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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역별 산업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 입지계수

는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입지계수는 표준화된 형태이면서, 지도화

가 가능하여 산업의 공간적인 분포 패턴 분석이 가능한 분석 방법이

다. 그러나 입지계수는 공간적 상호작용, 공간적 자기상관 등과 같은 

효과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비공간적 분석법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입지계수는 일종의 행-비중 지수로서 각 공간단위의 총량 차이

를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입지계수는 행

-비중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특화된 정도를 설명하는 지수이며 산

업의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정도를 분석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탐색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와 행-비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 상

이점수(Standardized Score of Dissimilarity; SSD) 그리고 주변지역과

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국지적 입지계수(Focal Location Quotient; 

FLQ)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구, 행정동, 

집계구 단위에서 산업 대분류별 산업 특성 분포의 측도 간 비교 연구

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GIS툴로 ESRI사의 ArcGIS 10.0을 이용

하였다. 측도 간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준거로써 집중도, 특화도, 공

간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 통계적 유의성 검정 등을 기준으로 정하였

고 그 의미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 

집중도는 전체 지역 중에 하부지역에 어떤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한 준거이며, SSD를 이용하여 산업의 집중도를 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화도는 하부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 중에서 어떤 산

업이 전체 지역의 산업구성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준거이며, LQ를 이용하여 산업의 특화도를 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공

간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은 특정 산업의 공간적 집중도 분석 가능여

부에 대한 준거로 FLQ를 통해 산업의 클러스터 분석이 가능하다. 통

계적 유의성 검정 여부는 LQ의 가장 큰 단점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

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거이다. 표준점수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

는 SSD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FLQ 측도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 가능한 방법론이다. 

서울시 2010년 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별, 동별, 집계구별

로 연구의 공간 단위 크기를 달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의 요

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FLQ의 국지적 평활화 효과는 연구 공간 단위의 크기가 클수록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집계구 공간 단위 크기에서 FLQ를 사

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둘째, LQ와 SSD는 연구대상의 공간 단위 크기가 작아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 단위 크기가 작아질수록 각 

지역에 포함되는 종사자수의 차이가 줄어들어 불안정한 분산의 문제

가 대부분의 지역에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정의적 측면에서 산업 분포의 집중도는 SSD로 분석하는 것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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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 

셋째, SSD는 변수로 사용할 종사자수와 같은 카운트데이터나 LQ와 

같은 비율데이터를 정규분포에 가깝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LQ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SSD나 FLQ와 같은 최신

의 방법론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공간 단위 크기별 측도 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

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수많은 실증적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연구가 많이 부족했던 

SSD나 FLQ등의 유의성 검정 방법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산업 분포 특성, 산업 클러스터, 입지계수, 표준화 상이점수, 

국지적 입지계수, 산업 집중도 

 

학  번 : 2005-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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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어느 곳에 산업이 입지해 있고 또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지에 대한 

산업 분포 분석은 지리학의 오랜 연구주제였다. 고전적인 최소운송비 

이론과 같은 선형의 수학문제를 풀어내는 최적화의 관점에서부터 집

적이익을 고려한 산업 집적지에 대한 연구와 같이 산업의 입지와 그 

형태 및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정준호•김선배, 

2005; 김정홍, 2011; 강혜정, 2012). 

특히 1990년대 들어 산업 단지간 상호작용(네트워크)의 역할에 집

중한 산업클러스터로 산업의 입지 및 분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되면서 단순 집적이익이 

아닌 연구활동과의 산업연관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정홍, 2011; 이희연, 2011). 

오늘날에는 도시에 위치한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었

던 지식생산능력과 결부하여 IT, 미디어, 패션•디자인 등의 지식기반 

산업이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식기반 산업은 클

러스터를 이루며 급속히 발전하며 클러스터는 사업장 1~2개가 선도

하는 형태가 아닌 여러 사업장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형태

적으로는 일정 공간 범위에서 특정 산업이 집중된 양상을 보이며, 지

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적 확장 또는 축소가 이뤄지게 된다. 따

라서 산업 클러스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간 단위만을 대상으

로 하는 분석기법이 아닌 개별 공간 단위와 그 주변까지 고려하는 분

석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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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특정 산업의 공간적 집중 정

도와 타 지역에 비해 특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즉 

‘어디에 집중하는가?’와 ‘얼마나 집중해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

해 공간적 의존성 및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다양한 통계량들을 

사용하여 공간적 집중이 일어나는 지역을 파악하였다. 단순히 공간적 

집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업의 집중이 일

어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후자의 질문인 산업

의 집중된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

정하는 통계량은 찾아보기 어렵다. 

‘얼마나 집중해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엔트로피지

수, 지니계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등을 이용해왔다. 이

런 지수들 또한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알기에는 상당히 유용한 지수

이지만, 앞서 언급한 클러스터의 공간적 확장 또는 축소에 대한 특성

을 생각했을 때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입지계수의 경우, 표준화된 형태이면

서 지도화가 가능하여 공간적인 분포의 패턴 분석이 가능한 분석 방

법이다. 따라서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평

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입지계수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공간적 상호

작용, 공간적 자기상관 등과 같은 효과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비공

간적 분석법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입지계수는 일종의 행-비중 

지수로서 각 공간단위의 총량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갖

고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 클러스터 분석에서 LQ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가

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수식의 구조적인 차이에 있다. 행-비중을 통

해 계산되는 LQ가 과연 공간적 집중을 계산하는데 적합한가의 문제

이다. LQ는 원래 특정 산업군 혹은 연계산업군 간의 공간집중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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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표이다(손정렬 2013). 즉 지역 내에 특정산업

이 전체산업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

치이므로 지역내 산업중에 어떤 것이 가장 특화되어 있는지-특화도-

를 계산하기 위한 값이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 클러스터를 연구하는 

목적은 같은 계열의 산업이 어떤 곳에 집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이라면 같은 지역내 여러 산업을 비교하는 행-비중

의 데이터가 아니라, 같은 산업내 지역적 집중을 비교하는 열-비중 

데이터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들 중에서 열-비중을 통한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나 그 실증적 연

구가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입지계수와 

행-비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표준화 상이점수

(Standardized Score of Dissimilarity; SSD) (이상일, 2007) 그리고 주

변지역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국지적 입지계수(Focal Location 

Quotient; FLQ)(Cromley and Hanink, 2012)를 서울시 구, 행정동, 집

계구 단위에서 산업 대분류별로 나타나는 특성의 상호비교를 통해 측

도 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GIS툴로 ESRI사의 

ArcGIS 10.0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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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서울시는 20세기 후반의 대도시에서 나타난 산업 변화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 산업단지들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고 그 자

리를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이 차지하거나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하

면서 전통적 재래산업과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

식기반 산업이 전통적 재래산업을 위축하고, 다양한 형태로 도시 공간

이 재정비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 본 연구의 사례 연구대상지

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입지계수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새로

운 방법론인 열-비중 지수와, 국지적 입지계수에 대한 방법론적 정리

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구, 행정동, 집계구 단위에서 입지계수와 

열-비중 지수, 국지적 입지계수에 대한 산업 대분류별 분석을 수행한 

뒤 각 특성에 대해 분석을 수행했다. 끝으로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향

후 연구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준거로써 집중도, 특화도, 공간 클러스터 탐

지 적합도,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 방법론을 비교

하고자 한다. 집중도와 특화도는 열-비중과 행-비중의 문제로 귀결 

될 수 있다. 집중도는 전체 지역 중에 하부지역에 어떤 산업이 집중되 

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준거이므로 반드시 열-비중으로 구해져야 

한다. 특화도는 하부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이 전체

지역의 산업구성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행-비

중으로 구할 수 있다. 공간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은 특정 산업의 공간

적 집중에 대한 지표이므로 집중도를 통해 구할 수 있지만, 공간적 현

상인 클러스터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간적 

자기상관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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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각 공간 단위 크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표로써 정리하였

다. 끝으로 앞서 언급했던 입지계수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통계적 유

의성 검정에 대한 논의도 각 방법론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사

례연구의 끝부분에서 다루었다. 각 방법론 간의 예측되는 준거들의 차

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 부분은 Ⅱ. 이론적 배경의 방법론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표 1. 예측되는 방법론별 해석 준거 간 차이 

 LQ SSD FLQ 

집중도 X O X 

특화도 O X △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 
X △ O 

유의성 검정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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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1) 입지계수를 활용한 연구 

입지계수는 처음 고안된 1960년 이후로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다. 연구 유형은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전통적 

사용방법으로 변이할당분석에서 기반산업과 비기반 산업을 구분하기 

위한 지수로써 입지계수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뤄지는 연구들로서 GIS를 이용해 지도화를 통해 산업집적도를 보여

주는 일종의 클러스터 분석 연구에서 분석의 변수 또는 분석방법 자

체로 사용한 유형이 있다. 많은 연구들 중 몇 가지 연구들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입지계수를 이용한 선행 연구 

분석 유형 연구자 분석 방법 분석 내용 

전통적 방

법 

이춘근, 

1998 

입지계수 전국대비 경북의 산업별 총

산출액 입지계수 

전통적 방

법 

김종웅•이

상엽, 2005 

입지계수 전국대비 대구의 안경테 산

업 사업체수, 종업원수 입지

계수 

전통적 방

법 

Carroll et 

al, 2008 

입지계수 전지역의 특정 사업체수 대

비 지역내 특정 사업체수 입

지계수 

클러스터 분석 정석명•박

용치, 2009 

입지계수 전국대비 서울의 산업업종별 

종사자수 및 사업체수 입지

계수 

서울 전체대비 행정동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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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특화도 

클러스터 분석 이병길, 

2013 

입지계수 서울시 전체 업종 사업체수 

대비 소매업, 생활서비스, 음

식업의 사업체수 입지계수 

전통적 방

법 

정은성•김

한수, 2013 

입지계수 캘리포니아 주 대비 샌프란

시스코 소매업 종사자수 입

지계수 

전통적 방

법 

이상윤, 

2015 

입지계수 전국 조선산업 대비 부산, 

울산, 경남의 조선산업 종사

자수 및 사업체수 입지계수 

먼저 이춘근(1998)은 경상북도의 지역특화산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대비 경상북도의 산업별 총산출액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정석명과 박용치(2009)는 입지계수를 통해 전국 산업과 대

비하여 서울지역이 특화패턴을 보여주는 지역우위 산업을 분석하였다. 

그 중 전후방 산업연계정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대비 

행정도의 산업특화도를 입지계수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은성과 김

한수(2013)는 캘리포니아 주 대비 샌프란시스코 소매업의 종사자수 

입지계수를 구하고,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소매

업 발달과 도시관광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윤(2015)은 부산, 울

산, 경남의 동남권 지역에 산업클러스터 형태로 집적된 조선산업의 입

지계수를 통해 세부적 업종별 산업클러스터 특화유무를 분석하였다. 

전국 조선산업 대비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지역의 조선산업 종사

자수 및 사업체수 입지계수를 구하여 특화도를 분석하였다. 이병길

(2013)은 입지계수를 통해 서울시 전체 업종 사업체수 대비 소매업, 

생활서비스, 음식업의 지역별 특화도를 구하고, 중심지와 중심지의 이

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심지가 성장지역인지, 쇠퇴지역인지 아

니면 성숙 지역인지 파악할 수 있고 상권분석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종웅과 이상엽(2005)은 대구지역 안경테 산업

의 클러스터 특성 및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에서 입지계수를 통해 전

국대비 대구의 안경테 산업 사업체수, 종업원수 특화 정도를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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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상이점수를 활용한 연구 

표준화 상이점수와 국지적 입지계수는 비교적 최근에 고안된 지수

들로써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표준화 상이점수를 

이용한 연구로는 먼저 이상일의 연구(2008)가 있다. 공간분리성 측도

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표준화 상이지수는 사례연구의 한 

부분인 대도시별 학력집단별 집중도를 계산할 때 각 연구지역별로 인

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입지계수를 비롯한 행-비중 지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유의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후에는 

이화정, 이상일, 조대헌(2013)의 연구에서 표준화 상이점수가 사용되

었다. 이 연구는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과 그 중학교가 속한 학군으

로의 전입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인데, 이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 

변수인 중학교 진학률과 순전입률을 계산 하기 위해 표준화 상이점수

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표준화 상이점수는 이상일(2008)의 연

구에서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 국지적 입지계수를 활용한 연구 

국지적 입지계수는 방법론을 고안한 Cromley와 Hanink(2012)의 

연구에서 영유아 급사증후군(SIDS ;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을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 입지계수에 비해서 클러스터의 범역을 명시적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 

검정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후 Liu(2013)는 중국의 산업구조를 분석

하기 위해 FLQ를 사용하였다. 섬유•기계•음식•전기 산업에서 집

적이 나타났으며 FLQ와 국지적 Moran’s I를 비교하였는데 FLQ가 보

다 더 일반화된 패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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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 연구 

 

1) 입지계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Isard(1960)에 의해 고안된 방

법으로, 최초에 고안될 때는 경제기반 변이할당모델을 이용한 인구추

계를 할 때, 기반산업을 찾아내고 기반산업의 승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후 GIScience 발달이 있기까지 국지적 스케일의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다. 특히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리적 분석에

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LISA의 개발 이전에 클러스터 분석에 주로 

사용되었다. 

LQ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된다. 

LQ =  ⁄ ⁄  

 : 연구지역의 i산업 종사자 수  : 연구지역의 총 종사자 수  : 전체지역의 i산업 종사자 수  : 전체지역의 총 종사자 수 

LQ는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이 국가 전체 또는 지역 전체에 비해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치이다. LQ는 1을 기준으로 

1이상인 경우 전체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역적 고용효과를 선도하는 기반산업의 역할을 하고 수

출 산업으로서 지역의 인구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LQ가 1이면 자급자족 산업으로서 지역적인 수요를 만족시키

고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된다. LQ가 1이하인 경우는 지역적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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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며, 외부지역에서 부족한 수요만큼을 수입해와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에는 주로 산업을 기반, 비기반 산업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인

구 승수효과를 찾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 그 자

체에 집중하여 주로 해당 지역에 특정산업이 얼마나 집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뤄졌다. LQ가 1이상인 지역은 집중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GIS의 발달이 맞물리면서 

국지적 산업의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되기까지 이르렀으며,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LQ는 아직도 많은 경제지리학 연구에서 

지역의 산업특성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LQ는 매우 직관적 수치이므로 해석이 간편하고, GIS를 이

용해 지도화가 가능하여 국지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방법론이다. 그러나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Q의 계산 방식은 연구 대상지역의 전체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의 

비율만을 고려한 행-비중을 고려한 분석법인데 이는 특화도를 표현하

기에 적합하지만,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표현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다(이상일, 2007; 조대헌, 2013; Waller and Gotway, 2004).  

또한 LQ는 비율 형태의 수치이므로 통계학적 해석과 관련하여 문

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비율 형태 수치의 경우, 분산의 불안

정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조대헌, 2013). 비율의 경우 

분모에 해당하는 값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분산은 커지게 되어, 분자의 

눈에 띄게 크지 않더라도 분모의 값이 충분히 작으면 비율 값이 과대 

평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LQ에서 분모 부분 중에서 , 즉 전체지역

의 i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작다면(예술, 전기, 하수), 특별히 크지 

않은 수치임에도 LQ 값의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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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비율 형태 수치의 경우 정규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조대헌, 2013; Atchley et al., 1975; Barnes, 1982; Kane 

and Meade, 1998). 정규성이 없는 값들에 정규성을 가정한 유의성 검

정 등의 통계분석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LQ를 사용한 연구는 항

상 통계적 검정에 대한 공격을 받아왔다. 

또한 특별히 공간통계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LQ는 매우 비공간적 

통계량이나, GIS와 결합하여 마치 매우 공간적인 통계량인 것처럼 사

용되어왔다. 산업은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내외연적 성장에 큰 영

향을 준다. 그러나 LQ는 이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수치로서, 비

록 유의성 검정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명시적 지도화와 이에 대한 해

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1종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LQ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앞선 행-비중 문제와 통계학적 해석의 문제는 표준화 상이점수

(이상일, 2007; 2008; 이화정 등, 2013)가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공간적 상호작용의 부분은 국지적 입지계수(Cromley and Hanink, 

2012)가 그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2) 표준화 상이점수 

표준화 상이점수(Standardized Score of Dissimilarity; SSD)는 LQ를 

비롯한 다양한 열-비중 방식의 지수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고안되었다. 기반이 되는 방법론은 거주지 분리 연구에서 주

로 사용되는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로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

다.  

D = 12 −  
X : 관심집단의 전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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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준거집단의 전체 수치  : 관심집단 중 i지역의 수치  : 준거집단 중 i지역의 수치 

상이지수는 관심집단에서 i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준거집단에서 i지

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의 합들을 2로 나눈 구조를 갖고 있다. 표

준화 상이점수는 이를 표준화한 것으로 식은 다음과 같다. (이상일, 

2007;2008; 이화정 등, 2013) 

  =  − ∑  −  
 

상이지수가 전체지역에 대한 단일 수치를 도출하는 전역적 수치라

면 표준화 상이점수는 하위지역 별로 수치를 계산하는 국지적 수치이

다. 표준화 상이점수에서 분자는 상이지수에서의 구조와 동일하다. 분

자부분의 평균은 0이 되므로 분모부분은 분자 부분의 표준편차가 되

게 되고, 이는 분자부분의 표준점수(z-score)와 유사해진다. 이런 특

성으로 일반적인 표준점수와 유사하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표준화 상이점수는 앞서 언급한 LQ와 같은 행-비중 지수들의 단점

을 극복할 수 있다. 준거집단의 비중과 관심집단의 비중의 차이를 계

산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특화도 보다는 집중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반 구조가 되는 변수로서 준거집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

기 때문에 종사자 수와 같이 인구데이터가 기반구조로서 작용하는 변

수들을 이용해 LQ를 계산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또한 극복할 수 있

다. 끝으로 단순 비율의 형태가 아니라 비율과 비율의 차이를 계산하

기 때문에 분산의 불안정성도 직접적으로 제기될 수 없다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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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그러나 표준화 상이점수도 유의성 검정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해

결하지 못한다. LQ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상이점수의 분포가 정규분포

를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실

험데이터와 사례데이터를 통해 표준화 상이점수의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다행히 최근의 연구(조대헌•이종일, 2013)에

서 표준화 상이점수가 비율 형태 수치들에 비해 비정규성을 완화시키

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3) 국지적 입지계수 

국지적 입지계수(Focal Location Quotient; FLQ)는 Cromley와 

Hanink에 의해 2012년 고안된 방법으로 기존 LQ의 문제점들 중, 

LQ가 주변 공간과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과 통계적 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FLQ

는 그 기본적인 구조를 지리 가중 통계량(Geographically weighted 

statistics)(Brunsdon, Fotheringham and Charlton, 2002)에 두고 있다. 

지리 가중 통계량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Geographically weighted statistics   : i지역과 j지역 사이의 공간가중치  : 관심변수(표준화 됨) 

는 표준화된 변수이므로 /의 형태로 표현되고 



 

- 14 - 

  =   /   

와 같은 형태로 변형 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FLQ를 수식화 하면, 

  = ∑   ∑    /()  : 연구지역의 i산업 종사자 수  : 연구지역의 총 종사자 수  : 전체지역의 i산업 종사자 수  : 전체지역의 총 종사자 수   : i지역과 j지역 사이의 공간가중치 

즉 분모 부분(())은 어느 지역에서나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 따라

서 i지역의 FLQ는 분자로서 계산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i지역

과 인접한 지역들(j지역들)의 평균적인 LQ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FLQ의 가장 큰 장점은 대상 연구지역(i)과 그 주변지역(j)의 

공간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구 공간단위가 작아지

면 작아질수록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변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해당 산업이 성장/쇠퇴하게 되는데, 기존의 LQ에서는 감안하지 않

았던 부분을 FLQ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별로 공간

적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범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

아가 공간가중치의 구성 방식에 따라 산업별로 그 공간적 구조의 분

석에 있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FLQ는 유의성 검정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그 방법

이 정규분포를 가정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을 통한 방법이지만,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통해 연구자에게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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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FLQ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특별히 높은 값을 갖는 지역이나 

이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 국지적 평활화(Local Smoothing) 효과가 다

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결과를 해석함

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 공간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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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연구 

 

1. 연구 방법 

지역별 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LQ를 사용하고 있으며, LQ

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LQ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

안된 SSD나 FLQ와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각기 다른 데이터가 아닌, 같은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 3

가지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방법론

의 장단점과 그 효과에 대해 증명하며, 공간 단위 크기에 차등을 두어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단위의 데이터에 대한 3가지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으로 각 공간적 단위 크기에서 각 방법론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

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SSD의 경우 조대헌과 이종일(2013)

이 지적한 것처럼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한데, 비록 시점은 다양하지 

않지만 총 17개 산업에 대해 3가지 공간적 스케일에서 실증적 사례연

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 방법론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례연구 지역 및 시점은 2010년 서울시이다. 서울은 가장 역

동적인 도시로서 도시 내부에 쇠퇴하는 지역과 성장하는 지역과 정체

된 지역 등 다양한 산업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분류에 따

른 특정산업이 집중되는 지역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집계구별 사업체조사자료 및 시군구 별 사업체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업 분류면에서는 집계구별 사업체조사자료

에서 제공되는 산업대분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산

업분석 보다는 방법론적 효과에 집중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공간적 스

케일을 단순화하고 세부분류를 사용하기 보다는 산업분류는 단순화하

되 공간적 스케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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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하였다. 끝으로 집계구 데이터 중 비어있는 값은 1~5사이

의 중간값인 3을, 집계되지 않은 지역은 0으로 값을 처리하였다. 또한 

산업대분류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은 종사자 수가 거의 없

어 분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데이터를 요

약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분석 도구는 ESRI社의 ArcGIS 10.0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LQ와 

SSD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rcGIS 상에서 이뤄졌으나 

FLQ는 제공되는 툴이 없기 때문에 ArcGIS 10.0 에서 제공하는 

ArcObject를 이용해 .net 기반의 C#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

여 툴을 만들었다. 툴의 모습은 그림 1과 같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공간 단위 별로 LQ와 

FLQ, SSD를 지도화를 통해 나타나는 패턴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종사자수가 극히 적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예술서비스)

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전기, 가스), 하수, 폐기물 처리, 원

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하수 폐기물)을 제외한 14개 산업에 대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LQ에 대한 계산은 지역내 i산업 종사자를 ei, 전체지역 i산업 종사

자를 Ei, 지역내 총 종사자를 et, 전체지역 총 종사자를 Et로 두고 앞

서 방법론에서 언급한 LQ =  ⁄ ⁄  식을 이용하여 각 지역단위 별로 

LQ값을 도출하였다.  

LQ에 비해서 SSD의 도출은 보다 자의적일 수 있다. 준거집단을 어

떤 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준거집단을 총 종사자수로 설정했다. 면적, 인구 등이 준거집

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면적의 경우 서울 외곽지역의 구들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면적이 넓다고 

산업종사자가 많다고 보기 힘들고, 산업종사자의 경우 거주지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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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구의 경우 준거집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가능한 LQ와 유사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LQ와의 비교에서 직관적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FLQ는 공간가중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그 값의 차

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접한 지역들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FLQ의 특성상 자기자신도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규정하였다. 연관성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설정한 뒤 행 표

준화(row standardize)를 통해 행의 모든 값의 합을 1로 만들어 주었

다.  

각 방법론들은 이런 과정으로 계산되어 지도화 하였다. 총 17개 산

업에 대한 LQ, SSD, FLQ를 계산하여 3개의 공간 단위 크기별로 지도

를 만들었다. 그 중 LQ와 FLQ는 동별 공간 단위와 집계구 공간 단

위에서 0명으로 집계된 지역이 많은 산업의 경우(예술서비스, 전기가

스, 하수폐기물) 계산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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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작된 FLQ 계산용 툴 

 

표 3. 사례분석 데이터 개요 

공간적  

스케일 

산업대분류 

대분류 제조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도매 및 

소매 

 개수 종사자 380849 128149 296961 267463 778784 

구별 25 
평균 15261.24 5169.6 11888.32 10821.64 31340.12 

최대값 82138 20031 23626 69872 113830 

동별 423 
평균 900.352 302.952 702.035 632.300 1841.096 

최대값 14494 7643 6556 35806 21299 

집계구

별 
16230 

평균 23.465 7.89 18.297 16.479 47.984 

최대값 5125 4935 6059 22346 19979 

 
대분류 보건업 

부동산

업 

사업 

서비스 

숙박 및 

음식 

예술 

서비스 

종사자 239379 143385 347104 405433 76350 

구별 
평균 9608.84 5700.2 13966.24 16202.72 3009.72 

최대값 28187 26789 64894 52509 6666 

동별 평균 565.907 338.971 820.576 958.470 18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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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 7653 5357 17373 11427 2017 

집계구별 
평균 14.749 8.834 21.386 24.980 4.704 

최대값 6999 3679 13006 7411 1985 

 
대분류 운수업 

전기 

가스 
전문과학 제조업 출판영상 

종사자 185245 11607 366172 272244 287865 

구별 
평균 10833.48 14689.6 10900.4 11823.24 11823.24 

최대값 42692 91957 41943 60843 60843 

동별 
평균 437.931 27.439 865.654 643.602 680.531 

최대값 23991 3624 26612 28081 26828 

집계구별 
평균 11.413 0.715 22.561 16.774 17.736 

최대값 22076 3624 10622 10610 13557 

 
대분류 

하수 

폐기물 

협회 

서비스 
계 

 

종사자 6519 188288 4381797 

구별 
평균 258.8 7506.96 179446.84 

최대값 1133 20502 642564 

동별 
평균 15.411 445.125 10358.858 

최대값 267 4035 137839 

집계구별 
평균 0.401 11.601 269.981 

최대값 249 2260 6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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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구별 공간 단위 

구별 공간 단위에서는 세 방법론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LQ와 FLQ의 산업 집중도 분석결과는 상당히 유사하였다. 

그러나 FLQ는 우선 LQ나 SSD에서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특화지역을 

하나의 연속적인 범역의 형태로 묶어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2의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분석에서 LQ에서는 혼자 떨어진 중구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속하였지만, FLQ에서는 중구는 하위 20%에 

속하지 않고, 북쪽에 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가 연속적인 범역을 이

루고 있다.  

또한 FLQ에서 국지적 평활화(Local Smoothing)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변 지역과 달리 유독 높은 값이나 낮은 값을 갖는 지역은 주

변 지역의 영향으로 상, 하위 20%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

를 들어 그림2에서 건설업에 대한 LQ는 관악구가 상위 20%에 속하

지만, FLQ에서는 동작구가 상위 20%에 포함되고 있다. 동작구는 용

산, 영등포, 관악, 서초구에서 건설업 고용자수가 많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 자체는 그리 높은 고용자수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들의 평균

인 FLQ값은 높은 값을 갖게 된다. 반면에 관악구에는 건설업 고용자

수가 많아도 주변지역인 금천, 구로, 동작, 서초구의 건설업 고용자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관악구의 건설업 고용자 수가 많더라도 

FLQ는 낮은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주변지역의 해당산업 고용자 수

와 그 지역의 해당산업 고용자 수가 마치 평균을 이룬 것과 같은, 평

준화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국지적 평활화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단위가 상당히 넓은 범역을 갖는 구별 공

간 단위 크기에서는 FLQ의 결과를 바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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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도 있다. 주변에 높은 고용자를 갖는 지역들이 있으면 그 지역

의 산업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고용 특화도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가능성의 문제이다. 또한 상호작

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주변지역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클러스

터 내부의 지역들은 해당 산업 고용의 집중도가 심화될 수 있고, 외곽

지역의 구들은 향후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

다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값을 갖는 지역의 경

우는 반대로 해당산업이 더 쇠퇴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SSD와 LQ의 경우 전체적인 공간적 패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SSD의 산출에 준거

집단으로 전체 종사자의 열-비중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행-비중

의 LQ와 열-비중의 SSD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사자의 공간적 집중

을 나타내는 것은 SSD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건설업의 경우 LQ는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우 작은 규모의 전체 

종사자 규모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 20%에 속하게 되

지만, SSD의 경우는 준거집단으로 전체 종사자의 열-비중을 사용하여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우 하위 20%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전체 

종사자 수 대비해 건설업 종사자수가 적은 구로, 영등포 금천구가 하

위 20%로 포함되었다. 이렇게 전체 종사자수의 비율과 해당산업 종

사자수 비율의 차이를 통해 집중도를 구하는 SSD가 산업집중도를 평

가하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도 구와 같이 넓은 범역을 갖는 공간 스케일에서 해당 구의 전체 범

역에서 모두 같은 집중도를 갖는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작은 공간 단위 크기에서의 결과를 살펴봐야 정확한 산업의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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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설업의 구별 공간 단위에서 LQ, SSD, F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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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동산업의 구별 공간 단위에서 LQ, SSD, F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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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 단위에서는 집중도는 역시 SSD가 가장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

고 특화도는 LQ가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가 

‘구’라고 하는 비교적 거대한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합역된 데이터이므

로 실제 산업 클러스터가 구보다 작은 단위에서 나타난다면 구 전체

에서 같은 값의 집중도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산업의 집중에 

대한 분석은 구별 단위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사실 이것은 공간적 클러스터를 탐색하는 FLQ의 경우 더 큰 문

제로 다가오게 된다. 과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는 공간적 상호

작용이 구와 구 사이 같은 넓은 공간적 범역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FLQ의 해석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표 4. 구별 공간 단위에서 방법론별 비교 

 LQ SSD FLQ 

집중도 X O X 

특화도 O X X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 
X X △(해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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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별 공간 단위 

동별 공간 단위에서의 분석 결과는 구별 공간 단위에서와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예상했던 것처럼 구 전체 범역에서 모두 동

일한 정도의 집중도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LQ와 SSD는 보다 파

편화된 패턴을 나타낸다. 

LQ와 FLQ를 비교하면, 구별 공간 단위에서 보다 동별 공간 단위

에서 국지적 평활화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난다. LQ에서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높은 값 또는 낮은 값을 갖는 지역들이 주변에 그 지역과 

유사한 유형의 값을 가진 지역이 많은 경우, 다소 평균에 가까운 값을 

갖는 지역이더라도 FLQ에서는 높거나 낮은 값을 갖는 지역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런 효과로 인해 FLQ는 마치 연속된 클러스터가 형

성되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구별 공간 단위에서는 범역 자

체도 크고 인접 공간단위의 수, 전체 공간단위의 숫자가 동별 공간 단

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높은 LQ를 보이는 지역의 외곽 

지역이 아니고선 그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비교적 공간 단위의 범역

이 작은 동별 공간 단위에서는 그 효과가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그 지역에 공간적 효과가 작용해서 차후 현재 클러스터처

럼 보이는 지역에 클러스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연구

결과에서는 그 지역에 그런 형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또한 클러스터의 통계적 범역 설정을 위해선 AMOEBA같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동별 공간 단위의 경우 지역적 정보가 자세히 반영될 정도로 작지

만, 시각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므로 LQ와 SSD의 

차이를 더욱 크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별 공간 단위에서 강남구는 LQ와 SSD 모두 상

위 20%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동별 공간 단위에서는 LQ와 SSD가 나

타나는 양상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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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LQ는 강남구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지역이 대치 1동, 개포 

1동, 개포 2동, 일원 2동에 불과하지만, SSD에서는 이외에도 대치 2

동, 대치 4동, 역삼 2동, 역삼 1동, 도곡 1동, 삼성 2동, 삼성 1동, 논

현 1동, 논현 2동, 청담동이 추가로 상위 20%에 속한다. 추가된 동들

은 모두 동별 총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부동산업 종사자들도 많

지만 지역 내 총 종사자 수가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행-비중이 작은 

지역들이 LQ에서는 높은 값을 갖지 못하지만 SSD에서는 높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역삼 1동이 있다. 역삼 1

동은 총 종사자가 127,876명으로 동별 공간 단위 크기에서 2위에 해

당하는 지역이다(1위 여의도동). 반면에 부동산업 종사자는 5,357명으

로 동별 공간 단위 크기에서 1위에 해당하나, 행-비중으로만 판단하

면 상당히 낮은 수준(0.042)에 불과하다. 물론 서울시 전체 총 종사자 

4,381,797명과 서울시 전체 부동산업 종사자 143,385명의 비율이

(0.032) 보정을 해주므로 특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1.28의 LQ 값

을 구할 수 있지만, 상위 20%에 속할 수 있는 수준의 값은 아니다. 

반면에 SSD의 경우 관심집단의 열-비중(0.037)과 준거집단의 열-비

중(0.029)의 차이(0.008)가 전체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평균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 20%에 속하는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행-비중인 LQ를 집중도의 계산에 사용할 경

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SSD는 다른 공간 단위별 분석에 비해 동별 

공간 단위에서 LQ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간 단위 

크기가 작아지면서 준거집단의 크기가 구별 공간 단위에 비해 작아지

게 되고, 행-비중 수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분산의 문제 양상이 

전체 지역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정의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산업의 지역적 집중된 정도는 SSD

를 활용하여 구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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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동산업의 동별 공간 단위에서 LQ, SSD, F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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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출판 영상업의 동별 공간 단위에서 LQ, SSD, F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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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단위 크기가 작아지면서 FLQ는 공간 클러스터의 탐지에 그 강

력함을 나타낸다. 공간 단위 크기가 작아지면서 LQ나 SSD의 결과가 

공간 단위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조각난 형태로 나타나서 해석이 상

당히 어려운 반면에 FLQ는 그것을 상당이 명료하게 정리해준다. 비

록 LQ를 기반으로 한 지표이므로 SSD와 LQ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

동산업의 경우 강남 일대를 누락시키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 

단위에서의 산업클러스터간 상호작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

적 가정아래 산업 분포 특성 해석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

다. 

표 5. 동별 단위에서 방법론별 비교 

 LQ SSD FLQ 

집중도 X O X 

특화도 O △ X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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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계구별 공간 단위 

집계구별 공간 단위 분석은 지도화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3336개의 지역이 고용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하위 20%, 상위 20% 지역을 지도화 하였는데 이미 약 20%에 해당

하는 지역이 LQ 값이 0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계구 공

간 단위에서 LQ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하위지역보다는 상위지역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LQ는 집계구별 공간 단위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는 것

으로 판단된다. 지역단위가 작아지면서 앞서 언급한 불안정한 분산의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SSD가 설정하는 상, 하위 지역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으며, 아직까지 국지적 평활화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구별 

공간 단위 크기이나 동별 공간 단위 크기처럼 큰 범역이 아니기 때문

에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또한 집계구 정도의 작은 공간 단위에서는 

상호작용의 영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거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SSD는 상당히 과도하게 파편화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큰 

공간단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었던 장점들이 사라졌다. 정확한 지역의 

산업 집중도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기존까지

는 지도를 보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했었던 것이 집계구별 공간 단

위 크기에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은 FLQ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동별 공간 단위 분석에서도 언급하였지만, LQ와 SSD는 작은 

공간 단위 크기에서는 그 양상의 차이가 작다. 몇몇 산업의 경우 LQ 

값이 0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위 20%에 속하는 지역의 개수 자체

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LQ와 SSD간

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공간적 클러스터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FLQ가 더욱 강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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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집계구별 공간 단위 분석에서는 개별 공간 단위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LQ나 SSD에서는 직관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FLQ는 주요지역을 클러스터링 해주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잠재적 위치와 범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서비

스업의 경우 주요 대학가(서울대, 신촌, 성북, 노원 등)뿐 아니라, 동

별 공간 단위 크기에서야 겨우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목동, 강

남, 노원 등의 사교육 밀집지역도 FLQ를 통해서 그 실체를 어느 정

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역시 정확한 통계적 범역을 설정하기 

위해선 AMOEBA와 같은 고도의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지만, FLQ의 

계산이 훨씬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AMOEBA의 차선

책으로서 FLQ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집계구별 공간 단위에서 방법론별 비교 

 LQ SSD FLQ 

집중도 X O X 

특화도 O △ X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 
X X O(매우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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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육서비스업의 집계구별 공간 단위에서 LQ, SSD, F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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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금융 및 보험업의 집계구별 공간 단위에서 LQ, SSD, FLQ 

 

 

 



 

- 35 - 

 SSD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던 중 대부분의 산업에서 앞서 언급했

던 문제들 중 조대헌과 이종일(2013)이 제기했던 SSD의 이용과 정규

성 증대에 대한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첨도는 과도하게 높은 

경향이 있지만, LQ나 수집된 카운트데이터에 비해서는 왜도는 상당히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종류의 산업에서 

나타났다.  

그림 8. 건설업의 집계구별 SSD 분포 

 

그림 9. 건설업의 집계구별 종사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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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설업의 집계구별 LQ 분포 

 

 이 부분을 통해 SSD가 유의성 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다른 값들에 비해 정규분포와 유사한 값의 분포를 갖고 있으

므로 SSD가 정규분포에 의해 값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추론

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FLQ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의성 검정이 가능하다. 유의성 검정에 대한 결과

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유의성 검정에 대한 방법론별 비교 

 LQ SSD FLQ 

유의성 검정 여부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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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정리 

본 연구에서는 산업 분포를 연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론인 

LQ와 그 대안으로 등장한 SSD, FLQ 방법론의 효과에 대한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시 2010년 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구별, 동별, 집계구별로 연구의 공간 단위 크기를 달리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FLQ의 국지적 평활화 효과는 연구 공간 단위의 크기가 클수

록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집계구 공간 단위 크기에서 

FLQ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결과를 낼 수 있다. 

2. LQ와 SSD는 연구대상의 공간 단위 크기가 작아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 단위 크기가 작아질수

록 각 지역에 포함되는 종사자수의 차이가 줄어들어 불안정한 

분산의 문제가 대부분의 지역에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적 측면에서 산업 분포의 집중도는 

SSD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3. SSD는 변수로 사용할 종사자수와 같은 카운트데이터나 LQ와 

같은 비율데이터를 정규분포에 가깝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

다. 

각 방법론은 산업 분포의 집중도, 특화도,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 적

합성, 유의성 검정 등 4가지 비교 준거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각 

비교 준거는 공간 단위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 달랐다. 

먼저 집중도와 특화도는 수식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열-비중인 

SSD는 집중도를, 행-비중인 LQ는 특화도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적 공간 단위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서 LQ와 

SSD의 공간적 패턴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LQ

는 공간 연관성 행렬을 계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적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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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공간적 클러스터를 탐색하는데 가

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별 공간 단위 분석과 같이 공간 

단위가 너무나 큰 경우 그 사용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 8. 분석 단위별 LQ, SSD, FLQ의 효과 

분석단위 항목 LQ SSD FLQ 

구별 

집중도 X O X 

특화도 O X X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 
X X 

△(해석주

의) 

동별 

집중도 X O X 

특화도 O △ O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 
X X O 

집계구별 

집중도 X O X 

특화도 O △ O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 적합성 
X X O 

전체 유의성 검정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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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지역별 산업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 LQ는 광

범위하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LQ의 정의적 측면을 

오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LQ는 행-비중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특화된 정도를 설명하는 지수이므로, 산업의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정도

를 분석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탐색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산업 분포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LQ의 사용 양태를 

파악하고, LQ라는 방법론의 수식적 정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

였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LQ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SSD와 

FLQ라는 방법론을 LQ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각 방법론의 수식적 

정의와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제 서울시 산업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려 150여장의 지도를 생산하는 형태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 방법론이 지역 규모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구별, 동별, 집계구별로 공간 단위 크기를 달

리하여 각 공간 단위별로 방법론의 특징을 집중도, 특화도, 공간적 클

러스터 탐색 적합성, 유의성 검정 등 4개 항목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LQ의 무분별한 사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

교적 최근에 LQ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SSD나 FLQ와 같은 

최신의 방법론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자들은 본 연구에서 정리한 표에 따라 각 연구에서 집중하는 공간 스

케일에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실증적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연구

가 많이 부족했던 SSD나 FLQ등의 유의성 검정 방법을 보다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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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SSD의 역

량에 대한 연구이다. SSD는 본 연구에 밝힌 대로 집중도의 분석에 상

당한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공간적 상호작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클러스터 연구에서 SSD를 잘 사용하지 못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로써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한 형태의 

개량된 SSD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LQ를 이용한 몇몇 연구에

서도 시도한 방법인데, SSD를 하나의 지역적 변수로서 취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Moran 지수 등의 공간 연관성 척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FLQ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FLQ는 상당히 불안한 지수이다. 넓은 공간단위에서는 국지적 

평활화 등의 해석 문제가 발생하며, LQ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도를 계산하는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법과 기반부터 잘 맞지 않기

도 한다. 따라서 FLQ는 향후 공간적 클러스터 탐색법인 국지적 공간

연관성 척도 등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해석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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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quotients were widely used in previous studies to figure 

out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distribution. As they are in a 

standardized form and can be mapped, location quotient can be used 

to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industries. They are, 



 

- 66 - 

however, restricted as a non-spatial analysis method to reflect no 

effects of spatial interactions and autocorrelations. In addition, they 

are a type of line-specific gravity quotient, not being able to 

distinguish differences in the total amount of each spatial unit. Most 

of all, they are supposed to explain the degree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based on line-specific gravity and are not appropriate 

for analyzing the degree of industrial concentration in certain areas 

and exploring industrial clusters.  

This study thus set out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a location 

quotient(LQ), which had been widely used, standard score of 

dissimilarity(SSD), which was devised to solve line-specific gravity 

issues, and focal location quotient(FLQ), which reflects interactions 

with surrounding areas.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measurements of industrial 

characteristic distribution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ategories 

among the gus, administrative dongs, and census output areas in 

Seoul. ArcGIS 10.0 of ESRI was used as a GIS tool for analysis. The 

criteria for interpreting the measurement analysis results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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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specialization, fitness for spatial cluster explorat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ing. Their meanings and results were as 

follows: 

Concentration is a criterion to examine which industries are 

concentrated in a subarea of all the areas. It is proper to figure out 

industrial concentration with SSD. Specialization is a criterion to 

examine which of diverse industries are specialized in a subarea 

compared with the industrial composition of the entire area. It is 

proper to figure out industrial specialization with LQ. Fitness for 

spatial cluster exploration is a criterion to judge whether it will be 

possible to analyze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a certain industry. 

Industrial clusters can be analyzed with FLQ.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ing is a criterion to supplement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biggest 

weakness of LQ.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ing is possible with SSD 

measurements, which can be interpreted similarly with standardized 

scores, and FLQ measurement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Based on the business survey data of Seoul in 2010, the investigator 

performed analysis with different units of research space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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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 dongs, and census output areas.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ocal smoothing of FLQ can have greater side effects 

according to the bigger units of research space, which means that 

FLQ can generate the most proper results at spatial units that are as 

big as census output areas. 

Second, the gap gradually narrowed down between LQ and SSD 

according to the smaller units of research space. As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employees within each area grow smaller according to the 

smaller size of spatial unit, the issue of unstable dispersion can take 

place at the same level across most of the areas. It is, however, proper 

to analyze the concentration of industrial distribution in the aspect of 

definition with SSD. 

Third, SSD can contribute to making count data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as a variable and ratio data such as LQ closer to the 

normal distribution.  

Those findings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help futur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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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a proper methodolog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atest 

methodologies such as SSD and FLQ developed to supplement the 

weaknesses of LQ among the measurements by the sizes of spatial 

units with empirical data.  

Secondly,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ignificant 

testing methods such as SSD and FLQ, whose research has been in 

much shortage, by producing a good volume of empirical data.  

 

Keywords: industr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 industrial cluster, 

location quotient, standardized score of dissimilarity, focal location 

quotient, industri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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