 계
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연구가설로서 서로의 간섭효
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시수요면적을 4개로 형태로 구분하여 행정구역별, 전시시설별로 
간섭효과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1)서울 내에 입지한 전시시설간 
간섭효과. 2)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입지한 전시시설간 간섭효
과. 3)광역 행정구역별 간섭형태. 4)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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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2번의 연구는 우리나라 전시연관산업의 각 업종별 하위
분류의 집적 또는 분산의 강도와 그 공간적 범위를 측정하고, 각 산
업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산업활동의 분포패턴의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 절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문제 
(2-1)

전시연관산업과 관광산업의 집적차이가 발생하는가?

연구가설 
(2-1)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강도는 관광산업 집적강도보다 
더 높을 것이다. 

각 산업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연관산업은 상위분류인 관광산업 입지보다 공간적으로 집적한 
산업인가? 분산되어 있는 산업인가? 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커널확률
밀도 함수의 계산을 통해 커널확률밀도 곡선을 구하고 포괄적 신뢰
구간과의 비교로서 시각화 하고자 한다. 커널확률밀도곡선을 통해 
분석한 각 산업별 집적 및 분산패턴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2)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시연관산업은 집적하는가? 분산하는
가?

연구가설 
(2-2)

지자체별 전시산업 수요증가와 전시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강도는 낮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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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관산업의 입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적패턴을 보일 것인
가? 아니면 분산패턴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서 커널확률밀도 
곡선의 패턴변화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패턴의 분석을 통해 전시
연관산업에서 기업간 집적효과, 즉 집적 외부효과 발생하는 임계거
리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이 입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3)

전시연관산업을 구성하는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
비스업은 상호간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지의 집적과 분산 패턴의 추세도 업종간 같은가?

연구가설 
(2-3)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은 전시연관산업 내 
상호간 밀접히 연계된 산업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입
지의 집적 혹은 분산 패턴도 같은 추세 일 것이다.

전시연관산업을 구성하는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적 혹은 분산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추
세인가를 검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동종 산업이기에 입지
패턴이 같은 형태의 변화라면 정부의 지원정책과 공간정책 설정 또
한 다르지 않아도 되나, 같은 업종이더라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입
지패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지원정책과 공간설정 방향 또한 
업종별로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가 전시클러스터 형
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 입지형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업종별 전시클러스터 공간정책 설정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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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시수요면적 패널모형 추정
4.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시면적의 수요면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은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3년부터 2008년이다12).

국제 모형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 UFI에서 제공하는 2011년 실내
전시면적을 기준으로 각종 경제지표는 Knoema에서 제공하는 World 

DATA로 작성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발간되는 정부나 경제기관 보
고서, 언론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경제 데이타를 제공한다. 

Knoema에서 제공하는 World DATA를 이용하였으며, 37개국의 경제
지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국내 모형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제공하
는 1988년~2015년의 가동률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지표는 통계청에
서 제공하는 GRDP중 지역내순생산총부가가치, (시도)수출금액(백만
원), (시도)법인 부가가치세액(백만원)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2요인 확률효과모형

2요인 고정효과모형

1요인 확률효과모형

1요인 고정효과모형

Hausman
검정

BP검정

Hausman
검정

패널
데이터

Pooled
regression

not

그림 7. 패널 효과모형 검정 개요

12)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2003년부터 2008년까지로 한정한 것은 자료의 한계 때문
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2.2절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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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데이터 통계 프로그램인 SAS 9.4와 Eview 6.0 이용하였고, 

좌표데이터로의 변환은 GeocodingTool6.4를 이용하였으며, ArcGIS9.0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2015년 12월 기준, 4개 시설 제외)

권역 전시시설명 자료구축
개시연도

전시
면적(㎡)

컨벤션
면적(㎡)

비고 (㎡)

수도권

서
울

COEX 1988년 36,007 11,568 2000년 증축 15,291
SETEC 1999년 7,948 816 -

aT Center 2002년 7,422 1,610 -
KINTEX 2005년 108,566 13,303 2012년 증축 54,591
Songdo

Convensia
2009년 8,416 2,154 -

소계 168,359 29,451 -

충청권
(대전)

KOTREX 1995년 4,200 0 -
DCC 2008년 2,520 4,862 -

소계 6,720 4,862 -

광주권
(광주)

KDJ Center 2005년 12,027 4,111 2013년 증축 2,955

소계 12,027 4,111 -

경북권
(대구)

EXCO 2001년 22,159 5,134 2011년 증축 10,543

소계 22,159 5,134 -

경남권
(부산,
창원)

BEXCO 2001년 46,380 8,723 2012년 증축 13,197
CECO 2005년 7,827 2,784 -

소계 54,207 11,507 -

총계 263,472 55,065 -
자료: 분석대상에서 4개 전시시설(GUMICO, GSCO, HICO, ICC제주)은 제외함

표 6. 국내 전시시설 중 본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대한민국 전시시설의 전시수요면적이다. 보
다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국내 전체 전시시설을 대상으로 하나 2010

년에 개관한 GUMICO(구미), 2014년에 개관한 GSCO(군산) HICO(경
주), ICC(제주)는 제외한다. 위 4개 시설의 경우 국내 전시시장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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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은 2.62%로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으며13), 개관한지 2

년~4년의 전시자료는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국내전시수
요 균형패널 자료를 구성하기 위한 분석기준인 2008년~2014년에 개관
하지 않거나 기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주의 경우 지역적, 접근성, 경제 의존도 등 내륙과 차이점이 많기에 
분석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제외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계열 자
료가 쌓이고 전시시설의 경영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2015년 기준, 4개(GUMICO, GSCO, HICO, ICC제주) 전시시설의 전시가동면적 
총합계는 1,390,035㎡로서 국내 총합계 53,029,109㎡의 2.62%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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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시수요면적 모형

4.2.1. 해외 전시수요면적 모형

연구가설 
(1-1)

수출액은 해외와 국내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전시면적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시면적 공급량
을 각국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각
국 연도별 공급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이나 자료는 존재하
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구득 가능한 자료 중, 전시관련 이슈와 정보
를 집계하는 UFI(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에
서 2011년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각국별 전시면적을 확인할 수 있
다. 

UFI의 2011년도에 발표한 ‘The 2011 World Map of Exhibition 

Venues’을 통해 100,000㎡이상 면적을 가진 37개국 전시면적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전시면적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시면적은 280,190㎡로서 100,000㎡ 이상의 
전시면적을 가진 37개 국가 중 18위 규모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4,755,102㎡), 일본(345,763㎡)에 이어 3번째 규모의 전시면적을 확보
하고 있다. 아시아 전시면적은 2006년 대비 38% 증가하여 2011년 
660만㎡의 전시면적을 확보하여 세계 전시면적 연평균 2.3% 증가 
대비 가파른 성장세임을 알 수 있다.

전시 선진국들의 전시규모가 세계 전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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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인구 및 국가 경쟁력에 의
한 전시시장의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시규모 비교로서 절대
적인 국가 전시경쟁력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국제적인 대규모 전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면적 임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전시면적 규모는 국제적인 전시행사 유치여부에 영향을 미친
다.

순위 국가 면적 (㎡) 비율(%) 순위 국가 면적 (㎡) 비율(%)

1 USA 6,712,342 20.6 21 Australia 257,990 0.8 

2 China 4,755,102 14.6 22 Czech Republic 252,700 0.8 

3 Germany 3,377,821 10.4 23 Greece 223,400 0.7 

4 Italy 2,227,304 6.8 24 Sweden 217,060 0.7 

5 France 2,094,554 6.4 25 Denmark 216,070 0.7 

6 Spain 1,548,057 4.8 26 Singapore 203,600 0.6 

7 Netherlands 960,530 2.9 27 Thailand 200,174 0.6 

8 Brazil 701,882 2.2 28 Iran 198,980 0.6 

9 United Kingdom 701,857 2.2 29 South Africa 178,432 0.5 

10 Canada 684,175 2.1 30 UAE 177,000 0.5 

11 Russia 566,777 1.7 31 Portugal 163,690 0.5 

12 Switzerland 500,570 1.5 32 Argentina 137,929 0.4 

13 Belgium 448,265 1.4 33 Finland 133,850 0.4 

14 Turkey 433,904 1.3 34 Serbia 126,174 0.4 

15 Mexico 431,761 1.3 35 Hungary 119,000 0.4 

16 Japan 345,763 1.1 36 Ukraine 105,018 0.3 

17 Austria 287,475 0.9 37 Slovak Republic 100,906 0.3 

18 South Korea 280,190 0.9 38 100,000㎡이하 국가 1,952,896 6.0

19 India 278,010 0.9 합계 32,5569,276 100

20 Poland 268,068 0.8 

UFI(2011), “The 2011 World Map of Exhibition Venues” 내용 중 자료 재구성

표 7. 국가별 전시면적

37개 국가의 평균 전시면적은 827,470㎡이며 최대 전시면적을 보유
하는 국가로는 미국으로 6,712,342㎡로서 우리나라 전시면적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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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배의 전시규모이며, 2위의 중국은 4,755,102㎡로서 우리나라 전
시면적 기준으로 약 17배의 전시규모를 보인다. 

미국(20.6%), 중국(14.6%), 독일(10.4%), 이탈리아(6.8%), 프랑스
(6.4%)와 같이 순위 상위 5개국의 총 전시면적은 19,167,123㎡로 전체 
전시면적의 58.9%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전시면적은 23,763,624

㎡로 전체 전시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넓은 전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이 성숙된 
국가일수록 무역에 의한 수출입의 영향이 크며 국가의 경제활동 및 
산업 구조, 무역의 진흥이 전시산업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
획(2014)에서도 전시산업은 무역진흥 뿐 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
가 큰 산업임을 강조하며 2011년 기준 국내전시회의 수출창출효과는 
약 260억불 수준이며 생산파급효과는 약 4조 8천억원, 고용파급효과
는 약 3만 7천여 명으로 전시산업의 육성으로 무역활성화 및 내수 진
작, 일자리 창출, 관광수지 개선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불)

전시회 국가 2009 2010 2012

Reed Exhibition United Kingdom 1,117 1,120 1,447

GL Events France 1,001 1,078 1,135

United Business Media United Kingdom 496 654 742

Messe Frankfurt Germany 461 513 524

Messe Dusseldort Germany  412 413 451
산업자원부(2014),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 제9차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표 8. 국제 5대 전시사업자 매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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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시회는 독일, 영국 등 유럽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5

대 전시사업자는 독일(2개), 영국(2개), 프랑스(1개)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규모 국제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시면적을 기반으로 독일은 
‘세계 100대 전시회’의 70%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이 전시면적을 급격히 확대하자 이들 기업들은 신규투자의 50%를 
對중국 투자(獨)하거나 LED China 등 중국 전시회 인수(英UBM)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 확대하는 등 전시면적의 확장이후 급격히 커지
는 국제전시회의 유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개별 전시면적을 비교한 <표 9>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KINTEX는 104,000㎡ 전시면적으로 국제 단일 전시면적 상위 50순
위 중 4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10위의 전시 규모
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단일 전시면적이 가장 넓은 킨텍스와 비
교시 세계 1위의 독일의 Messe Hannover는 4.6배의 규모이다. 

유럽 전시회의 경우 해외업체/바이어 평균은 586개/20,257명인 반
면에 한국 전시회의 경우 210개/1,207명으로 해외 업체와 바이어가 
적어 국내기업들은 해외전시회 참가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10만㎡ 이상 전시회는 독일 56개, 중국 14개, 이태리 
11개, 미국 7개이며 한국은 2개 뿐이며, 국내 전시회는 95%가 3만㎡ 
미만의 전시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14)

14)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 전시산업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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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 (2011년 기준) 도시 국가 면적(㎡) 유럽 북미 아시아

1 Messe Hannove Hanover Germany 466,100 1
2 Messe Frankfurt Frankfurt/Main Germany 345,697 2
3 Fiera Milano (Rho Pero) Milano Italy 345,000 3
4 Pazhou Complex Guangzhou China 338,000 1
5 Koelnmesse Cologne Germany 284,000 4
6 Messe Duesseldorf Duesseldorf Germany 262,704 5
7 Paris Nord Villepinte Paris France 241,582 6
8 McCormick Place Chicago USA 241,524 1
9 Feria Valencia Valencia Spain 230,602 7
10 Porte de Versailles Paris France 228,211 8
11 Crocus International Moscow Russia 226,399 9
12 Fira de Barcelona: Gran Via venue Barcelona Spain 205,000 10
13 BolognaFiere Bologna Italy 200,000 11
13 Feria de Madrid/IFEMA Madrid Spain 200,000 11
13 Shanghai Centre (SNIEC) Shanghai China 200,000 2
16 The NEC (Birmingham) Birmingham United Kingdom 198,983 13
17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Orlando USA 195,077 2
18 Wuhan International Expo Center Wuhan China 190,000 3
19 Las Vegas Convention Center Las Vegas USA 184,372 3
20 Neue Messe Muenchen Muenchen Germany 180,000 14
21 Liuhua Complex Guangzhou China 170,000 4
22 Investimenti S.p.A Roma Italy 167,000 15
23 MCH Messe Schweiz (Basel) AG Basel Switzerland 162,000 16
24 Messe Berlin Berlin Germany 160,000 17
24 Nuernberg Messe Nuernberg Germany 160,000 17
26 IMPACT Bangkok Thailand 137,000 5
27 Verona Fiere Verona Italy 135,904 19
28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Atlanta USA 130,052 4
29 E.A. Fiera del Levante Bari Italy 128,000 20
30 Veletrhy Brno Czech Republic 120,300 21
31 Feria de Zaragoza Zaragoza Spain 120,000 22
31 Yiwu International Expo Centre Yiwu China 120,000 6
33 Brussels EXPO Brussels Belgium 115,000 23
33 Fira de Barcelona: Montjuic venue Barcelona Spain 115,000 23
35 EUREXPO Lyon France 113,719 25
36 ExCeL London London United Kingdom 110,411 26
37 MCH Messecenter Herning Herning Denmark 110,000 27
37 Messe Essen Essen Germany 110,000 27
37 Fiere di Parma SpA Parma Italy 110,000 27
37 Chengdu Center (Century City) Chengdu China 110,000 7
41 Rimini Fiera Rimini Italy 109,000 30
42 Bilbao Exhibition Centre Bilbao Spain 108,000 31
43 Messe Stuttgart Stuttgart Germany 105,200 32
43 Shenyang Exhibition Center Shenyang China 105,200 8
45 Shenzhen Convention&Exhibition Center Shenzhen China 105,000 9

46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KINTEX )
Seoul South Korea 104,000 10

47 Poznan International Fair Poznan Poland 102,791 33
48 Palexpo Geneva Geneva Switzerland 102,470 34
49 Kentucky Exposition Center Louisville USA 102,183 5
49 New Orleans Convention Center New Orleans USA 102,183 5
UFI(2011), “The 2011 World Map of Exhibition Venues” 자료 기준(킨텍스가 서울로 표시되어 있음)

표 9. 국제 전시면적 상위 5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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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 기준으로 중국의 경우 경제규모가 점차 커지는 경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단일 전시시설에서 대규모 전시회 2~3개를 소
화할 수 있는 전시면적을 갖추어 해외업체와 바이어들이 중국으로 
쏠림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협소한 전시면적과 전시시설 배
후 인프라 부족의 영향으로 기존 국내업체와 국내 전시관련 산업마
저도 해외·중국전시회 참가를 선호하여 중국진출을 준비하거나 고려
중인 전시산업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만큼 전시인프라 구축과 개선
은 중요한 문제이다. 아시아에서 5위의 태국(방콕) IMPACT (137,000

㎡) 전시시설을 제외하고 아시아 1위부터 9위까지를 중국이 차지하
고 있으며 대규모 전시공간면적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의 
행사·전시회가 중국에서 개최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전시면적이 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를 순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회가 가능한 전시면적 확보와 수요에 선
제적 대응을 위한 정확한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국제 전시시설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인된 자료로부터 기초통
계량을 수집하였다. 국제관련 경제지표는 각국에서 정부나 경제기관 
발간되는 보고서, 언론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경제지표를 집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Knoema15)를 이용하였다. Knoema에서 제
공하는 World DATA를 이용하여 37개국의 경제지표 데이터셋을 구
성하였다.

이곳의 자료는 Knoema 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기에 각국 
정부기관의 정기적, 부정기적 데이터가 혼재되긴 하나, 데이터를 작
성한 기관 및 출처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각
국의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목적에 맞추어 한눈에 파악하기 쉽
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렇듯 앞서 설명한 UFI와 Knoema가 발표하는 
15) Knoema (https://knoema.com/atlas) 세계 각국에서 발간되는 정부나 경제기관 보

고서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infographics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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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 국가별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구 분 UFI 자료 Knoema World Data 자료
제공기관 UFI Knoema 
수록내용 국가별 ·개별 전시면적 부문/항목별 국제 경제지수
수록기간 2011 ~ 2016년 5년마다 : 1990 ~ 2005년

1년마다 : 2005 ~ 2014년
분석기간 2011년 단일연도 2011년 단일연도

수록
단위

집계단위 Indoor Exhibition space (㎡) 달러 혹은 빌리언 달러
공간단위 전시시설을 갖춘 37개 국가 전세계 각국 데이터

시간단위 연도/반기별 부정기적 보고서
전시면적은 2011년에 한함 연도별

자료특성 부정기적 발간 보고서 연도별 정기적 자료제공
자료크기 N = 37 N = 전세계 각국

표 10. 국제 모형 수집 자료

구분 무역전시회 무역·일반전시회 일반전시회 합계

개최건수(회) 75 156 248 479

개최비율(%) 15.7% 32.6% 51.7% 100%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1), “2010 국내전시산업통계”

표 11. 국내 무역전시회 비중

<표 11>에서 국내 무역전시회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전시회 중 
무역과 관련된 비중은 약 48.3%로서 절반 가까이 무역과 관련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국가의 수입액은 전시면적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정창무·김광우·유승균, 2000; KDI, 

2012), 무역규모는 통계적으로 전시면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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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GDP와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변수에서 제외하였다(이창
현·윤은주, 2006; 김영석·황선의 2011; 김영선·김봉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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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Billion, USD)

UFI(2011)자료와 Knoema의 World Data(export of good and services)자료로 구성
그림 8. 국가별 수출액 대비 전시면적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전시면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가별 전시면적, 독립변수
로는 1인당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달러), 산업총생산액 ($달러), 레저 
및 여행지출비 ($bn 달러), 섬나라 더미, 서유럽 더미로 설정하였다. 

횡단면 분석 결과 모형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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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 Procedure Dependent Variable: Y

Root MSE 302435 F Value 146.89 R-Square 0.9595

Dependent Mean 827470 Pr > F <.0001 Adj R-Sq 0.9530

Coeff Var 36.54939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t|
Variance
Inflation

Intercept -66218 75808 -0.87 0.3891 0

1인당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 ($달러)

6.14134 3.19367 1.92 0.0637 1.23441

산업총생산액 ($달러) 2.462739E-7 1.141457E-7 2.16 0.0388 4.51372

레저 및 여행지출비 
($billion달러)

8270.26568 796.78062 10.38 <.0001 4.62416

섬나라 더미 -693807 152958 -4.54 <.0001 1.10611

서유럽 더미 500857 132294 3.79 0.0007 1.19979

Knoema가 제공하는 자료의 화폐단위를 그대로 적용하여 향후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함

표 12. 국가별 전시면적 다중회귀 분석

독립변수 중 1인당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달러), 산업총생산액 
($달러), 레저 및 여행지출비 ($billion 달러), 서유럽 더미는 정(+)의 
외부효과, 섬나라 더미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 총생산액(VIF값 4.51)와 레저 및 여행지출비(VIF값 
4.62)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은 아니며 모형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정한 국제전시면적 모형에 우리나라의 1인당 상품과 서비스 수출
액($달러), 산업총생산액 ($달러), 레저 및 여행지출비 ($billion 달러)를 
적용하면 55만㎡ 전시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다. 세계 각국별로 
전시시설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균형을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단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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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각 국가별 경제력과 무역관련 경제지표와 비교시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전시시설의 면적은 약 55만㎡ 수준의 전시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수입액을 기준 우리나라 경제력에 걸맞
는 전시면적을 추정한 결과로 46만㎡으로 예측(KDI, 2012)보다 9만 
㎡가 증가된 규모로서, 무역지표상 수입액보다는 수출액 비중이 더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도로 볼 때 변수 변경에 따른 면
적 추정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국제전시면적 추정모형에 수출액이 의
미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고, 수출액 변수가 전시면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가 1인당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변수가 1$ 

달러 증가하면 전시수요면적은 6.1㎡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추정모형을 통해 가설 < 1-1 > 수출액은 해외와 국내 전
시수요면적 결정요인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2.2. 국내 전시수요면적 모형
앞 절에서 확인한 수출액을 그대로 국내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단위근의 문제로 인하여 결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ADF검정을 통해 변수를 단위근을 확인하였
다. 1차 차분을 통하여 1년전 GRDP[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산출액 1차분(백만원), 수출금액 1차분(백만달러), 법인 부가가
치세액 1차분(백만원)의 세 변수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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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

1년전 GRDP[시,도] 산출액 1차분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백만원)

수출금액[시,도] 1차분 (백만달러) 법인 [시,도] 부가가치세액 1차분 (백만원)

Period(s) of Differencing 1 Period(s) of Differencing 1 Period(s) of Differencing 1

Mean of Working Series -920362 Mean of Working Series 324.4727 Mean of Working Series -896509

Standard Deviation 7520407 Standard Deviation 15538.9 Standard Deviation 8718628

Number of Observations 55 Number of Observations 55 Number of Observations 55

Observation(s) eliminated by differencing 1 Observation(s) eliminated by differencing 1 Observation(s) eliminated by differencing 1

Augmented Dickey-Fuller Unit Root Tests Augmented Dickey-Fuller Unit Root Tests Augmented Dickey-Fuller Unit Root Tests

Type Lag Rho Pr <Rho Tau Pr <Tau F Pr > F LagsRho Pr <Rho Tau Pr <Tau F Pr > F Lag Rho Pr<Rho Tau Pr <Tau F Pr > F

Z e r o 
Mean

0 -56.4562 <.0001 -7.62 <.0001   0 -54.8971 <.0001 -7.40 <.0001   0 -47.9880 <.0001 -6.51 <.0001   

 1 -63.1418 <.0001 -5.51 <.0001   1 -71.1918 <.0001 -5.88 <.0001   1 -58.3522 <.0001 -5.41 <.0001   

 2 -87.4576 <.0001 -4.74 <.0001   2 -66.7985 <.0001 -4.43 <.0001   2 -86.9317 <.0001 -4.86 <.0001   

Single 
Mean

0 -57.3197 0.0005 -7.67 0.0001 29.41 0.001 0 -54.9228 0.0005 -7.34 0.0001 26.90 0.001 0 -48.5157 0.0005 -6.51 0.0001 21.22 0.001

 1 -66.6628 0.0005 -5.61 0.0001 15.76 0.001 1 -71.2513 0.0005 -5.83 0.0001 16.97 0.001 1 -60.7170 0.0005 -5.49 0.0001 15.06 0.001

 2 -103.091 0.0001 -4.92 0.0002 12.09 0.001 2 -66.7654 0.0005 -4.37 0.0009 9.59 0.001 2 -98.5960 0.0005 -5.03 0.0002 12.65 0.001

Trend 0 -58.5212 <.0001 -7.78 <.0001 30.24 0.001 0 -55.0431 <.0001 -7.28 <.0001 26.50 0.001 0 -49.2831 <.0001 -6.55 <.0001 21.47 0.001

 1 -72.3674 <.0001 -5.82 <.0001 16.95 0.001 1 -72.2077 <.0001 -5.81 <.0001 16.91 0.001 1 -64.6932 <.0001 -5.68 0.0001 16.24 0.001

 2 -140.133 0.0001 -5.30 0.0003 14.08 0.001 2 -70.5054 <.0001 -4.41 0.0047 9.76 0.001 2 -125.662 0.0001 -5.44 0.0002 14.94 0.001

표 13. 패널 데이터 ADF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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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EL Procedure              Fuller and Battese Variance Components (RanTwo)
SSE 8.516132E12 DFE 51
MSE 1.66983E11 Root MSE 408635.5004

R-Square 0.9477
Variance Component for Cross Sections 6.584E11
Variance Component for Time Series 3.9054E9
Variance Component for Error 1.385E11
Breusch Pagan Test for Random
Effects (One Way)

Breusch Pagan Test for Random
Effects (Two Way)

DF m Value Pr >m DF m Value Pr >m
1 25.82 <.0001 2 26.69 <.0001
Hausman Test for Random Effects

Coefficients DF m Value Pr >m
4 4 19.14 0.0007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310447 351486 3.73 0.0005
전시면적 145.9958 5.3337 27.37 <.0001

1년전 GRDP 산출액 1차분(백만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462949 0.1154 4.01 0.0002

수출금액[시,도] 1차분 (백만달러) 27.56938 11.0103 2.50 0.0155

법인 [시,도] 부가가치세액 1차분 
(백만원)

0.044644 0.0272 1.64 0.1070

표 14. 하우스만 검정

BP검정과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더 높아지나 실제 적용하였을 때 
시․도 결과 예측에서 고정효과 모형은 서울의 설명력은 낮아지나 창
원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2요인 랜덤효과 모형의 
경우 서울의 설명력은 높아지나 경남(창원)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차
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하우스만 검정 결과가 아닌 서울의 전시수
요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2요인 랜덤효과 모형을 최종모형을 선택
하였다.  더미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력은 0.9477을 나
타내며  각 변수 설명력 또한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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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EL Procedure              Fuller and Battese Variance Components (RanTwo)
Number of Cross Sections 8
Time Series Length 7
SSE 6.82639E12 DFE 47
MSE 1.452423E11 Root MSE 381106.7219

R-Square 0.9797
Variance Component for Cross Sections 1.009E11
Variance Component for Time Series 3.9054E9
Variance Component for Error 1.385E11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Variance
Inflation

Intercept 1246900 231049 5.40 <.0001 0

전시면적 147.4417 4.3683 33.75 <.0001 2.44522

1년전 GRDP 산출액 1차분(백만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402123 0.1089 3.69 0.0006 3.60525

수출금액[시,도] 1차분 (백만달러) 28.28391 10.2672 2.75 0.0083 1.30820

법인 [시,도] 부가가치세액 1차분 
(백만원)

0.043324 0.0251 1.73 0.0907 1.39530

서울더미 2866118 447776 6.40 <.0001 2.43957

인천더미 -972823 412464 -2.36 0.0226 1.28877

대전더미 -898053 414412 -2.17 0.0353 1.30113

경남더미 -560111 413211 -1.36 0.1817 1.29285

패널 결과에 다중회귀의 다중공선성 VIF결과를 추가하여 재구성함
독립변수는 모두 통계청 자료와 단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함

표 15. 행정구역별(광역) 전시수요면적 Panel 모형

패널 분석을 통해 약 97.9% 설명력의 모형으로서 현실에 가까운 
추정값을 얻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표된 모형 중 가장 설명력이 
높고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다.

종속변수는 연도별, 광역 전시수요면적으로서 독립변수는 전시면
적, 1년전 GRDP[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산출액 1차분
(백만원), 수출금액 1차분(백만달러), 법인 부가가치세액 1차분(백만
원), 서울더미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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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창원 더미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으로서 전시면적 1㎡ 공급 증가는 
전시수요면적 147㎡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년 전 GRDP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차분 산출액 1억 원의 증가
는 전시수요면적 40㎡ 발생, 시,도별 수출금액 백만달러 증가는 전
시수요면적 28㎡ 발생, 법인 부가가치세액 1억 원 증가는 전시수요
면적 4.3㎡ 발생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패널 모형으로부터 전국기준에서 전시면적 1㎡의 증가
는 전시수요면적 147㎡증가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다중회귀분석으로 
전국기준 전시수요면적 분석을 수행한 정지훈(2013)의 전시면적 1㎡ 
증가는 142㎡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슷한 범위내의 결과임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KDI(2012)의 수도권기준의 경우 전시면적 1

㎡ 증가는 98㎡ 전시수요면적 증가의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다. 연구
분석이 약 4년의 시간의 지난 후, 분석결과임에 따라 전국의 전시시
설의 가동률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이루진 결과로서 시설별 전시운
영상태가 점차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독립변수가 전시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에 1년의 시
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3년의 시차가 발
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전시시설 예약의 경우 전년도 
10~12월이면 이미 올해 전시계획일정이 마감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분석된 1년의 시차가 더 현실에 가까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무역규모 변수에 대
해서 수출금액이 전시시설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무역변수는 수출금액, 수입금액이 합쳐진 지표이면서, 수출-수
입 지표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모형 분석과 판단에 있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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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수요

GRDP

수출금액

법인
부가가치

세액

전시면적

경제요인 시설요인

그림 9. 전시수요면적 결정요인 연구결과

연구가설 
(1-2)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은 전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으로 작
용하고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실제 패널분석을 수행하기 전, 미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시도)수출금액과 (시도)수입금액이 둘 다 유의
한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패널 분석을 통하면 (시도)수입금
액은 변수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시도)수출금액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수출금액이 더욱 전시시설에 
효과적인 변수임을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가 더
욱 쌓인다면 더욱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패널 분석을 통해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은 전시수요면적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여 가
설 < 1-2 > 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시수요에 결정요인은 시설요
인으로서 전시면적이며, 경제요인으로서는 GRDP, 수출금액, 법인의 
부가가치세액으로 결과값의 계수간 비교를 통해 경제요인의 미치는 
영향력을 구분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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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시수요면적(㎡) Panel 추정결과(㎡) 차이(㎡) 예측률(%) 구분 전시수요면적(㎡) Panel 추정결과(㎡) 차이(㎡) 예측률(%)
2008 서울 12,974,472    12,899,546 74,926    99.4 2008 대구 3,095,083      3,033,139 61,944      98.0 
2009 서울 11,514,297    11,789,221 -274,924  102.4 2009 대구 2,840,693      2,937,437 -96,745    103.4 
2010 서울 13,229,137    13,216,468 12,669 99.9 2010 대구 2,967,888      3,003,531 -35,643    101.2 
2011 서울 13,693,993    13,537,890 156,103      98.9 2011 대구 3,104,928      3,846,653 (증축)  -741,725 (증축) 123.9 
2012 서울 13,596,531    13,742,968 146,437    101.1 2012 대구 4,145,670      4,641,740 -496,070    112.0 
2013 서울 12,742,073    12,976,144 -234,071 101.8 2013 대구 4,410,993      4,606,465 -195,473    104.4 
2014 서울 12,573,371    12,161,645 411,726      96.7 2014 대구 4,145,670      4,712,149 -566,479    113.7 
2008 경기 10,047,446      9,746,233 301,214      97.0 2008 광주 2,284,783      2,596,388 -311,605    113.6 
2009 경기 10,638,473      9,533,034 1,105,438      89.6 2009 광주 2,165,577      2,576,388 -410,811    119.0 
2010 경기 11,426,508    10,597,660 828,848      92.7 2010 광주 2,337,764      2,668,372 -330,609    114.1 
2011 경기 10,008,045      9,916,497 (증축)  91,547 (증축)  99.1 2011 광주 2,324,519      2,654,730 -330,212    114.2 
2012 경기 17,461,966    17,795,171 -333,205   101.9 2012 광주 2,327,830      2,617,826 -289,997    112.5 
2013 경기 19,798,148    18,319,894 1,478,254      92.5 2013 광주 2,701,913      2,868,462 (증축)  -166,550 (증축) 106.2 
2014 경기 18,174,699    18,407,054 -232,355    101.3 2014 광주 3,099,238      3,041,775 57,463      98.1 
2008 인천 1,323,963      1,616,023 -292,060   122.1 2008 대전 1,208,004      1,390,999 -182,995    115.1 
2009 인천 1,277,885      1,411,230 -133,344    110.4 2009 대전 1,295,692      1,352,530 -56,838    104.4 
2010 인천 1,296,316      1,745,488 -449,172 134.6 2010 대전 1,418,945      1,384,597     34,348      97.6 
2011 인천 1,833,888      1,749,767     84,121      95.4 2011 대전 1,372,035      1,409,547 -37,512    102.7 
2012 인천 1,637,291      1,573,567      63,724      96.1 2012 대전 1,379,700      1,390,698 -10,998    100.8 
2013 인천 2,171,791      1,607,314   564,477      74.0 2013 대전 1,500,500      1,350,835 149,665      90.0 
2014 인천 1,846,176      1,683,922   162,253      91.2 2014 대전 1,487,010      1,382,679 104,331      93.0 
2008 부산 6,008,436      5,355,734   652,701      89.1 2008 창원 1,771,250      2,523,809 -752,559    142.5 
2009 부산 4,934,464      5,073,394 -138,929   102.8 2009 창원 1,805,532      1,803,811 1,722      99.9 
2010 부산 5,321,481      5,263,075     58,406      98.9 2010 창원 1,591,268      1,986,978 -395,710    124.9 
2011 부산 5,321,481      5,272,952      48,529      99.1 2011 창원 2,171,210      2,135,186 36,023      98.3 
2012 부산 6,262,947      6,586,747 (증축) -323,800 (증축) 105.2 2012 창원 2,091,218      1,568,563 522,654      75.0 
2013 부산 7,939,560      8,056,552 -116,992    101.5 2013 창원 2,082,647      1,776,763 305,884      85.3 
2014 부산 8,582,851      8,150,001   432,850      95.0 2014 창원 2,085,504      1,803,519 281,985      86.5 

표 16. 실제 전시수요면적과 Panel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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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전시면적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패널 모형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값과 비교시 97.97% 설명력을 지니고, 그림과 같이 현실과 거의 
일치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전시시설 건립
에 필요한 전시수요예측에 있어 현실에 가까운 수요추정이 가능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수요추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각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하고 가공한 자료를 다시 변수로 쓰는 모형으로는 정부
부처 담당하는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있으며, 설명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모
형의 경우 변수로 대입하는 것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전시수요면적을 추
정할 수 있다는 범용성에서 이 모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광역 연도별 실제 전시수요면적과 패널 수요추정면적과의 차
이를 정리하였으며 실제 추정치와 경제의 성장 및 하강의 추이가 
같아 현실적인 실물경기가 그대로 반영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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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국 실제 전시수요면적과 Panel 수요추정면적 비교



- 80 -

서울

10,000,000㎡

11,000,000㎡

12,000,000㎡

13,000,000㎡

14,000,000㎡

2008 

서울

2009 

서울

2010 

서울

2011 

서울

2012 

서울

2013 

서울

2014 

서울

실제 전시면적
Panel 추정면적

경기

0㎡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2008 

경기

2009 

경기

2010 

경기

2011 

경기

2012 

경기

2013 

경기

2014 

경기

실제 전시면적
Panel 추정면적

부산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2008 

부산

2009 

부산

2010 

부산

2011 

부산

2012 

부산

2013 

부산

2014 

부산

실제 전시면적
Panel 추정면적

대구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2008 

대구

2009 

대구

2010 

대구

2011 

대구

2012 

대구

2013 

대구

2014 

대구

실제 전시면적
Panel 추정면적

인천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2008 

인천

2009 

인천

2010 

인천

2011 

인천

2012 

인천

2013 

인천

2014 

인천

실제 전시면적
Panel 추정면적

광주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2008 

광주

2009 

광주

2010 

광주

2011 

광주

2012 

광주

2013 

광주

2014 

광주

실제 전시면적
Panel 추정면적

대전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2008 

대전

2009 

대전

2010 

대전

2011 

대전

2012 

대전

2013 

대전

2014 

대전

실제 전시면적
Panel 추정면적

창원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2008 

창원

2009 

창원

2010 

창원

2011 

창원

2012 

창원

2013 

창원

2014 

창원

실제 전시면적
Panel 추정면적

그림 11. 광역별 실제 전시수요면적과 Panel 수요추정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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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시시설 간섭효과 분석
5.1. 전시시설 간섭효과

1) 그랜저 인과관계
전시시설 간 간섭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전시시설의 전시면

적과 연관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전시면적과 가동률에 대한 전
시관련 운영자료는 공기업평가나 외부기관감사 등 효율적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가장 기초적인 내부자료라는 인식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그로인해 국내 지역별 전시시장간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행이 본 연구에서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으로, 통계청으로부터 국내 전시관련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과 승인이 된「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각 전
시시설의 자료를 취합한 가동률을 이용하여 자료상의 문제를 해결
하였다. 

한쪽의 전시시설의 전시수요면적 변동이 타 시도의 전시수요면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곳의 전시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전
시수요가 전체 전시시장에서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쪽의 전시수요면적이 다른 쪽의 전시수요면적 변동에 
원인이 되는 것은 타 시도 전시시설 정보가 전시시장 참여자들을 
자극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회귀분석 등 계량분석에서 인과관계 구별은 기존의 선험적인 경제
이론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바탕
으로 현실자료를 접근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함수관계에 관한 명확
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차분포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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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는 검정방법이 Granger에 의
해 개발된 그랜저 인과 검정이다16)

그랜저 인과관계를 통해 전시시설 상호간 수요면적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것은 이들 변수 간에 동시적인, 혹은 시차가 존재하는 선형 
관계의 정도를 측정한 것일 뿐, 이것이 전시시설 상호간의 인과관계
와 선행과 지연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시시설 상호간 수요면적과 같이,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인과방향의 설명이 불명확 하고, 상호간 영향력 또는 시장점유에서
의 관계 등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경우 
상호간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과방향의 확인 자체가 실증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 인과의 방향을 시차분포
(distributed-lag)와 자기회귀(Auto-regressive)을 결합하여 변수 간에 인
과관계를 분석하는 인과성 검정(causality test)이다. 

16) 송일호(2002), “계량경제실증분석”, 3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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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그랜저 인과관계는 학술개념과 일반개념 간 차이가 존재한다. 일
반개념으로는 X가 Y를 발생시킴을 의미하며 즉, X가 Y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학술개념에서는 Y는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X는 하나
의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성(causality) 검정에 
대해 Granger는 인과성을 Y의 과거정보만을 가지고 Y를 예측할 때 
보다 X와 Y의 과거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Y를 더욱 잘 예측할 수 
있으면 X는 Y의 원인변수가 된다고 정의하였다. 와 가 정상 시
계열 또는 공적분 관계에 있는 시계열인 경우 와 간에 어느변
수가 인과되는지 다음의 대칭적인 회귀식을 설정하여 추정할 수 있
다.

               
  



  
  



                (1)

      
  



  
  



                (2)

여기서 오차항 , 는 시계열상 상관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17) 

식(1)은 현재 Y 전시수요면적이 Y 자체의 과거 값 뿐 만 아니라 X

의 과거 값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식(2)는 반대로 현
재 X 전시수요면적이 X자체의 과거 값과 Y의 과거 값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17) Gujarati 계량경제학, p774의 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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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의 시행절차는 제약조건을 부여했을 때 잔차
제곱합과 제약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잔차제곱합을 추정한 후 
각각의 잔차자승합(RSS, residual sum of square)을 바탕으로 하는 F

검정을 이용한다.  F검정을 위한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3)

  m    : 제약조건이 부과된 회귀계수의 수
  : 제약조건을 부여했을 때 잔차제곱합
 : 제약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잔차제곱합

이 통계량은 자유도가 m과 n-k인 F분포를 따른다. 현재의 경우 m

은 제약된 X의 시차변수들의 수와 같고, k는 제약되지 않은 모형의 
독립변수들의 수, n은 전체 관측치의 수이다. 계산된 F값이 
F(m,(n-k)) 분포에 대한 5% 임계치보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와 
같은 검정을 통해 다음의 4가지 그랜저인과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구 분 그랜저 인과방향
    기각    채택  ⇒ 
    채택    기각  ⇒ 
    기각    기각 쌍방향
    채택    채택 변수간 관계없으며 

상호 독립적

표 17.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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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 적용하는 시차변수의 개수는 실제 추정에 
있어 인과관계 방향이 검정에 포함되는 시차항의 개수에 결정적으
로 의존할 수 있는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계열 데이터가 많이 
축척이 되면 더욱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으나 알고자 하는 
전시시설의 개장연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시차만을 검
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 전시시설 중 가장 긴 시계열을 가진 
Coex는 1988년부터 시계열이 축적되어 있으나 송도컨벤시아와  
DCC의 경우는 개장연도가 2008년으로서, 개장시기가 모두 다름으로 
인해 획일적인 시차보다는 비교대상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 
검토가능한 시차까지 비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는 한국전시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1988년부터 2015년까지 
가동률을 활용하여 전시수요면적을 기준으로 전시시설간 간섭효과
를 분석하였다.

3) 단위근 검정
정상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안정한(non-stationary) 시계열 자료를 이

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가성회귀현상(Spurious Regression)의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자료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다양한 
검정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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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시시설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연구가설 
(1-3)

전시시설간 서로 간섭효과가 존재하며, 전시수요면적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비교대상은 4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먼저 전국을 나누어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간섭효과 
2) 서울 내 (COEX, SETEC, aT센터) 간섭효과
3) 경상권 내 (BEXCO, EXCO, CECO) 간섭효과 
4)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경남 광역별 간섭효과

광역 행정구역별 상호간 간섭효과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변수간 사이에 단기/장기의 안정적인 관계 등 성장
을 주도하거나 영향을 미치기에 실증분석이 필요하며, 먼저 각 시계
열 자료의 정상성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이란 계절에 의한 변화나 주기성이 없이 평균과 분산
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말한다. 

각 행정구역별, 전시시설별 간섭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전
시시설별 전시면적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각 전시시설의 개장이후 작성
된 가동률을 적용한 전시시설별 실제 전시수요면적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시시설별 간섭방향을 분석하였다. 인과관계의 이론적 고
찰로서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계열의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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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면적 수준변수 전시면적 1차 차분
통계량 p 통계량 p

COEX 0.302 0.860 31.241 0.000 
SETEC 1.283 0.526 22.059 0.000 
aT센터 0.574 0.751 11.920 0.003 

KINTEX 0.226 0.893 9.038 0.011 
송도 컨벤시아 0.815 0.665 10.381 0.006 

BEXCO 0.109 0.947 7.957 0.019 
EXCO 0.276 0.871 8.297 0.016 

KDJ센터 0.030 0.985 16.292 0.000 
대전(KOTREX, DCC) 0.740 0.691 18.421 0.000 

CECO 0.320 0.852 12.542 0.002 
DCC경우 2008년 개관으로 시계열이 짧고 전시면적이 작아 부득이 KOTREX와 합산함 향후 
분기별 자료확보나 시계열이 길어질 때 분리를 요함

표 18. 전시시설별 전시면적의 수준과 1차차분 ADF검정

수준변수 1차 차분
통계량 p 통계량 p

수도권 3.396 0.999 -5.397 0.000 

비수도권 1.696 0.974 -3.331 0.002 

서울 0.778 0.875 -7.044 0.000 

경기 0.226 0.893 9.038 0.011 

인천 0.815 0.665 10.381 0.006 

부산 0.109 0.947 7.957 0.019 

대구 0.276 0.871 8.297 0.016 

광주 0.030 0.985 16.292 0.000 

대전 0.740 0.691 18.421 0.000 

경남 0.320 0.852 12.542 0.002 

표 19. 권역별 전시면적 수준과 1차 차분 ADF검정

각 전시시설의 실제 전시수요면적의 시계열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
해 ADF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결과 각 전시시설의 전시수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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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변수 모두 유의수준이 1%범위를 벗어나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근을 가진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그대로 사
용할 경우 가성회귀의 문제점을 지닌 분석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변
수를 1차 차분하여 ADF 검정 수행한 결과 모두 1% 유의수준에 각
각의 임계치(Critical Value)보다 절대값에서 크게 나타났고, 단위근 
문제가 제거된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 차분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의 1개 연도 영향관계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시시설
간 간섭효과를 알고 싶기에 그랜저인과관계의미의 시설간 간섭효과
의 기준은 시차의 절반이상이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검정될 때 영
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2기 이상 지속적인 
영향을 찾고자 주변 시설별, 광역 행정별, 권역별 그랜저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수준변수 1차 차분
통계량 p 통계량 p

수도권 3.396 0.999 -5.397 0.000 

비수도권 1.696 0.974 -3.331 0.002 

표 20.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요면적 ADF검정

권역별 전시면적과 수도권, 비수도권 전시면적 자료는 수준변수 
모두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근을 가질 시 결과값
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에 1차 차분결과 대부분의 데이터의 검정
통계량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분된 자료를 변환하여 변수의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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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방향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귀무

가설
인과
관계F값

(prob)
F값

(prob)
F값

(prob)
F값

(prob)
F값

(prob)
F값

(prob)

수도권 ⇏ 비수도권 0.035
(0.853)

0.054
(0.947)

0.046
(0.986)

0.914
(0.505)

1.253
(0.425)

0.633
(0.744)

지지 부정

비수도권 ⇏ 수도권 0.258
(0.618)

0.083
(0.920)

0.096
(0.960)

0.767
(0.578)

1.468
(0.365)

1.454
(0.561)

지지 부정
확률값(probability value)이 0.1 이하는 허용범위에 있기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속적인 시차를 
통해 확률값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

표 2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이 결과를 통해 검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은 
수도권의 수요가 비수도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기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랜저 인과관계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은 그랜저 인과관계 의미에서의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
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독립된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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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방향
lag=1 lag=2 lag=3 lag=4 귀무

가설
인과
관계F 값

(prob)
F 값
(prob)

F값
(prob)

F값
(prob)

SETEC ⇏ COEX
0.689

(0.422)
0.775

(0.488)
0.097

(0.958)
8.172

(0.057)
지지 부정

COEX ⇏ SETEC
0.567

(0.465)
1.008

(0.402)
2.089

(0.203)
1.939

(0.306)
지지 부정

aT센터 ⇏ COEX
3.733

(0.085)
1.270

(0.346)
0.369

(0.782)
지지 부정

COEX ⇏ aT센터 0.019
(0.890)

0.262
(0.777)

0.497
(0.709)

지지 부정
aT센터 ⇏ SETEC

1.802
(0.212)

0.611
(0.573)

1.702
(0.336)

지지 부정

SETEC ⇏ aT센터 1.333
(0.277)

1.284
(0.343)

0.909
(0.530)

지지 부정

표 22. 서울내 전시시설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서울내 전시시설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서울내 각 전시시설
은 다른 전시시설의 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을 지지하나 SETEC의 경우 4기의 시차에서 코엑스에 영향을, aT센
터는 1기의 시차에서 1년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와 후기와 시차와 같이 검정결과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
렵고 분석하고자 하는 기준은 1기의 영향관계가 아닌 시설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에 시설간 영향을 준다는 판단은 제외한다. 

서울내 근처에 있으니 서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랜저인과 의미에서의 간섭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EX와 SETEC, aT센터는 서로 독립된 시장 범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시규모가 다르고 자주 진행되는 행사의 성격 또
한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
에서 근접한 시설에서 간섭효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면적이 비슷한 
시설끼리의 간섭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효율적임을 분석을 통해 유
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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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방향
lag=1 lag=2 lag=3 lag=4 귀무

가설
인과
관계F 값

(prob)
F 값
(prob)

F값
(prob)

F값
(prob)

경기 ⇏ 서울 0.447
(0.528)

0.358
(0.725)

지지 부정

서울 ⇏ 경기 0.002
(0.958)

1.731
(0.316)

지지 부정
인천 ⇏ 서울 0.051

(0.835)
지지 부정

서울 ⇏ 인천 1.563
(0.299)

지지 부정
인천 ⇏ 경기 0.143

(0.730)
지지 부정

경기 ⇏ 인천 1.512
(0.306)

지지 부정

표 23. 수도권 전시시설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수도권내 위치한 시설간 그랜저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인천의 경
우 개관이 2008년이기 때문에 시계열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1

기 혹은 2기의 그랜저인과 검정의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었으며, 

서로 간섭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결과와 수도권 결과
를 보면서 인접한 시장끼리 간섭효과 존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
리 현재 전시시설은 각자의 독립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가
장 큰 이유는 전시면적 규모가 다르기에 유치하는 수출진흥 박람회
나 전시행사가 서로 독립된 시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데이터가 적은상황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분기별 자료나 시간이 흐른 뒤 자료가 축척이 되면 보다 자세하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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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방향
lag=1 lag=2 lag=3 lag=4 귀무

가설
인과
관계F 값

(prob)
F 값
(prob)

F값
(prob)

F값
(prob)

EXCO(대구) ⇏ BEXCO(부산)
4.311

(0.064)
1.500

(0.286)
1.619

(0.318)
0.576

(0.741)
지지 부정

BEXCO(부산) ⇏ EXCO(대구)
0.335

(0.575)
0.451

(0.654)
4.452

(0.091)
1.684

(0.516)
지지 부정

CECO(창원) ⇏ BEXCO(부산)
0.032

(0.862)
0.566

(0.618)
지지 부정

BEXCO(부산) ⇏ CECO(창원)
0.134

(0.726)
2.826

(0.204)
지지 부정

CECO(창원) ⇏ EXCO(대구)
2.653

(0.154)
1.006

(0.462)
지지 부정

EXCO(대구) ⇏ CECO(창원)
0.003

(0.954)
5.868

(0.091)
지지 부정

표 24. 경상권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인과방향
lag=1 lag=2 귀무

가설
인과
관계F 값

(prob)
F 값
(prob)

EXCO(대구) ⇏ KDJ센터(광주)
0.458

(0.523)
5.416

(0.101)
지지 부정

KDJ센터(광주) ⇏ EXCO(대구)
0.327

(0.588)
0.739

(0.548)
지지 부정

BEXCO(부산) ⇏ KDJ센터(광주)
1.467

(0.271)
1.538

(0.346)
지지 부정

KDJ센터(광주) ⇏ BEXCO(부산)
0.578

(0.475)
5.186

(0.106)
지지 부정

CECO(창원) ⇏ KDJ센터(광주)
1.575

(0.256)
0.381

(0.711)
지지 부정

KDJ센터(광주) ⇏ CECO(창원)
1.438

(0.275)
0.175

(0.846)
지지 부정

DCC,KOTREX(대전) ⇏ KDJ센터(광주)
1.494

(0.267)
0.778

(0.534)
지지 부정

KDJ센터(광주) ⇏ DCC,KOTREX(대전)
0.949

(0.367)
11.916
(0.037)

지지 부정

표 25. 전라권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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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방향 lag=1 lag=2 lag=3 lag=4 귀무
가설

인과
관계F 값

(prob)
F 값
(prob)

F값
(prob)

F값
(prob)

수
도
권

경기 ⇏ 서울 0.447
(0.528)

0.358
(0.725) 지지 부정

서울 ⇏ 경기 0.002
(0.958)

1.731
(0.316)

지지 부정

인천 ⇏ 서울 0.051
(0.835) 지지 부정

서울 ⇏ 인천 1.563
(0.299)

지지 부정

인천 ⇏ 경기 0.143
(0.730) 지지 부정

경기 ⇏ 인천 1.512
(0.306) 지지 부정

경
상
권

대구 ⇏ 부산 4.311
(0.064)

1.500
(0.286)

1.619
(0.318)

0.576
(0.741) 지지 부정

부산 ⇏ 대구 0.335
(0.575)

0.451
(0.654)

4.452
(0.091)

1.684
(0.516) 지지 부정

경남 ⇏ 부산 0.032
(0.862)

0.566
(0.618)

지지 부정

부산 ⇏ 경남 0.134
(0.726)

2.826
(0.204) 지지 부정

경남 ⇏ 대구 2.653
(0.154)

1.006
(0.462)

지지 부정
대구 ⇏ 창원 0.003

(0.954)
5.868

(0.091) 지지 부정

전
라
권

대구 ⇏ 광주 0.458
(0.523)

5.416
(0.101)

지지 부정

광주 ⇏ 대구 0.327
(0.588)

0.739
(0.548) 지지 부정

부산 ⇏ 광주 1.467
(0.271)

1.538
(0.346) 지지 부정

광주 ⇏ 부산 0.578
(0.475)

5.186
(0.106) 지지 부정

경남 ⇏ 광주 1.575
(0.256)

0.381
(0.711) 지지 부정

광주 ⇏ 경남 1.438
(0.275)

0.175
(0.846) 지지 부정

대전 ⇏ 광주 1.494
(0.267)

0.778
(0.534)

지지 부정

광주 ⇏ 대전 0.949
(0.367)

11.916
(0.037) 지지 부정

표 26. 광역간(수도권, 경상, 전라) 그랜저인과관계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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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방향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귀무

가설
인과
관계F 값

(prob)
F 값
(prob)

F값
(prob)

F값
(prob)

F값
(prob)

F값
(prob)

서
울
기
준

대전 è 서울 1.451
(0.245)

2.593
(0.112)

7.957
(0.005)

4.517
(0.040)

8.840
(0.027)

59.364
(0.099)

기각 인정

서울 è 대전 1.905
(0.186)

2.263
(0.143)

2.525
(0.116)

4.671
(0.037)

3.906
(0.105)

1.264
(0.592)

기각 인정

부산 ⇏ 서울 2.293
(0.160)

1.623
(0.263)

0.600
(0.648)

0.862
(0.657)

지지 부정

서울 ⇏ 부산 0.119
(0.736)

0.647
(0.552)

0.333
(0.802)

0.172
(0.926)

지지 부정

대구 ⇏ 서울 5.581
(0.039)

3.039
(0.112)

2.156
(0.235)

0.619
(0.727)

지지 부정

서울 ⇏ 대구 8.609
(0.014)

0.803
(0.485)

0.324
(0.809)

1.573
(0.530)

지지 부정

광주 ⇏ 서울 1.124
(0.329)

1.174
(0.42)

지지 부정

서울 ⇏ 광주 0.001
(0.969)

1.589
(0.338)

지지 부정

경남 ⇏ 서울 1.020
(0.351)

0.133
(0.88)

지지 부정

서울 è 경남 23.250
(0.002)

6.141
(0.087)

기각 인정

경
기
기
준

부산 ⇏ 경기 0.417
(0.542)

0.187
(0.837)

지지 부정
경기 ⇏ 부산 5.928

(0.050)
1.359

(0.379)
지지 부정

대구 ⇏ 경기 2.961
(0.136)

2.422
(0.236)

지지 부정

경기 ⇏ 대구 1.907
(0.216)

0.692
(0.565)

지지 부정
광주 ⇏ 경기 0.388

(0.555)
0.411

(0.695)
지지 부정

경기 ⇏ 광주 0.767
(0.414)

5.905
(0.091)

지지 부정
대전 ⇏ 경기 0.541

(0.489)
1.9582
(0.285)

지지 부정
경기 ⇏ 대전 0.470

(0.518)
1.566

(0.342)
지지 부정

경남 ⇏ 경기 8.462
(0.027)

2.296
(0.248)

지지 부정

경기 ⇏ 경남 0.474
(0.516)

5.631
(0.096)

지지 부정

표 27. 광역간(서울, 경기)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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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방향 lag=1 lag=2 lag=3 lag=4 귀무
가설

인과
관계F 값

(prob)
F 값
(prob)

F값
(prob)

F값
(prob)

부
산
기
준

대구 ⇏ 부산 4.311
(0.064)

1.500
(0.286)

1.619
(0.318)

0.576
(0.741)

지지 부정

부산 ⇏ 대구 0.335
(0.575)

0.451
(0.654)

4.452
(0.091)

1.684
(0.516)

지지 부정

대전 ⇏ 부산 0.492
(0.498)

0.780
(0.494)

1.164
(0.426)

2.033
(0.478)

지지 부정

부산 ⇏ 대전 0.055
(0.818)

0.251
(0.784)

0.455
(0.728)

0.415
(0.804)

지지 부정

광주 ⇏ 부산 0.578
(0.475)

5.186
(0.106)

지지 부정

부산 ⇏ 광주 1.467
(0.271)

1.538
(0.346)

지지 부정

경남 ⇏ 부산 0.032
(0.862)

0.566
(0.618)

지지 부정

부산 ⇏ 경남 0.134
(0.726)

2.826
(0.204)

지지 부정

인
천
기
준

부산 ⇏ 인천 0.0006
(0.980)

지지 부정

인천 ⇏ 부산 0.350
(0.595)

지지 부정

대구 ⇏ 인천 1.982
(0.253)

지지 부정

인천 ⇏ 대구 0.684
(0.468)

지지 부정

광주 ⇏ 인천 0.708
(0.461)

지지 부정

인천 ⇏ 광주 0.049
(0.838)

지지 부정

대전 ⇏ 인천 0.282
(0.632)

지지 부정

인천 ⇏ 대전 0.045
(0.845)

지지 부정

경남 ⇏ 인천 0.501
(0.529)

지지 부정

인천 ⇏ 경남 0.289
(0.627)

지지 부정

표 28. 광역간(부산, 인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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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방향
lag=1 lag=2 lag=3 lag=4 귀무

가설
인과
관계F 값

(prob)
F 값
(prob)

F값
(prob)

F값
(prob)

대
구
기
준

대전⇏대구 0.362
(0.560)

0.033
(0.967)

0.211
(0.883)

0.209
(0.906)

지지 부정
대구⇏대전 3.545

(0.089)
1.290

(0.333)
1.695

(0.304)
15.566
(0.187)

지지 부정
광주⇏대구 0.327

(0.588)
0.739

(0.548)
지지 부정

대구⇏광주 0.458
(0.523)

5.416
(0.101)

지지 부정
경남⇏대구 2.653

(0.154)
1.006

(0.462)
지지 부정

대구⇏경남 0.003
(0.954)

5.868
(0.091)

지지 부정
광
주
기
준

대전⇏광주 1.494
(0.267)

0.778
(0.534)

지지 부정
광주⇏대전 0.949

(0.367)
11.916
(0.037)

지지 부정
경남⇏광주 1.575

(0.256)
0.381

(0.711)
지지 부정

광주⇏경남 1.438
(0.275)

0.175
(0.846)

지지 부정
대
전
기
준

경남⇏대전 0.002
(0.963)

7.91439
(0.063)

지지 부정

대전⇏경남 1.192
(0.316)

0.44751
(0.676)

지지 부정

표 29. 광역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광역간 그랜저인과관계에 대해 <표 27>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대
전과의 그랜저 인과관계의 쌍방향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
전은 서울에 5기 연속으로 영향을, 서울은 대전에 3기 연속으로 간
섭효과 존재하여 그랜저인과관계의 의미에서 서로 쌍방향 간섭효과
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서울과 대전의 경우 시계열이 
다른 전시시설 보다 길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과 대전의 지리적 특수성이 감안된 결과이다. 대전의 경우 우리나
라 연구단지의 메카로서 연구관련 전시회와 박람회는 다른 대규모 
행사와 달리 서울과 대전에서 주로 열리며, 대전의 경우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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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국에서 모였다가 흩어지
는 성격의 전시행사는 주로 대전으로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시관련 실무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서울과 대전의 쌍방향의 간섭효과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 1-3> 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인접한 전시시설간 
서로 간섭효과가 존재하며, 전시수요면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
인하였다. 서울과 대전은 쌍방향의 간섭효과가 존재하며, 서울은 경
남(창원)에게 일방향의 간섭효과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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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본 연구에서는 전시시설간 간섭효과 영향력의 존재여부를 확인하

고자 전시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간섭효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88년~2015년 각 시설별 가동률 기준으로 전시수요면적을 
설정하였고, 전시시설간 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을 
활용하여 간섭효과를 추정하였다. 공간적 거리상 근접한 시설간 간
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그랜저인과관계 의미에서, 

주변시설간 뚜렷한 간섭효과는 존재하지 않았고 전시시설 상호간 
독립적인 시장범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서울과 대전 간 전시수요면적은 서로 쌍방향의 간섭효과가 존재하
였고, 서울은 경남(CECO, 창원)에게 단방향의 간섭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은 경남(CECO, 창원)에게 단방향으로 2기 분석기간 중 2기 
연속적으로 단방향의 간섭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창원국가산업단
지의 영향력으로 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산업 관련 서울의 전시수
요는 경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CECO 전시일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은 대전에게 6기 분석 중 3기의 연속적인 간섭효과가 존재하
였고, 대전은 서울에게 6기 분석 중 5기의 연속적인 간섭효과가 존
재하여 서울과 대전은 쌍방향의 간섭효과 발생을 확인하였다. 쌍방
향의 간섭효과 발생은 서울과 대전의 전시시장 한계범위가 중복됨
을 의미하며,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요건과 
전국에서 관람객 방문시 이동의 형평성 및 편리성을 지닐 수 있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간지,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산업단
지, 계룡대와 같은 국가기관의 입지로 인하여 로봇과 사이언스, 국
방(안보)과 같은 연구, 학술 중심의 특화된 전시회로 영향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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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대전 KOTREX는 4,200㎡의 전시면적, DCC는 2,250㎡의 
전시면적이며, KOTREX 전시면적 기준으로 230여 개의 부스가 최대
설치규모인 소규모 전시장으로 분류되며, 전시면적 규모로 인해 중·

대형 전시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전과 충청의 중·대형 
전시수요가 인프라를 갖춘 서울로 이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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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시연관산업 집적패턴 분석
6.1.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유클리드좌료
경위도(wgs84)

전시연관산업 주소

관광산업 주소

K-density
Function

전시연관산업
집적밀도

관광산업
집적밀도

커널확률 밀도곡선
비 교

그림 12. 분석의 개요

본 장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1)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강도는 관광산업 집적강도보
다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지자체별 전시산업 수요증가와 전시시설 건립으로 인하
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강도
는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3)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은 전시연관산업 
내 상호간 밀접히 연계된 산업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입지의 집적 혹은 분산 패턴도 같은 추세 일 것이다.

연구가설 2-1, 2-2, 2-3을 검증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 혹은 분산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기 위한 
과정을 <그림 11>을 통해 제시하였다. 전시연관산업의 집적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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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의 전수주
소, 전시연관산업의 전수주소 자료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구득 가
능한 자료 중, 관광산업의 실제 주소 전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정부3.0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
종별 데이터 개방자료가 유일하다. 전시연관산업의 경우 한국전시산
업진흥회에서 2008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국내 전시주최업, 전시장
치업, 전시서비스업에 대하여 실제 주소를 근거로 입지를 분석한다. 

상위분류인 관광산업과 하위분류인 전시연관산업을 확률밀도를 추
정 및 이를 이용한 ‒density function을 수행하여 전시연관산업의 집
적효과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6.2. 전시연관산업 기초통계량
통계청은 경제부문에 관련하여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분류의 범주를 제공하며, 통계자료의 정
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분류를 적용하여 통계를 작
성하고 있다. 표준분류(3종), 특수분류(19종), 일반분류(3종), 국제분
류(4종)으로 구분하며 전시산업을 비롯하여, 호텔, 음식점 등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묶어 특수분류 내 관광산업분류로 구
분하고 있다.  관광산업분류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고,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통
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기초로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
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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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서는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기획업, 국제
회의 시설업이 통합되어 2016년 현재 ‘전시 및 행사 대행업’(한국표
준산업분류 KSIC코드, 75992)으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건설업, 

자동차판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등 관광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
함하고 있다.(통계청, 2016)

관광산업 주소를 파악하고자 통계청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
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정부3.0 지방자치단체에서 인·

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관광)’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간적 기
준으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로 전시연관산업과 기간을 동기화 
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변화를 살펴보고자 2008년, 2011년, 2014년으
로 3개로 나누어 3년 주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행정자치부 마이크
로데이터 관광 자료에는 사업장명, 소재지 주소, 인허가일지와 영업
상태, 폐업일자, 자본금, 문화체육업종명 등 각종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18). 이중 소재지 주소를 이용하여 유클리드 좌표로 변환한다.

전시연관산업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하는 전시주최
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2014년 기준
으로 하여 관광산업과 시간적 기준을 동기화 하였고, 2008년, 2011

년, 2014년으로 3개로 나누어 전시연관산업 상호간, 그리고 관광산
업과 상호간 비교함으로서 3년 주기의 집적패턴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취합하여 발표하는 자료에는 전시연
관산업의 법인명, 대표자, 연락처 및 주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 
소재지 주소를 이용하여 유클리드 좌표로서 변환한다.

관광산업과 전시연관산업의 유클리드 좌표를 활용하여 커널확률밀
도 함수를 계산하고, 각각의 커널확률밀도함수 곡선을 도출한다. 이
후 상호간 비교를 통해 전시연관산업의 입지가 집적 혹은 분산형태
18)행정자치부, 정부3.0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

(http://localdata.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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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여 입지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한다. 상위분류인 관광산업
과 하위분류인 전시연관산업의 비교를 통해 전시연관산업의 입지형
태가 집적 혹은 분산 중 어느 형태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중
앙정부가 전시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전시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연관산업이 집적과 분산 중 어느 패턴으
로 변화하는 추세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전시연관산업에 대
한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의 집중 혹은 분배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적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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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커널확률밀도 분석

1) 커널확률밀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커널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통계청 경제부문 특

수분류인 관광산업에 대하여 상위분류인 관광산업과 하위분류인 전
시연관산업을 상호간 비교, 분석하여 입지의 집적 혹은 분산 의 산
업패턴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전시연관산업을 구성하는 전시주최
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여 집적 혹은 분산의 입
지패턴을 분석하여 지역화경제의 형태와 집적거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Duranton과 Overman(2005)이 발표한 커널확률밀도 함수는 특정 산
업에 속하는 기업의 모든 상호거리를 도출하여 확률밀도곡선을 통
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고, 추정된 결과값을 독립수행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반복을 통해 신뢰구간과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이후 귀
무가설과 비교를 통해 커널확률밀도 곡선의 패턴을 도출하여 지역
화경제를 측정하는 방법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상위분류(관광산업) 기업의 실제 주소를 바탕으로 2차원의 유클리드 
좌표로 변환하여 관광산업내 기업의 입지간 상호거리의 커널확률밀
도를 계산한다. 이후 귀무가설 설정을 위해 관광산업내 모든 기업의 
현재 좌표에 하위분류(전시연관산업)의 기업수 만큼 무작위로 재분
포 시킨다. 이후 무작위로 분포된 유클리드 좌표를 기준으로 상호거
리에 의한 커널확률밀도곡선을 추정하여 국지적 신뢰구간을 구축한
다. 최종적으로 상위분류(관광산업)의 실제 상호거리 커널확률밀도와 
하위분류(전시연관산업)의 실제 상호거리 커널확률밀도의 비교로서 
집적의 형태를 파악 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본 연구 기준, 전국의 모텔과 여인숙, 그리고 제주도
에 입지한 관광산업을 제외한, 대한민국 내륙의 관광산업 기업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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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좌표수는 모두 21,046개이다.19) 각 업체간 상호거리는 
221,456,535개가 되며, 이 개수를 기준으로 커널확률밀도 함수를 
1,000회 반복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하더라도 연산 자체에 시간
이 매우 오래 걸리는 연산시간상 한계점이 존재한다. 

전시산업(산업)의 기업과 기업 간 상호거리()를 통해 식 (1)

과 같이 커널확률밀도 함수를 도출 할 수 있다. 는 커널함수, 는 
평활량(bandwidth)으로서 산업이 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산업 기업간 상호거리 는  개가 형성된다. 각각의 거
리()에 대한 커널확률밀도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난다.





 

 


  






              (1)

본 연구에서 식 (1)의 커널확률밀도 추정값의 검정을 위한 귀무가
설은 하위분류(전시연관산업)내 실제 기업수 개가 지역 및 업종특
성이 배제된 조건에서 집적 혹은 분산되지 않고 무작위로 임의 분
포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입지선정시 산
과 강, 계곡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 경사도와 같은 지형적 요인, 용
도지구 및 토지이용의 제도적 요인, 이미 입지한 타업종 기업체와의 
중첩여부 등 현실적인 입지요건의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요인을 통제한 뒤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외부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하위분류(전시연관산업)은 상위분류(관
19)제주에 입지한 관광산업과 전국의 모텔,여인숙만 제외하였다. 제주의 경우 앞의 

연구에서 대한민국 내륙을 중심으로 전시수요면적 수요를 추정하였기에 공간적 
조건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지리적, 지형적, 접근성 관점에서 바다건너 
업체간 상호거리의 해석이 불가능하여 외부조건을 통제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모텔과 여인숙의 경우 관광산업분류에 속하나 도시나 지역에 모텔촌, 여인숙촌
처럼 군집형태의 입지적 특성 때문에 집적과 분산의 커널확률밀도함수의 편향된 
영향을 미치므로 통계적 Bias를 줄이기 위해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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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의 현재와 과거에 입지하였던 유클리드 좌표에는 모두 입지
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후 하위분류(전시연관산업)은 
상위분류(관광산업)의 유클리드 전수 좌표로 한정하여 하위분류(전
시연관산업)의 기업 수만큼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으로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즉 귀무가설  ( 회 독립수행)은 모든 관광산
업이 입지한 유클리드 좌표에 전시연관산업의 기업을 무작위로 분
포시킨 ‒density 추정값이다. 이러한 커널확률밀도 함수를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1,000회를 반복수행 하였다. Duranton과 
Overman(2005) 연구에서 경험상 1,000회 초과의 독립수행한 시뮬레
이션 도출결과는 1,000회 독립수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크게 차이
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이상 횟수의 독립수행분
석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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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지적 신뢰구간(local confidence intervals)

 Duranton과 Overman(2005)은 기업과 기업 간 상호거리()를 
통해 도출한 귀무가설의 커널확률밀도( )중 상위 5%를 , 하
위 5%를 


으로 설정한 신뢰구간을 설정한다. 이후 조건을 통제

한 상황에서 무작위로 배치하여 분포한 전시연관산업의 커널확률밀
도 추정값 가 신뢰구간의 상위값 보다 상회할 경우 전시
산업은 95% 신뢰도로 (km)의 임계거리만큼 집적한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전시연관산업의 추정한 커널확률밀도 가 신뢰구간의 
하위값 


 보다 작을 경우 95% 신뢰도로 (km)거리에서 분산됨

을 뜻한다. 이를 Duranton은 지역화지수  와 분산지수  로 
해석하며 다음과 같다. 

        ≡max
           (2)

            ≡max



          (3)

3) 포괄적 신뢰구간(global confidence bands) 설정
앞의 국지적 신뢰구간은 특정 거리 (km)에서 집적 혹은 분산을 

설명하고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산업의 (km)거리 내 집적은 
(km)거리 이외의 다른 지역 기준으로는 분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
재하기 때문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전시연관산업의 포괄적 입지
패턴을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Duranton과 Overman의 경
우 국지적 신뢰구간의 범위를 확장시켜 포괄적 신뢰구간(global 

confidence bands)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1,000회 몬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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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로 시뮬레이션을 독립수행한 커널밀도함수 추정 값의 1%를 포괄
적 신뢰구간의 임계값으로 설정하면(결과값의 상,하위 10개) 커널 스
무딩(kernel smoothing)에 따른 거리간 자기상관문제가 제거되면서 유
의수준 5%의 포괄적 신뢰구간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다. 포괄적 신
뢰구간의 상위값을  , 하위값을 


으로 설정한다. 국지적 

신뢰구간과 달리 포괄적 신뢰구간을 적용할 경우 특정거리 내 뿐만 
아니라 모든 거리 수준에서 집적과 분산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maxmax 
                 (4)

 ≡ 
 

 max








max 

 

  i f 
 

 max
  

 











     (5)

4) 집적효과 범위의 최대거리

전시연관산업의 커널확률밀도 추정값 를 통해 확률밀도곡선
을 생성한다. 이후 확률밀도곡선이 포괄적 신뢰구간의 상위값 
 을 상회하는  >  형성된다면, 5% 유의수준에서
 >   구간내 임계거리 최대값 (km)까지가 전시연관산업 
집적효과의 최대거리인 것이다. 집적효과의 최대거리 는 다음과 
같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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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집적패턴 분석

6.4.1. 관광산업 분포현황 및 유형
1) 관광산업 유클리드 좌표 현황

대한민국 관광산업 입지 분포현황을 <그림 13>를 통해 정리하였
다. 대한민국의 2008년, 2011년, 2014년의 관광산업 전수좌표 현황은 
좌표 층이 겹칠수록 주변에 푸른 범위를 설정하여 중첩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 주변, 그리고 동남
권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태백산맥의 지
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해안가 도시를 따라 분포되어 있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동남권에 더욱 조밀하게 집
중 분포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도시 뿐 만 아니라 지
방 중소 도시와 강원도와 해안가 주변에도 점차 관광산업의 입지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산업 기업 수가 늘어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관광산업이 지역별로 특정거리 내에
서 연속해서 집적패턴을 보이며 인근 권역과 점차 연담화가 되어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8 2011 2014

기업수 7,061 11,028 21,046

행정자치부, 정부3.0 지방자치단체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http://localdata.kr) 기준
제주 관광산업을 제외한 내륙기준이며, 전국의 숙박시설 중 모텔과 여인숙만 제외함

표 30. 관광산업 연도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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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관광산업 2011년 관광산업 2014년 관광산업

그림 13. 관광산업 분포현황

2) 관광산업 전수좌표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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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전시연관산업 분포 현황
1) 전시연관산업 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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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③

그림 14. 전시연관산업의 연도별 기업수

한국전시산업진흥원에서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전시연관산업의 경
우 <그림 14>과 같이 매년 기업체 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5>와 같이 전시연관산업은 전시시설이 존재하는 곳에 
대부분 입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시연관시설을 찾아볼 수 
없던 지역이었지만, 2014년 군산, 경주, 구미 등 전시시설이 존재함
에 따라 주변에 전시연관산업도 같이 입지하는 형태의 분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연관산업 중 전시장치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시주최업과 전시서비스업의 경우 매년 소폭의 
상승세를 볼 수 있다. 전시연관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시연
관산업의 공간적 집중과 입지패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커널
확률밀도 곡선을 통해 증가나는 전시연관산업의 기업 양만큼 질적
인 집적효과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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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시연관산업 2011년 전시연관산업 2014년 전시연관산업

주: 전시연관산업은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 3개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연도별 발표자료.

그림 15. 전시연관산업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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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시주최업 2011년 전시주최업 2014년 전시주최업

전시연관산업 중 전시주최업
그림 16. 전시주최업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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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시장치업 2011년 전시장치업 2014년 전시장치업

전시연관산업 중 전시장치업
그림 17. 전시장치업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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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시서비스 2011년 전시서비스 2014년 전시서비스

전시연관산업 중 전시서비스업
그림 18. 전시서비스업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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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전시연관산업 커널확률밀도 분석결과

6.5.1. 집적강도 비교 결과

연구가설 
(2-1)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강도는 관광산업 집적강도보다 
더 높을 것이다. 

“전시연관산업은 상위분류인 관광산업 입지보다 공간적으로 집적
한 산업인가? 분산되어 있는 산업인가?”의 지문에 대한 문제해결로
서 커널확률밀도 함수를 통해 커널확률밀도 곡선을 구하고 포괄적 
신뢰구간과의 비교로서 시각화 하고자 한다.

 전시연관산업은 특정거리 이내에서 커널확률밀도 곡선이 포괄적 
신뢰구간을 상회하여 곡선이 연속적인 집적패턴을 보인다. 이는 특
정거리 이내에서 집적효과가 발생하는 패턴으로 전시연관산업의 집
적효과에 대한 확인 및 집적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가설 2-1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과 2014년 입지패턴의 비교
는 <그림 19>로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시연관산업은 상위분류인 
관광산업보다 2008년과 2014년 모두 집적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집적을 이루는 이유로 전시연관 사업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주
변 동종의 전시연관 사업자와의 정보교류와 같은 외부효과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며, 전시연관산업의 입지선택에 있어 집적효과는 중
요한 고려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시시설의 존재여부에 따라 전
시연관산업의 입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시시설과 거리의 제약
과 동종업종의 집적의 영향을 받는 산업구조임을 집적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시설 주변으로 입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동종의 전시연관산업
은 관광산업보다 높은 집적강도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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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흐른 2014년의 경우 전시연관산업의 집적강도가 점차 낮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전시시설이 건립되어 입지분포
가 넓어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대
도시에 밀집하였던 입지가 점차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다.

전시연관산업에서 기업간 집적효과가 발생하는 임계거리는 2008년
에 23km에서 2014년에는 38km로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전시연관산업의 입지패턴이 집적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점차 그 집적의 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4년 관광산업 집적강도는 2008년 집적강도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두 곡선의 비교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관광산업
이 2008년에 비해 기업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새로이 입지의 개척
보다는 기존 관광산업의 입지 근처로 더욱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며 
2008, 2014년 포괄적 신뢰구간의 곡선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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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시연관산업과 관광산업간 커널확률밀도곡선 비교
가설 2-1에 대해 커널확률밀도 곡선으로  <그림 19>의 결과로서 

집적강도를 확인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따라서 전시연관산업 입지
의 집적강도는 관광산업 집적강도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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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집적패턴 추세변화 결과

연구가설 
(2-2)

지자체별 전시산업 수요증가와 전시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강도는 낮
아질 것이다.

전시연관산업의 집적 외부효과는 <그림 20>와 같이 분석되었다. 

전시연관산업 2008년, 2011년, 2014년 커널확률밀도 곡선 3개는 포
괄적 신뢰구간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집적효과가 발생하고 입지가 
집적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집적효과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나 
2008년과 2014년 비교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시연관산업의 
커널확률밀도 곡선의 집적패턴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시연관산업 내 기업의 상호간 거리가 길어지는 것
으로 전시시설과의 근접여부가 입지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전시시설과 동종의 전시연관산업 입지함에 있어 집적으로 인한 외
부효과의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시연관산업에서 기업간 집적효과, 즉 집적 외부효과 발생하는 
임계거리는 커널확률밀도 곡선이 포괄적 신뢰구간을 상회하는 구간
까지로서 <그림 20>의 집적거리가 형성된 지점으로 2008년에 23km

에서 2014년에는 38km로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시
연관산업의 입지패턴이 집적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그 집적의 강도가 낮아져 점차 분산되는 추세임을 의미한다. 이는 
전시연관산업 초창기 입지의 경우,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근접여부가 
입지선택의 최우선 고려요인이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임대료 완
화분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더욱 유리한 시장으로 변화하여 전
시시설과의 공간적 거리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입지가 점차 분산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시시장이 더욱 전문화 됨에 따
라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거리보다는 자체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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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또한 교통의 발달로 통하여 기존 한 개의 전시시설의 
행사에 집중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전시시설까지 시장범위를 넓혀
서 활동하는 무한경쟁 현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적 재배치
의 결과로 해석된다. 

관광산업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집적되는 패턴을 보이
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업의 입지선택이 기존 동종업체가 입지한 근
처로 더욱 집적하는 것으로 전시연관산업은 관광산업과 반대의 집
적패턴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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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전시연관산업 커널확률밀도곡선 패턴변화

연구가설 2-2로서 지자체별 전시산업 수요증가와 전시시설 건립으
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강도는 낮
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그림 20>의 커널확률밀도 곡선의 패턴
변화로 검정하였다. 즉, 지자체별 전시산업 수요증가와 전시시설 건
립으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집적강도
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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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업종별 집적패턴의 추세변화 결과

연구가설 
(2-3)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은 전시연관산업 내 
상호간 밀접히 연계된 산업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입
지의 집적 혹은 분산 패턴도 같은 추세 일 것이다.

본 연구가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연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집적 
혹은 분산의 패턴이 같은 추세인가? 아니면 업종별 다른 패턴의 추
세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시연관산업을 구성하는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은 같은 전시산업분류에 속하나 전시행사
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업무 특성이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해 알아보는 것
이 이번 절의 핵심이다. 

전시주최업의 경우 <그림 20>와 같이 커널확률밀도곡선이 포괄적 
신뢰구간을 상회하여 집적효과가 발생하나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집적패턴이 높아졌다가 다시 2014년에 낮아지는 패턴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다. 전시주최업의 경우 포괄적 신뢰구간 범위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집적효과가 발생하며, 기업간 집적효과가 발생하는 임계거리
는 2014년 21km로 전시연관산업의 임계거리 38km에 비해 더 집적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적효과는 발생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지는 점차 분산추세의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치업의 경우 <그림 22>과 같이 커널확률밀도곡선이 포괄적 
신뢰구간을 상회하여 집적효과는 발생하나 2008년에 비해 2014년에
는 큰 폭으로 집적패턴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치
업의 경우 기업간 집적효과가 발생하는 임계거리는 2014년 44km로 
전시연관산업 중 가장 긴 임계거리를 지닌다. 이렇듯 전시주최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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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치업은 집적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분산추세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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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8~2014 전시주최업 커널확률밀도곡선
전시주최업과 전시장치업의 경우 지역별로 전시시설의 건립과 증

축으로 전시수요가 증가하였고, 교통여건의 발달로 운송수단과 이동
시간의 부담이 낮아져 산출물이 분산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등 전시시장의 변화에 이동수단의 질적향상에 의한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인접한 전시
시설의 과업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전시시설의 과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한계범위가 넓어져 공간적으로 분산패턴 추세로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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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08~2014 전시장치업 커널확률밀도곡선

전시서비스업은 <그림 23>에서와 같이, 전시주최업과 전시장치업
과는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지가 점차 집적하려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추세일 뿐 집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
시서비스업의 경우 커널확률밀도 곡선이 포괄적 신뢰구간에 포함되
는 패턴을 보이며 이것은 어느 거리에서나 집적 혹은 분산하지 않
는 곡선의 형태이다. 다만 초기에 비해 집적의 형태로 변화되는 커
널확률밀도 곡선의 집적하려는 추세는 전시주최업과 전시장치업의 
분산추세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 이는 통․번역 같은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VIP 의전 등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 인력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었고, 임대료나 지가가 낮아져서 생기는 이득보다 전
시서비스업의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이득이 더 높아지
고 있음 의미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바이어와 관람객을 상대하는 
전시·박람회 특성상 불확실성이 큰 암묵적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
으며, 홍보·계약을 위한 직접적인 대면접촉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창출과 경험의 공유는 공간적으로 국한되는 집적효과가 발생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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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08~2014 전시서비스업 커널확률밀도곡선 

전시연관산업 내부간에도 집적과 분산이 다른형태로 발전되고 있
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시주최·장치산업의 경우 전시경험이 축
적될수록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근접요인 보다는 아이디어와 사업구
상, 기획력에서 경쟁력을 갖는 전문분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결론적으로 가설의 예상과는 달리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분산패턴 추세이고, 전시서비스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적패턴 추세이기에 같은 전시연관산업 분류라 하더라도 업
종별로 집적패턴의 추세를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 전시클
러스터 공간기준을 제공하고 업종별로 다른 정책적지원 마련의 필
요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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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소결
본 장에서 전시연관산업의 집적패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시연관산업은 상위분류인 관광산업보다 높은 집적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는 전시연관 사업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주변 동종의 
전시연관 사업자와의 정보교류와 같은 외부효과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며, 전시연관산업의 입지선택에 있어 집적효과는 중요한 고려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시시설의 존재여부에 따라 전시연관산업
의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시시설과 거리의 제약을 받는 산업구
조임을 집적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연관산업의 집적 외부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한계범위는 약 
38km로 확인되었다. 전시연관산업의 집적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낮아지고 있으며, 2008년 집적효과 도달범위는 약 23km이나 
2014년에는 약 38km로 분산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창기의 경우,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근접여부가 입지선택의 최우선 고려요인이었
으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임대료 완화분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거리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분산됨을 
의미한다. 이는 전시시장이 더욱 전문화됨에 따라 전시시설과의 공
간적 거리보다는 자체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무한경쟁 
현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적 재배치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전시연관산업 가운데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분산패턴이고, 전시서비스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적패
턴임을 확인하였다. 전시연관 내부 산업간에도 집적과 분산이 다른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시주최·장치산업의 
경우 전시경험이 축적될수록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근접요인 보다는 
아이디어와 사업구상, 기획력에서 경쟁력을 갖는 전문분야로 고도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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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주최·장치산업은 전국적으로 전시시설의 신규 건립과 증축으
로 전시수요가 증가하였고, 교통여건의 발달로 운송수단과 이동시간
의 부담이 낮아져 산출물이 분산되고, 인접한 전시시설 과업뿐만 아
니라 다른 전시시설의 과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한계범
위가 넓어져 공간적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시서비스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집적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번역 같은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VIP 의전 등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 인력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었고, 임대료나 지가가 낮아져서 생
기는 이득보다 전시서비스업의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이득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바이어와 관람객을 
상대하는 전시·박람회 특성상 불확실성이 큰 암묵적 지식에 대한 의
존도가 높으며, 홍보·계약을 위한 직접적인 대면접촉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창출과 경험의 공유는 공간적으로 국한되는 집적효과
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전시연관산업에 대한 본 연구는 전시연관사업자가 입지선택에 있
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정
부의 전시연관산업의 지원에 있어서 전시 주최․장치업의 경우 분산
패턴에 유리한 정책과 전시서비스업의 집적패턴에 유리한 정책지원
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고,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을 마
련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해외와 국내 어디서도 전시연관산업에 대해서
는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전시연관산업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전시시설의 인프라에만 집중된 연구만 존
재하였기에 전시산업 시장규모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시시설
을 비롯한 전시연관산업을 포함하여 공간적 기준을 마련 것은 국가 
전시클러스터 방안을 마련중인 시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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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7.1. 연구결과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전시수요면적 추정에 관한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막연히 전시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외삽 방법론을 적용
하였기 때문에 수출부진 및 내수경제 악화, 경기하락 국면에서도 전
시수요면적은 꾸준히 증가되는 잘못된 수요추정을 해왔다. 실물경제 
지표와 연계되지 않아 미래 대한민국의 전시수요면적은 절대 줄어
들지 않는 수요추정을 2016년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며 그 기준에 
의해 전시시설 건립의 가부를 결정해 온 것이 대한민국 전시수요추
정 방법론의 민낯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전시수요면
적의 결정요인을 찾고 그 결정요인에 의한 전시수요면적 함수식을 
도출하여 이론 및 현실에 근접한 수요모형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전시수요 결정요인으로 전시면적(Indoor exhibition space),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수출금액(export amount), 법인 
부가가치세액(value-added tax of corporation)으로 모두 정(+)의 영향
으로 분석되었다. 전시면적 1㎡ 공급은 전시수요면적 147㎡가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년 전 GRDP(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차분 산출액 1억 원의 증가는 전시수요면적 40㎡ 발생하
였고, 시․도별 수출금액 백만달러 증가는 전시수요면적 28㎡ 발생, 

법인 부가가치세액 1억 원 증가는 전시수요면적 4.3㎡ 증가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시설간 간섭효과 영향력의 존재여부를 확인하
고자 전시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
정을 활용하여 간섭효과를 도출하였다. 공간적 거리상 근접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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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그랜저인과관계 의미
에서 주변시설간 간섭효과는 존재하지 않았고 전시시설 상호간 독
립적인 시장범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서울과 대전의 경
우 서로 쌍방향의 간섭효과가 존재하였고, 서울이 경남(CECO, 창원)

에게 단방향의 간섭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은 경남(CECO, 창원) 방향으로 2기 분석기간 중 2기 연속적
으로 단방향 간섭효과가 존재함 확인하였고, 이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의 영향력으로 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산업 관련 서울의 전시수요
가 경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대전에게 6기 분석 중 3기의 연속적인 간섭효과가 존재하
였고, 대전은 서울에게 6기 분석 중 5기의 연속적인 간섭효과가 존
재하여 서울과 대전은 쌍방향 간섭효과를 확인하였다. 쌍방향의 간
섭효과 발생은 서울과 대전의 전시시장의 한계범위가 중복됨을 의
미하며,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다는 지리적요건과 교통
의 중간지,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산업단지, 계룡대와 
같은 국가기관의 입지로 인하여 로봇과 사이언스, 국방(안보)과 같은 
연구, 학술 중심의 특화된 전시회로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전 
KOTREX는 4,200㎡의 전시면적, DCC는 2,250㎡의 전시면적이며, 

KOTREX 전시면적 기준으로 230여 개의 부스가 최대설치규모인 소
규모 전시시설로 분류되며, 전시면적의 규모로 인해 중·대형 전시박
람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전과 충청의 중·대형 전시수요가 
인프라를 갖춘 서울로 이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관광산업 특수분류로 속해있
는 전시연관산업(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서비스업)의 집적패턴
을 분석하였다. 3년 주기로 커널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커널확률밀도 곡선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전시연관산업은 상위분류인 관광산업보다 높은 집적패턴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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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전시연관 사업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주변 동종의 
전시연관 사업자와의 정보교류와 같은 외부효과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며, 전시연관산업의 입지선택에 있어 집적효과는 중요한 고려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시시설의 존재여부에 따라 전시연관산업
의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시시설과의 거리 제약과 동종기업 입
지의 영향을 받는 산업구조임을 집적패턴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시연관산업의 집적 외부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한계범위는 2014

년 약 38km로 확인되었다. 전시연관산업의 집적강도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낮아지고 있으며, 2008년 집적효과 도달범위는 약 23km이
나 2014년에는 약 38km로 점차 집적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근접여부와 산업간 집적 여부가 전
시연관산업의 초창기 입지선택의 우선적인 고려요인이었으나, 정보
통신의 발달함에 따라 물리적 이동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외곽으로 
이주한 만큼의 지대감소(rent)로 가격경쟁력이 상승되는 등 이동거리
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집적 거리가 늘어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시시장이 전문화됨에 따라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거리보다는 
자체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무한경쟁 현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적 재배치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전시연관산업 가운데 전시주최업, 전시장치업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분산패턴이고, 전시서비스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적패
턴임을 확인하였다. 전시연관 내부 산업 간에도 집적과 분산이 다른
패턴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시주최업·장치업
의 경우 전시경험이 축적될수록 전시시설과의 공간적 근접요인 보
다는 아이디어와 사업구상, 기획력에서 경쟁력을 갖는 전문분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시주최업·장치업은 전국적으로 전시
시설 신규 건립과 증축으로 전시수요가 증가하였고, 교통여건의 발
달로 운송수단과 이동시간의 부담이 낮아져 산출물이 분산되고, 인
접한 전시시설 과업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시설의 과업까지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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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면서 시장한계범위가 넓어져 공간적으로 분산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전시서비스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적패턴을 확인하였다. 이는 
언어와 의전 등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 인력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었
고, 집적외부효과가 임대료, 지가와 같은 기회비용보다 높음을 의미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바이어와 관람객을 상대하는 전시·박람회 
특성상 불확실성이 큰 암묵적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홍보·

계약을 위한 직접적인 대면접촉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창출
과 경험의 공유는 공간적으로 국한되는 집적효과가 발생함을 의미
한다. 본 간섭효과와 전시연관산업의 연구와 해석은 15년 이상 전시
시설 운영 실무를 겪은 임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 분석과 함
께 교차 검증하여 연구의 해석을 뒷받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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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의 의의 
기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제없이 막연히 한쪽만의 수요를 추정

하여 단순히 계산한 해외/국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전시수요결정 
요인을 찾고 결정요인에 의한 수요함수를 처음으로 도출하여 대한
민국의 전시수요를 추정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추정
한 전시수요 함수식에 의한 연구결과로서 수요면적예측 모형을 통
해 전시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가치를 지
닌다. 특히 기존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와 다르게 전시수요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설정하여 설명력
(r-square=97.97)이 가장 높다. 또한 임의의 가공한 데이터를 적용하
여 도출한 선행연구의 결과값과 달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변수로 설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범용성을 갖추고
도 설명력이 가장 높은 전시수요면적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부의 전시시설 신규 건립과 지방정책 수립에 있어 체계적인 전
시산업발전 심의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적 장점이다.  간섭효과 분석을 통해서는 서울과 대전, 서울
과 경남을 제외한 지역은 전시수요를 잠식하는 경쟁시장이 아닌 서
로 간섭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독립적 시장범위를 확인함으로서 지
자체별 전시시설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
한 전시시설간 경쟁보다는 지역별 특화된 전시시장의 형성이 선순
환적 발전방향임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전시연관산업에 대해서 국,내외 어디서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전시연관산업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중앙정부에서는 전시클러스터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시시설 위주의 관심도 집중으로 인하여 전시
연관산업은 클러스터 형성계획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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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시클러스터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서는 기초체력과도 같은 전시연관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공간
적 입지를 고려한 전시클러스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대한 공
간기준 및 거리기준, 입지에 대한 집적패턴의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의 정책추진이었기에 공간적 범위 및 효율성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정부와 전시연관산업 사업자에게 집적의 이득이 발생되
는 집적거리 기준을 제시하여 전시연관산업 입지선택에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세밀한 읍면동 단위의 산업분류 위치자료는 지방의 
경우 1km이상 거리오차가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실제주소를 
기반으로 WGS84 유클리드좌표 기준이기에 전시연관산업 입지는 
10m 내의 거리오차로서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정부의 
전시연관산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전시 주최․장치업의 경우 분산패턴
에 유리한 정책, 전시서비스업의 경우 집적에 유리한 정책지원의 근
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시산업발전을 유도하고 공간적 입지전
략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
사점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전시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심의기준과 지방정부의 건립요구 사이의 간극을 현실적인 수요예측
과 간섭효과 기준을 토대로 보다 줄여나갈 수 있고 전시연관산업 
입지의 공간정책적 기준 및 거리범위를 제공한 첫 연구임에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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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연구의 한계 
MICE 시설 부문은 크게 전시와 컨벤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시부

문의 경우는 관람객과 개최사항의 세금계산서 제출을 위해 상세하
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관리되며, 전시산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로 승인이 되어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
가 없었다. 컨벤션 자료의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며 참여인원을 높여 성과를 부풀리는 
현상이 존재하였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통계수준에 미치지 못해 통
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 불승인 상황이기에 공표수준이 아닌 참고
사항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기초자료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
황에서 연구로서의 분석진행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 신뢰도에 근거하여 MICE 시설의 전시
부분만 분석하였고 향후 정확한 집계에 의한 기초자료 신뢰도 확보
시 컨벤션 연구의 확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시시설의 행사별 매출액과 관람객 수, 관람객 지출액 등 자료가 
공개된다면 더욱 깊은 분석이 가능하지만 자료의 폐쇄성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는 객단가 등 경제지표의 결
과까지 도출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정부와 사업자가 
결과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내륙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전시시설
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된다면 더욱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러
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간섭효과의 경우 그랜저인과
관계의미로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전시시설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
면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시수요면적과 시설간의 간섭효과, 전시연관산업의 입
지패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향후 조성하게 될 전시클러
스터 형성의 공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향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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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공개를 통해 산출액이나 객단가 등 경제적 지표 결과도 분
석함으로 정부 및 사업자의 판단에 좀 더 실증적인 기준을 제공하
는 연구로 발전된다면 ‘대한민국 전시산업 생태계’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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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Determinant of Demand for MICE Facilities 
in Korea & Agglomeration Location Patterns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y

Kwon, Rak Yong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 its infrastructure 

expansionary policy to expand its MICE industry. Demand forecasting 

carried for a business feasibility study can be utilized as an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for an administrative procedure which decides the 

reasonability of establishing an exhibition facility. But demand for 

accurate and reliable academic studies still has not been met. Most 

feasibility studies conducted domestically have passed demand 

forecasting due to the obscure presumption of which the total number 

of local exhibitions in the country may increase through trend 

extrapolation over time. Even few studies on demand forecasting only 

discuss extremely fundamental and essential matters of the topic, so a 

more in-depth research is required.



- 142 -

In this study, the exhibition demand space was estimated based on 

the local exhibition demand determinants. The panel analysis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to forecast the exhibition demand space for 

the duration of the period of 2008 to 2014. Exhibition demand 

determinants included Indoor exhibition space,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port amount, and value-added tax of corporat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the exhibition floor space 

increases by 1 degree(1㎡), the exhibition demand space increases by 

147 degrees (147㎡). As the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Publication, Movies,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dustries) 

increases by 1 degree (100 million won), the exhibition demand space 

increases by 40 degrees (40㎡). As the export amount increases by 1 

degree (1 million dollars), the exhibition demand space increases by 28 

degrees (28㎡). And as the value-added tax of corporation increases 

1degree (100 million won), the exhibition demand space increases by 

4.3 degrees (4.3㎡).

In addition, to discover the presence of influence among exhibition 

facilities, this study also created an interference effect based on the 

exhibition demand space. The analysis subject of the study was 

established as the exhibition demand space which is based on each 

facility rate of operation from 1988 to 2015, and the interference effect 

was estimated using the Granger Causality examination. Contrary to 

expectations that there will be an interference effect among the spatially 

neighboring facilities, there was no such interference effect except in 

Seoul, Dae-jeon, and Gyeong-nam according to Granger Causality. Seoul 

and the Dae-jeon displayed a two-way interference effect in the 

exhibition space, and the Seoul exhibition demand space showed a 

one-way interference effect to the exhibition demand space loc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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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CECO, Chang-won).

In the 2 analysis periods, Seoul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one-way interference effect on Gyeong-nam (CECO, Chang-won) both 

times continuously. And this means that the demand for machines,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electronic electricity industries in Seoul 

affects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which can be viewed 

through the schedule of the CECO exhibition.

Seoul had 3 consecutive times of interference on Dae-jeon out of the 

6 analysis periods, and Dae-jeon had 5 consecutive times of 

interference on Seoul out of the 6 analysis periods. 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Seoul and Dae-jeon have an interactive interference 

effect. The two-way interference effect means that the market limits for 

Seoul and Dae-jeon are duplicated. Dae-jeon is influential as a 

specialized exhibition on research and academic such as robot, science 

and national defense due to the geographic location as the center of 

Korea and the nationally dense location(Dae-deok Science Complex, 

Dae-deok Techno Valley, Dae-deok Industrial Complex, Gyeryong 

university). Exhibition space of Dae-jeon KOTREX is 4,200㎡ and 

DCC is 2,250㎡, which can be classified as a small scale exhibition 

center that can install more than 230 booths. Due to its size, it is 

impossible to hold a middle or large scale exhibition fairs. This means 

that the demand for middle and large-scale exhibitions in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s has moved to Seoul with the infrastructure.

Lastly, integrated location patterns of the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exhibition organization industry, exhibition installation industry, 

exhibition service industry)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KSIC 

classification of tourism industry. The K-density function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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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stablished integrated location patterns through Monte-Carlo 

Simulation. The target period of the study was set to 3 years cycles 

(2008, 2011, 2014) by synchronizing previously performed analysis 

target period of exhibition demand space forecasting model (2008-2014). 

Based on the business addresses registered in the Association of Korea 

Exhibition Industry, it was possible to use Euclidean coordinates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patial integrated location patterns of the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and three-year cycle of integration changes.

The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have identified a higher level of 

integrated location patterns than the tourist industry which is identified 

as an upper class industry. This is because business owners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are susceptible to external effects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with the same line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to secure competitiveness, and integration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deciding factor that selects the location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In the same way,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are determined by the 

positions of exhibition facilities, so it can show that the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are greatly affected and constrained by distances 

between exhibition facilities through the integrated location patterns.

The scope of the spatial limitation which is affected by integrated 

external effect in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was identified at 38 km. 

The integrated intensity of the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keeps 

decreasing over time, and the scope of the integrated effects of 2008 

was approximately 23km in 2014 and about 38km in 2014. This means 

that the importance of spatial proximity from exhibition facilities is the 

preferred factor for selecting space facilities, but it is de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securing price 

competitiveness by rent relief. It can be interpreted that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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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facilities become specialized,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its own competitiveness than the spatial distance and results of 

spatial realignment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Additionally in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the exhibition organization 

industry and exhibition installation became the distributed local patterns 

over time, and the exhibition service industry became the integrated 

location patterns over time. It is important to take notice that the 

integration and distribution between the internal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are evolving into different forms. In case of exhibition 

organization industry and exhibition installation industry, as the 

exhibition experience is accumulated, it is regarded that it becomes 

more highly competitive in terms of ideas and business plans, planning 

ability than spatial neighboring factor for exhibition facilities. We can 

realize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exhibition organization industry 

and exhibition installation industry, exhibition demand increased due to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exhibi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roduct was spread due to reduction of travel time and 

transportation burden. And also it can be interpreted that exhibition 

organization industry and industry installation industry are distributed 

spatially and able to perform their tasks by widening of the market 

limit. 

The exhibition service industry is integrated over time and this 

implies that the specialized personnel market characteristics such as 

language, protocol with high barriers have been reflected, and external 

effect of integration is higher than opportunity cost such as rent and 

property value. And it also implies that since exhibitions and fairs deal 

with many and unspecified buyers and visitors, there is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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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y on uncertain implicit knowledge. It can be suggested that 

since the frequency of direct contact with the public for promotion and 

contracts is high, the sharing of the services and experiences creates a 

spatial limited effect.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interference 

effect and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have been verified and cross 

validated by interviews with the officials who underwent more than 15 

years of exhibition facilities and highly qualified analysis. 

MICE facilities can be divided generally into exhibitions and 

conventions. In the case of the exhibitions, the details were collected 

accurately and specifically in order to submit the tax invoice to the 

'exhibition industry promotion association', and the exhibition industry 

statistics were controll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was 

approv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the 'national statistics.' 

So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reliability of the data. In case of 

conventions data, there was no clear justification such as the tax 

invoice for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accomplishments were 

overestimat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Statistics of 

conventions data were not approv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statistical standards demanded by the 

government, so they are not official announcement but just left as 

references. Also, further process of the analysis of the validity of the 

basic data for conventions was considered meaningless and ruled out. 

Based on reliability of the basic data, only the exhibition space of the 

MICE facility was analyzed. And in the meantime, it was concluded 

that the expansion of the conventions based on the security of reliable 

basic data is desirab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mand space forecasting model of 

exhibition facilities shows realistic criteria for the demand of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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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demand. In particular, when judging the determinants of 

exhibition demand in existing domestic researches, it has the best 

business feasibility model (by the end of December 2016, r square = 

97.97). It can also reach at the conclusion the results are not applied 

with random research data, but the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re applied so it best explains the results of exhibition 

demand space and is possible for everyone to gain the most descriptive 

results easily. The methodological advantag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is able to present the systematic exhibition development standards for 

establishing government's exhibition facilities and regional policies. 

It is important that a practical support can be provided in the 

location selection for business owners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This can be used as a political implication in which the government 

can utilize as a basis for the priority of supporting policies which 

enable integration and distribution in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support, and make the first step in preparing standards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Above all, since there were no prior reports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in Korea or anywhere, it has significance as the first study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Existing researches have only focused 

on the infrastructure of exhibition facilities, bu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ll aspects of the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exhibition facilities to increase the size of the market itself of 

exhibition industries.

By understanding exhibition demand space forecasting model and 

interference effect between exhibition facilities, the basi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has been provided rather than for competitive relations, 



- 148 -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changes in the location 

patterns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In the exhibition develop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exhibition establishment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intended to imply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set of 

measure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and the basis for realistic techniques of demanding 

forecasting.

Finally, if the central government's comprehensive MICE policy which 

has supporting plans for exhibition related industries is implemented, it 

will be the first step toward forming a sustainable and strong 

“exhibition industry ecology” in the Korean exhibition industries.

Keyword:  MICE, Exhibition, Demand forecasting, Interference Effect, 

Agglomeration, Spatial Analysis, Exhibi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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