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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일반산업단지의 급격한 증가 원인으로 나타나는

정책변화가 시대적·환경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있

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산업입지정책은 시대별로 사회·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다양하게 작용하기에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산업입지정책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의 권한을 시·도 단

위 지역으로 이양하는 분권화와 함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당초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약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효율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 본 정책들이 가

지고 있는 의미는 기존 산업입지정책과는 몇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정책주체가 지방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산업정책이 특정산업 육성 중

심에서 전방위 산업의 성장으로 변화하여 개별입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산업단지를 활용한 계획입지를 늘리려는 노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불균형성장 중심에서 낙후지역 개발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

역균형성장으로의 정책이념이 변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을 기점으로 변화한 산업입지정책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입지특성을 기반으로, 입지요인을 도출하여 일반산업

단지 지정여부 및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

석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된 366개의 일반산업단지를 대

상으로 산업입지결정의 정책적 요인을 도출하여 시·군·구별로 산업입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수

인 정책적 요인으로는 지역별 개별입지 규모, 재정자립도, 지방세액의 규

모, 기존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일반

산업단지 입지여부는 대상기간 내 지정된 366개의 단지를 시·군·구 지역

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지정여부에 대해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산업입

지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인구, 도로율, 문화기반



ii

시설 수)과 공간적 요인(수도권 여부, 시와 도 구분), 시간적 요인(연도

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4가지 변수 모두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시·군·구별로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큰 지역, 재정자

립도가 높은 지역, 지방세액 규모가 큰 지역, 기존에 일반산업단지가 존

재하는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신규 지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

이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08년 이후 변화한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재정역

량과 기존 산업의 규모가 지역별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정책적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권

한 이양과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통해 소규모 일반

산업단지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중 산업

입지의 적기공급과 산업단지의 소형화에 대한 성과는 발생하였으나, 신

규 산업입지 대부분이 기존에 산업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방위 산업의 효율적 육성

을 위한 개별입지 축소 및 계획입지의 효율성 도모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 역시 새로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정책의 한계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효율성보다는 형

평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

고 있으며,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이 기존 공장의 집적이 아닌 지역 활성

화 차원의 도심형 산업입지 공급방향으로 입지가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산업 및 삶의 형태에 대한 변화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현 시

대에서 본 연구는 향후 산업입지정책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산업입지, 입지결정요인, 입지특성, 산업정책

학 번 : 2016-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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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

1966) 수립과 함께 1962년 울산공업센터 및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업단

지를 시작으로 정부주도적인 공업화전략 속에서 추진되었다. 이후 산업

단지는 대기업 중심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의 기조아래 선도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등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꾸준히 증

가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1,125개1)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1960년대부터 산업화 정책에 산업단지가 적극 활용된 이유는 첫

째, 산업기반이 미미한 국가의 경우 정부 주도로 산업집적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데 효율적이며, 이를 통한 산업의 성장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집약 산업을 통한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여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경제를 활

성화하여 자금의 흐름을 통해 다양한 기반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정부재

정에 기여하는 데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입지를 어

떻게 결정하고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

향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욱이 산업입지 여부에 따라 인

구, 주택, 도로, 기반시설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수반되기에 이를 결정하

는 산업입지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삶과 직

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국내·외 산업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단지의 형태, 역할 등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핵심 산업이 노동집약

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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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기계, 그리고 첨단산업으로 변화함에 따

라 입지정책 역시 대도시 중심에서 임해지역을 거쳐 광역권 개발정책으

로 변화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인구변동, 육성산업군의 확장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형도 다양화 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국내·외 경제, 산업형태의 진화, 인구변동, 정책이념의 전환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한 대안을 도출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입지정책은 산업단

지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그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산업입지정책 초

기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이 특정산업 육성, 경제성장 등 국가의 발전을

고려한 규모의 성장이 주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의 확충 등 그 목적 또한 다양해지

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산업입지정책의 변화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당시의 환경과 미래

예측을 통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되어 왔다. 최근의 산업입지정책은

2008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정책 이념적 가치가 변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수립 및 공급권한에 있어 분권화가 이루

어지며 지역의 자체적인 산업입지 공급정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고 지방산업단지2)의 지정권한이

일정부분 지역에 있었으나,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 고유

의 권한이었으며, 지역은 계획에 따른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시행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주체를 시·도 단위

지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산업입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이하 특례법)함

으로써 산업입지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방위 산업의 육성 필요성, 수도

권 인구집중 및 지방도시의 쇠퇴에 따른 균형발전, 대내외 경기침체에

2) 지방자치단체 장에 지정권한이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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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3). 하

지만 2008년 이후 변화한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산업정

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시대적 정책분석과 입지요인, 그리

고 정책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분석의 경우 특정 시점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국가산업정책의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별 분석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져 2000년 이후의 산업정책은

일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입지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기업의 입지선호이론 중심으로 산업입지정책의 영향 보다는 기업의

입지선호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효과 부분은 국가통계 외 지역적 또는 특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

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물론 2008년 이후 정책의 변화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며, 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중심의

확장으로 개별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연구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공급 유형의 변화, 산업단지 수의 증가 추이 등

산업입지정책의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관련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정책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 2008년 이후 산업입지정책의 변화

환경변화 산업입지 공급목적 정책변화 정책결과

산업의 다양화 전방위 산업성장 소규모 산단 중심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급증

인구집중, 지역격차 → 지역균형발전 → 산업입지 분산정책 →

대내·외 경제 불황 미래 산업 육성 특례법 제정

지방자치제도 시행 산업입지 적기공급 분권화

3)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10), 건설교통부 및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 
수정 및 수립방법 변경(2008.6),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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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을 기점으로 변화한 산업입지정책의 변화로 인

해 발생한 결과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산업입지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하위 연

구목적이 발생하는데, 첫째, 정책변화의 목적과 그 배경을 알아보는데 있

다. 정부주도의 산업입지정책은 약 50년간 계속되었으며, 1991년 지방자

치제도 시행4) 이후에도 수년간 산업입지에 있어 지역은 집행기구적 성

격이 강하였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정책권한의 분권화가 점진적으로 이

루어지게 된 사회·환경적 원인을 파악하여 산업입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을 알고자 한다. 둘째, 정책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일반산업단지의 급증현

상과 함께 입지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기간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로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총 366개5)이며, 최초로 일반

산업단지가 공급된 1965년부터 2007년까지 공급된 일반산업단지는 237

개이다. 전체의 약 60%가 최근 8년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는 산

업입지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단기간에 다수

의 산업단지가 공급되는 상황이 도래한 시점에서 일반산업단지 중가추이

분석 및 특성연구를 통해 산업입지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성을

기초로 정책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일반산업단지의 급증

현상은 정책의 변화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발생한 산

업입지정책의 결과가 지역적으로 어떠한 입지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분석

하여 궁극적인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에 제정되었으나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가 구성된 시점으로 한다.

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고시하는 매년 12월 기준 연도별 일반산업단지 신규 
지정 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조성·공급된 일반산업단지의 수와는 차
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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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필요성

산업입지정책은 국가 내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 개별기업, 특정산업에 국한되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산업의 계획입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산업입지정책은 특정

분야의 산업을 계획입지를 통해 집적화 함으로써 다양한 외부효과를 발

생시키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의 조성은 민관의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토지의 집적이용과

함께 건설, 도로, 전력, 용수 등 다양한 분야의 기간산업이 집중되며, 이

에 수반되는 예산이 크게 발생하여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담

보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특히, 지역 중심의 일반산업단지 공급이 주를

이루는 시점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그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 경제, 주택, 기반시설 등 지

역별로 어떻게 산업입지를 공급하는지에 따라 국민의 생활환경과 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입지정책은 정책의 이념적 가치와 함께 방향 및 내용이 적절

한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책방향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균형과 형평의 가치를 중요시 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

주체에 있어 중앙집권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분권화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이념적 가치의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정

책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는 산업입지정책의 이념적 변화 속에 발생한 정책결과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개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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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산

업단지 통계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몇 가지 지수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적 입지요인의 근거자료로 활용

을 한다. 산업입지의 시간적 범위는 산업입지정책의 변화가 발생한 2008

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의 8년이며, 유형별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단지 유형분류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대상

으로 한다. 대상기간 내 입지적 조건을 갖춘 산업단지의 기준시점을 각

일반산업단지별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통산 산업단지는 입지 및 개

발에 관한 지정고시 이후 관리처분, 분양, 조성, 준공, 입주, 가동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 지정일자 이후 바로 산업단지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

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경우 산업단지의 이용, 효과적 측면을 다루는 것

이 아닌 산업입지정책을 기반으로 산업입지 결정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별 입지요인을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조성이 완

료되지 않더라도 지정을 득한 산업단지 모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산업입지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 시군구 201개 지역6)을 대

상으로 하며, 기간 내 시·군·구 통폐합 등에 따른 변화는 결과를 반영7)

하여 일관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입지요인을 도출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

른 대상기간 내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의 연구의 범위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일반산업단

지의 지정여부를 연도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더미변수로 전환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6)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7) 창원시(진해시, 밀양시), 청주시(청원군), 여주시(여주군), 당진시(당진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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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산업입지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산업단지의 역

할이 국가 및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2008년 이후 지정된 일

반산업단지를 연구대상으로 하게 된 연구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산업입지의 정의 및 개요와 함

께,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이념적 가치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이론(균형발

전과 불균형발전)과 정책주체(집권화 및 분권화)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산업입지정책의 효과 및 2008년 이후 시

행된 정책변화와 함께 산업입지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사회·환경적 변화를 통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결

과로 나타난 현상과 현상의 특성 파악을 통해 정책변화로 발생한 산업입

지 요인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먼저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변

화 과정을 통해 연구 기간 내 발생한 정책의 특징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

자 한다. 그리고 정책의 이념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2장에서 논의

한 지역개발이론과 수행체제의 변화가 산업입지정책에서는 어떠한 형태

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나타난 정책결과 즉, 일

반산업단지가 어떠한 형태, 시간적 흐름으로 증가되었는지에 대해 공급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변화로 파생되는 입지요인을 도출하겠다.

제4장에서는 3장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입지요인이 실제로 일반산업단

지 입지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정책

적 입지요인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 도출되는 각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기준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여부를 판단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가설 설정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각 변수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실증분석에 따른 결과를 제시·분석하

고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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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산업입지정책 개요

1) 산업입지의 이론적 정의

산업입지(location of industry)란 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

하며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

정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책(insudtrial location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8)

산업입지정책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산업입지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법률에서는 산업입지정책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의 지

정 및 개발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

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은 산업단지내 공장의 설립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써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

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8) 한국산업단지공단(2016), 『2016 산업입지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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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으로 한다. 물론 산업입지정책은 국가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는 측면이 가장 주된 목적을 띄는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며, 각 부처에서도 관련 법률을 개별적으로 운

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입지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지법 및 산

업집적법 외 도시개발, 기타 산업단지, 특정지역개발 등의 목적으로 각

부처에서는 하위 법률을 지정하여 별도의 특수 목적단지를 조성 또는 산

업단지와 중복적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법률을 근거로 다양

한 형태의 입지유형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

토 전반의 산업 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되는 준산업단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장에서는 산업입지법에서 명시하는 산업단

지의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산업단지의 범위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그림 2-1]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목적

산업

입지법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균형있는

국토·지역개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산업의 합리적 배치

산업

집적법

산업집적의 활성화
→

지속적

산업발전

→

공장의 원활한 설립지원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2016

2) 산업입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입지의 유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산업입

지는 산업집적을 이루는 산업단지 즉, 계획입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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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공장이 스스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자리 잡은 입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산업입지 유형에 있어 개별입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계획입지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및 기타 장점을 전방위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계획입지의 장점은 첫째, 한정된 국토를 계획적이며 효율적

으로 이용하는데 용이하며, 지역 간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가 가능하다.

둘째, 유사한 산업군 및 관련 산업을 집단화함으로써 산업간 협업,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제조시설과 관련된 연구·교육·유

통·복지시설 등의 집적화가 발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셋째, 도로·항만·수도·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녹지, 문화시설 등 근로자의 생활환

경이 집적되어 경영환경의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다. 넷째, 환경오염 방

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오염을 최소화하

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공장의

인·허가 절차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업종 및 신생 기업의 조속

한 경영환경 구축에 용이하다.

[표 2-1] 산업입지 유형별 장·단점 비교

구분 계획입지 개별입지

장점

토지의 체계적 이용

기반시설 양호, 구축

공장설립 절차가 용이

산업 집적화로 정보·기술교류 용이

적지, 적소 입지선정 가능

업종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함

탄력적 입지 확보

단점

적기, 적소 공급이 어려움

분양가 상승 우려

공장 확장 어려움

입주업종 제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복잡

정부지원(조세, 금융) 부족

산업기반시설 미비 및 부담

입지적 애로사항 내재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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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제도의 체계

산업입지제도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와 지역의 지방산업입지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에서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산업입지 개발지

침의 수립,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

한 사항 등을 정하며, 국토전반으로 산업입지가 체계적이며, 공급이 원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입지 선정 및 조성을 위해서는 산

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맞게 각 시

도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공급계획은 10년 단위로 작성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물론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주도

로 입지결정 및 조성이 되고 있으며, 그 외 산업단지 규모, 성격별 산업

입지정책심의회와 지역산업입지심의회의 역할이 복잡하게 발생한다. 그

외 산업집적법에 근거하여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정부는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교

환 및 역할이 발생하나 해당 분야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

영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산업분야, 쇠퇴지역의 재생 등이 주를 이루는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산업

단지가 급증한 2008년 이후의 정책적 입지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으므로

연구에 있어 시도단위에서 작성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가 그 연구대상이며, 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급

계획에 의해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게 산업입지를 선정하고 적절히 공급

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로 산

업입지제도 체계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다. 즉, 본 연구의 범위는 주

요법률인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중에서도 산업단지의 입지정책과 관

련된 산업입지법을 기초로 하며, 그 유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로 한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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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산업입지제도 추진체계

추진주체 주요내용 심의기구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작성

·산업입지 개발지침 수립

·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시·도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국가산업단지 개발 의견·협의

지역산업입지심의회

2. 지역개발이론에 의한 산업입지정책

산업입지정책은 국가 및 국민의 삶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이미 언

급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책체계는 중앙정부의 정책

이념적 가치의 방향과 맞추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일 국가

관 및 국민의 삶에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념적 가치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은 그에 맞추어 개

선되어 질 것이다. 즉, 사회·환경적 변화는 곧 정책의 이념적 가치 및 변

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이념적 가치를 어떠한 부분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 그리고 사회·환경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더욱 효

율성을 증대시키고 다수의 행복을 가져오는지, 마지막으로 미래의 청사

진을 제시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띄게 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지역개발이론은 크게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균형성장이론이나 불균형성장이론 모두 궁극적

으로 지향하는 바는 균형발전이다. 그러나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체의 효용을 극대화 할 것인가, 형평적 효용을 극대화 할 것인가의 차이

이며, 선택과 집중이 우선이냐 형평과 균형이 우선이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이론은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에 있어서도 시대별,

사회·환경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불균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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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조아래 산업입지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균형성장이론을 살펴보면 Rosenstein-Rodan(1961), Nurkse(1953)

등에 이해 주창되었다. Rosenstein-Rodan(1961)이 1943년에 발표한 논문

‘동남부 유럽의 공업화’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저소득-저소비-저투자-저

고용-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소위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에 처해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은 정부주도의 종합적인 공업화정

책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다.9) 이

이론은 국가의 공업화 정책은 정부 주도로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

원의 투입을 통해 전산업의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른바

빅 푸시(big push) 전략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Nurkse(1953)은 한 나라

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여러 산업에 동시에 투자해 각 산업이 고르

게 발전하도록 하는 개발전략으로 균형성정이론을 주장하였다.10) 그는

자본의 부족을 저개발국의 빈곤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것은 가능한 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산업들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산업은

서로의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의 균형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즉, 균형성장이론은 부문 간 보완적 투자를 기초로 동시적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불균형성장이론은 균형발전이론의 빅 푸시(big push) 전략이

현실에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적한다. 불균형성장이론은

Hirschman(1958)의 ‘The strategy of Econimic Development’를 통해 제

시되었으며, Francois Perroux, Gummar Myrdal 등의 관련이론을 주장

하였다. 불균형성장이론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 대부분이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하여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불균형성장이론은 한 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관효과가 크고 국내 자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선도 산업을 육성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유도하

자는 전략이다. Hirshman(1958)은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이 광범위한

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0403&cid=44547&categoryId=44547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110&cid=43659&categoryId=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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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균형적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비효율적이라

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개발국이 부족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서는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 부분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함

으로써 국가성장의 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

는 단계별 상황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선도 산업(Leading Industry)의 효

과성이다. 선도 산업이란 경제발전에 기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생산의 파

급효과가 크며, 고용 창출력이 뛰어나며, 다른 산업과 연계성이 크다는

후방연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특정산업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Francois Perroux의 성장극 이론(Growth Pole Theory)으

로 선도 산업이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연관효과에 따라 시장논

리에 의해 유사 산업 및 연관 산업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는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경제를 발휘하게 되어 고정비용 감소, 대량생

산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이론이다. 셋째, 낙수효과(Trikling

Down Effect)이다. 선도 산업에 집중투자를 통해 성장극이 이루어진 지

역은 주변지역의 성장을 유발하기 시작하여 거점이 확산되는 선도 산업

에 집중투자를 통해 성장극이 이 효과를 말하는데, 마치 대도시가 확산

되는 것처럼 주변지역이 점점 발전하여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를 Hirshman은 분극화(Polarization)가 발생하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분극화는 발전된 중심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과의 경제적 차이의 심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나, 이러한 분극화

가 발생함으로써 낙수효과와 분극화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선순환으로

통해 궁극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

는 손에 의해 결국 자본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 값싼 노동력을 제

공하는 성장지역을 떠나 미성장지역으로 집중하게 되고, 일자리 등이 줄

어든 성장지역의 임금 등은 하락하여 평균적으로 지역 전체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의 기조 아래 산업단지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도산업에서

산업군의 확장, 국가산업단지 중심에서 소규모 산업단지의 확장이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균형성장 중심의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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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론이 단기간에 성장 요인으로 작동하였음에는 2000년대 이전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그간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기간의 균형발전은 그간 추진되어 온 불균형발전 정책에서 균형

발전정책으로의 전환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성장이론의 한계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핵

심지역의 순집적 경제가 주변지역 소도시에서 발생하는 집적경제보다 훨

씬 더 크다면 핵심지역에서의 직접 불경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제조업이

주변부로 분산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둘째, 계층적 분산모형에 따라

산업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높은 도시 간 연결성이 오히려 핵심

지역으로 분극화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주변부의 소득수준과 수요구조

에 따라 회사의 설립 및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우

리나라의 경우 불균형성장이론이 각종 경제발전의 기본이론으로 자리 잡

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집적의 경제로 인한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고 집

중투자로 인한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나, 선도 산업의 의존도가 너

무 높고, 입지에 제약을 받지 않는 업종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수 없으

며, 성장거점극화현상이 인근의 기종 중소규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중심으로 경제발전 및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의 효

과는 일부계층에서 우선 집중되는데 그 잉여를 소비로 재투자 하지 않으

므로, 실질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불균형성장 중심에서 균

형성장으로의 가치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이 이를 반영하여 변화

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2-3] 산업입지의 정책적 가치 유형

구분 불균형성장이론 균형성장이론

핵심가치 선택과 집중 형평과 배분

정책방식 낙수효과(파급), 선도산업 낙후지역 투자(자생)

정책특징 거점개발방식, 현실반영성 분산개발방식, 미래지향적

한 계 점 분극화촉진, 재화의결집, 파급효과제약 자원의 한계, 효율성 저하,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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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주체에 따른 산업입지정책

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한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차이점

이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개발정책은 추진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화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다. 그러나 주체를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상대성을 띄게 되는데 분권화속에서도 하위 행정구역내에서는

또 다른 분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집권과 분권의 개념

은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완전한 분권이란 있을 수 없고 양자사이에는 어

느 정도의 균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집권과 분권의 개념은 한 조직 내에 있어서의 권한의 집중 또

는 권한의 위임에 의한 분산뿐만 아니라 중앙기관과 하급기관 및 일선기

관 사이의 사무배분 관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집권과 분권이 사용되

는 의미를 구분하여 보면 첫째, 지역적으로 보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에서 중앙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강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에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된다. 둘째, 한 조직 내에서나 정부 전체에서 최고책임자에게 권한이 집

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른 계층상의 집권과 분권이 있고,

셋째 어떤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른

기능상의 집권과 분권이 있다. 앞서 살펴본 지역개발이론에 의하여 집권

과 분권의 구분을 적용하면, 불균형성장이론의 경우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며, 균형성장이론의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

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는 것이 궁극

적인 목적으로 분권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국토개발

의 최상위 정책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The National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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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 방

향을 살펴볼 수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2년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국토의 이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각 자치

단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자치단체의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상대적으로 좁

고, 한국전쟁 이후 지방정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개발초기 정

책기조는 정부주도의 국토개발을 주도적으로 펼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

화 하는 것이었다. 임형백(2013)은 이러한 이유로 현재에도 국가(중앙정

부) 단위의 계획에 대하여는 국토개발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지방정부

단위의 계획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불균형성장이론을 토

대로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완적으

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균형성장이론에 의한 국

토개발은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토개발정책에서 벗어나 그 간 소

외된 지역 중심으로 광역권 단위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 이후 현재 제4

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의 범위는 광역권에서 지역

단위로 축소되며 광역권내에서도 시·군·구 단위로 균형성장 및 지역 간

상생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정부주도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행되

며 불균형성장이론에서 균형성장이론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집권과 분권에 있어서는 완벽한 분권의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1991년 지방지차제도의 부활과 함께 분권의 새출발 시대를 맞이하였

으나, 최상위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전국토의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

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계획은 제한적 분권의 성격을 현재

에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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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는 왜 선도 산업을 선정하여 국가차원의 자원의 결집을 통한

산업육성정책을 수행하였을까? 물론 이는 그 당시의 사회·환경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산업단지의 역할과 산업입

지정책의 효과에 대해 선행연구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대 정부에 대한 균형발

전정책의 변화,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 등 분야별 연구에 대한 내용은

다수 존재하나, 정책적 측면에서 산업입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1980년대 이전에는 국토개발정책이 선성장 후

분배의 정책 기조 아래 선택과 집중적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

후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행정의 분권화가 아직도 진행 중

임에 따라, 불균형발전 정책에서 균형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앙정부

주도적 성격이 존재하는 점,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경우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 균형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에 다년간의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가 대부분 특정 지역, 특정 산업단지를 대상

으로 경제적 효과, 정책적 변화 등의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제

한된 선행연구 속에서 본 연구는 산업입지정책이 국가 및 국민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러

한 정책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산업입지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조성은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긍

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지역의 가치상승, 기반시설의 확보 등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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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길 기대하여 이를 위해 지역 간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김진수, 이종호

(2012)는 김해, 산막 및 함안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해당 산업단지는 부지조

성단계의 경우 산업단지별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3∼4천억원에 이르며,

취업유발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입주기업의 생산

유발효과와 더불어 운영 및 관리단계에 있어서도 생산유발효과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산업단지의 조성은 준

공 이후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을 하기 전인 조성단계부터 건설, 토목 등

에서 생산 및 고용효과가 발생하며, 이후 산업단지 가동에 따른 기업의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산업단지 본래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집적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동을 통한

효과 외에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단계부

터 형태별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 산업단지별 면적에

비례하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지리적, 기반시설 상태 등에 따

라 효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안혁근(2010)은 일반산업단지는 대부분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전제로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자체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인구증가와 사업체 신규 유입에 효과는 무의미 한 것

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공급에 대한 인구분산 정책은 절

차 및 방법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정책이 일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점, 지방자

치단체의 세수증가를 위한 투자로 산업단지의 활용효과가 크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산업단지 역시 개발정책의 한 부분으로 입지요

인에 재정적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이며, 결국 형평적 가치보다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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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중을 통한 사업적 가치가 중요시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 효과 및 기업의 신규 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

는 이유 역시 사업성과 관련성을 띄고 있다.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결국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인데, 산업단지

조성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비(특히 보상비용)이기 때

문이다. 결국 토지비를 줄이고 조기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

은 인구가 집중되지 않은 저렴한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개별입지

중심의 기업이 다수 존재하면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산업입지정책의 개선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광(2013)은 산업단지 집적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집적

의 효과는 일정 규모이상의 특화된 산업집적지에서 더 크게 발생함을 분

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었던 충청권의 경우 산업단지 유무에 따른

지역적 생산의 차이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산업단

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

역간 격차는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에서 지적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산업단지 중점전략으로 추진 중인 지역 간 상생, 협력을 통한

효과의 파생전략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

후 산업단지 입지선정에 있어서 사업성도 물론 담보되어야 하나 균형발

전측면에서 형평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산업단지는 입지선정 및 개발, 가동까지 장기간의 절차를 거

치게 되며, 단계별 지역경제에 세수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 및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단지 유치 경쟁이 과

열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다

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형평적 가치보다는 선택

과 집중을 통한 사업적 가치 중심의 정책이 발생되며, 이에 대한 개선점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단위 개발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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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형평가치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산업입지정책의 분권화 및 특례법에 따른 정책효과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2008년 3월 발표하며, 산업단지 인·

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을 발표11)하였다. 당시, 특례법의

목적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이었으며, 이

에 대한 효과로 산업단지 조기개발로 인한 생산증대, 산업용지난 해소,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공

급계획 수정 및 수립주체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지역간 산업단지 수급불

균형 문제 해결과 함께 당초 중앙중심의 일괄계획 방식에서 지자체별 상

황을 고려한 상향식 접근방식(Bottom up approach) 방식의 분권화 조치

를 발표12)하였다.

그간 산업입지정책의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계량적 성과는 확인이 되

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 및 한계점으로 인해 나타는 2008년 이후 시

행된 정책방향의 변화가 주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손상락(2010)은 세

계적 불황과 경쟁 심화 속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례법으로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는 지역적 경쟁 심화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개발되는 산업단지가 자칫 부

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계획 체제의 개선과제가 존재함을 분석하

였다. 또한 오히려 특례법 이전에는 정부 정책적으로 균형발전과 불균형

발전 전략을 시기에 따라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전체 국토 차원에

서 산업단지 입지분석이 이루어 졌으나, 특례법 이후 오히려 지역적으로

사업적 요인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국토 전반의 형평성 측면이 배제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특례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통한 일반산

11)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8.3.13.), “2년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12) 국토해양부 공지(2008.6.24.),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 수정 및 수립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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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의 적기 공급은 계량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는 반면, 그 결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산업단지의 수를 증가의 기준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기타 면

적, 업종 등도 고려대상이 된 다는 점,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에

는 정책집행의 도래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례법 및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분권화 등에 대한 성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3. 산업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산업입지정책에 있어 입지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

업입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산업입지 요인으로는 업종별

로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고, 가격, 노동력, 위치, 수송, 연관 산업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일정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근찬

(2012)은 산업단지 분양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 산업의 입지적 특성

이 산업단지의 분양소요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규명하

였다. 결국 산업단지의 분양기간을 단축시키는 변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산업입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인

데, 연구 내용을 산업단지의 입지적 특성을 단지특성 변수, 산업 환경 변

수, 정주환경 변수로 구분하여, 이들 변수와 산업단지 분양소요기간간의

관계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는 단지특성 변수로 분양가가 낮을수록, 녹지비중이 높을수록, 가처분면

적 비중이 높을수록 분양소요기간이 짧게 나타났으며, 산업 환경 변수로

광역시와 거리가 짧고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분양소요기간이 짧게 나타

났으며, 정주환경 변수로 보유시설수가 많을수록 분양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단지 입지결정 요인을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업 환경과 근로자 삶의 질 측면에서 산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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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별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지향점은 유사하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입지정책은 이러한 사회·환경적 변화 속에서 시대별 정책의

변화를 동반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산업입지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입지

요인은 당시 정책의 방향 및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불명확

하게 발생되기에 특정시기의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 속에서 김종일(2010)은 지역 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분석하였

다. 결과는 지역별 격차는 산업특화의 심화에서 기인하며, 90년대 이후

경공업 퇴조와 함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재편되며 도시 지역

의 생산성 격차가 증가하였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역개발정책은 제

조업육성보다는 지역 도시의 서비스 공급역량과 교육·문화·의료 등 소비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의 수요와 특

화업종이 미비한 경우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단, 최근의 산업단지는 단순 제조업 중심이 아닌 업종,

규모별 다양화와 타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각화되어 공급된다는

측면과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 도로, 주택, 문화·복지 등 사회기반시설

의 확충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산업단지 입지선정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작용함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정책의 변화 속에서 정책목적 및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방향성에 따라 산업입지 요인은 변화하며

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정책이 변화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통해 파생되는 어떠한 입

지요인이 유추되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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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

제 1 절 산업입지 정책의 제도적 변화

1. 시대별 정책의 제도적 변화

산업입지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1960년대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다.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제조업의 공간적 토대로 공급되

었으며 경제성장과 산업화, 수요 맞춤형 공급 등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정책 및 제도가 변화되어 왔다. 1960년대 이전 자립경제기반이 매우 취

약한 경제여건 속에서 국내시장에만 의존되었던 산업구조는 개별입지 위

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6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추

진되면서 계획입지 방식의 산업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위주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에 맞춰 단지형 산업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1964)가 지정되었다. 단지형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로 도시계획법(1962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4년) 등이 제정

되어 서울 및 지방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입지를 통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으로의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맞

추어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공업단지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년), 지방공업개발법(1970년), 산업기지개발촉진

법(1973년)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7년에는 합리적인 공장

입지 조성, 과도한 산업집중을 방지하고 산업의 분산 및 균형적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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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공업배치법이 제정되어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

역, 유치지역 등을 지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관리방안이 다각화, 합리화되

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1980년대에는 70년대 대도시 및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거점개발

방식이 집중된 산업입지를 재조정하고 지역 간 격차해소 및 중소기업 육

성을 목적으로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지역별로 분산 배치되기 시작작하였고, 수

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최초 산업단지 조성부터 1980년대까지는 과

도기적인 산업단지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방식의 개발방식을 충족시

키기 위하여 제도 및 정책이 혼재되어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식기반사회의 대두,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정보통신,

첨단산업과 함께 주거·문화 등의 경영활동 외 기능을 포함하는 산업단

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능별 상

이하고 복잡한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된 지

방공업개발법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991년),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된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이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1년)로 각각 통·폐합되었다. 이와 관련

한 지침도 공업입지개발지침이 산업입지개발지침(1997년)으로 변경되면

서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명칭도 변경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지방산업단지의 개발이 증가하며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개방적이고 다각화된 산업구조 형성을 위한

복합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정책 전환에 따른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졌다. 2000년대 초반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각 부처별 관련법률에 근거한 문화산업단지, 정

보통신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2003년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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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3년)로 개정되었고, 2005년에는 산

업입지개발지침이 폐지되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제정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최근의 산업입지정책은 2008년을 기점으로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먼저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

∼2011)이 2008년도 조기 폐지되면서, 공급계획 수립주체를 정부에서 지

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며,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의 수정 및 수

립방법에 변화가 발생한다. 또한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특례법은 산업단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산업단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표가 되

었다. 특례법은 당초 2∼4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추가로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배경인 두 가지 변화는 앞서 살펴본 지역개발이

론과 정책주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후 발생한 산업

단지의 공급 변화에 중요한 정책적 요소가 된다.

최근에는 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단지의 개발주체가 지역으로 분산됨

에 따라 중앙정부는 산업정책의 방향 제시와 지침 수립, 그리고 각종 통

제 및 지원 등에 주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과거 산업단지 공급의

주체에서 산업단지 노후에 따른 노후산업단지 재생, 수도권 기업이전의

투자정책을 통한 산업분산, 미래 선도산업 확산 및 육성 등 다양한 산업

정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산업입지정책의 변화를 비추어 볼 때 정책방향에 따라

산업입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른 입지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

어진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분권화

등장배경과 산업단지의 공급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인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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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산업단지 관련 시대별 정책 변화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채

대상

계획입지

개발시도

수도권 내

산업 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첨단산업 입지

수요공급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

기존단지

경쟁력 제고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 육성

정책

기조

수출위주의

경공업 중심

수도권 억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실화

농공단지 개발

입지유형 다양화

입지규제 완화

전문화 집적지구

클러스터 사업

과학과 ICT융합

신성정동력

미래산업 육성

관련

법규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수출산업공업

단지개발조성법

지방공업개발법

국토이용관리법

공업배치법 외

수도권 정비

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산업입지법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국계법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국계법 규제완화

산업

구조
경공업 우선정책 중화학공업 육성

기술집약적

산업 수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지식집약적

산업 성장

녹색기술산업

융복합산업

창조산업

주요

업종

섬유, 합판,

전기, 신발류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

반도체, 전자,

자동차

반도체,

정밀화학 등

IT, 게임,

바이오

IT, BT,

CT, ET

비고
수출산업단지

울산공업센터

동남권 대규모

조성

수출자유지역

개발

서남권 대규모

조성

농공단지 개발

APT형 공장

조성

산업단지 명칭

변경

TP 조성

도시첨단산업

단지

문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혁신단지

재생단지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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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공급계획 변화(분권화의 촉진)

앞서 언급한 중앙집권 방식의 산업입지정책의 한계점은 성장거점 중심

의 전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의 특화(전문화) 및 다양화

와 관련해서 무엇이 지역발전에 바람직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특정 산업에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효과적이나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부

합한 산업구조 개편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13)

물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1980년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2000년대에는 5+2 광역 경제권 개발계획과 같은 산업분산 정책이

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에도 분권이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산

업입지정책 수립이 기반이 되어 추진되어졌다. 이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

여 지방의 경제력 분산 및 균형개발을 도모하였듯이 산업입지정책도 균

형개발을 위한 형평적 가치보다는 파급효과를 위한 지역의 거점 중심의

개발방식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입지정책에 있어 집권

과 분권의 방식 중 어떠한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단, 2008년을 기점

으로 1960년대부터 추진되던 중앙정부 중심의 산업입지정책이 지방자치

단체 중심으로 분권화가 이루어 진 것을 계기로 산업입지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바야흐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산업단지의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환경적 배경은 첫째,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수급 불일치

문제14)이다. 과거 몇몇 특정산업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당시에는 그 외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주요 관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황

및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 제조업의 침체 및 신산업 발굴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발생하며, 더 이상 정부 주도로는 미래 산업에 적절한 예측

및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13) 장철순, 서태성, 류승한, 김진범, 이윤석(2014),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 5

14)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 수정 및 수립방법 변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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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단지의 소형화에 대한 대응이다. 철강과 석유화학과 같은 대

규모 장치산업과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간산업의 대기업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청년창업부터 소프트파워 중심의 소규모 산업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과

거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

게 되었다. 또한 공장부지 역시 과거 수평화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등장

및 업종 고도화 등으로 수직화의 경향이 발생하여 산업단지의 면적은 점

차 작아지게 되는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단지별 주력업종은 다양화지고 있

으며, 그간 방치되던 개별입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

성을 통한 전방위 산업의 효율적 기업 환경을 위한 공간적 재편이 필요

하나 산업단지 수의 증가로 정부 주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에

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분권화가 불가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조기에 중단하고 산업

입지 공급계획 수림지침의 새로운 수립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산

업입지 공급계획 및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

립의 주체를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단위)로 권한을 이양한다.

이에 중앙정부의 기능은 과거 주도적인 정책수립, 추진에서 선도, 지원,

조정기능으로 조정하고 지역은 정책수립, 집행, 관리기능의 수행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표 3-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구분 기존 현재

중앙

정부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10년)

· 정부 주도적 공업개발 및

재배치 정책 시행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 산업입지 개발의 지원 확대

시·도

· 산업단지 유형 및 규모별 지정

권한은 존재하였으나, 정부의 공급

계획에 의한 집행기구적 성격이강함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10년)

· 지역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육성과 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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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단지가 아무리 소규모로 전환된다고 하여도 지방재정으로는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에는 무리가 있기에 정부는 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몇 가지 통제의 기능으로 지역별 공급

을 제한하기도 한다. 먼저 지역의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정부의 수립지침

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단위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

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고시15)하고 있으며, 지역별 과잉공급을 억제하

고자 수요면적을 기초한 기반시설의 정부지원 제한과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과도한 경우 지정이 제한16)되는 등 각 종 통제장치가 존재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또는 통제장치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부분별한

산업 확장을 한편으로는 억제하며 권한위임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시행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그간 산

업입지 결정 및 조성절차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20년이 넘은 시

점에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산업의 성장으로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 경쟁의 심화로 경쟁단위로의 지역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방향으로 지금까

지 유지해온 중앙 집권식 산업단지의 공급에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과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산업입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

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행정인력의 투입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역 간 발생하

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는 일환으로 특례법의 제정

된 것이다. 즉, 특례법의 주된 정책목적은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지

15)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함.
16)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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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선도 산업을 육성 및 발굴하여 적기에 산업단지를 공급하여 점차

가속화되는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 및 세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산업단지 개발절차 비교

출처 : 손상락(2010),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실태와 개선방안』, 경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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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근거법인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공유수면매립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 이후 산업단

지 지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를 거쳐

야 하는데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 영향

성 검토를 포함하여 지정요청을 하게 되며, 이때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

람, 도시계획위원회·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단계가

마무리 되면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며, 이후 실시계획을 통해 시·군,

시·도의 관계부서 협의 및 의견반영,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등의 각

종 영향평가 위원회 심의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의 절차를 거친 후에

착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1

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거치는데 총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산

업단지 지정 및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년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

다.

특례법은 기존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수직적 성격을

수평적 성격으로 전환하며, 중복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약 6개월에

도 산업단지 지정 및 착공이 가능토록 전환한 규제완화 차원의 법률이

며, 관련 절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

여 산업단지계획으로 일원화 하였다. 둘째, 유사절차를 통합하여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의견청취 단계, 사전환경

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등의 각종 영향평

가 단계, 각종 위원회 심의 단계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시행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

산업단지계획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의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5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일화하

여 유사 평가요소를 간소화하였다. 네 번째 당초 국가, 지자체 등의 사

업시행자 개발과 함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서 제

출을 통해 선개발 후분양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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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광역자치단체내에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업추

진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혼잡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입지에 대한 규정에 관한 것은

아니며,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요에 맞는 적기 산업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권을 통한 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이양 절차와 함께

정책변화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수가 급증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작용된

다. 그 이유는 특례법의 적용범위가 1천만㎡ 미만의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공급하는 산업단지와 5백만㎡ 이내의 그 외 사업시행자

가 시행하는 산업단지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일반산업단지에 적용이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인 소규모 산업단지의 공급확대 방침과도 일

치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2008년을 기점으로 일반산업단지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시행이다.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권한의 분권화가 지방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 기여

하였다면, 특례법은 그 수의 증가를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치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급변화

1. 산업단지 유형별 특성

산업단지 유형은 총 4가지로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목적 및 입지요소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유형의 산업단지는 시기별로 정책방향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유

형 중 가장 대규모로 조성되며, 통상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개발이

진행된다. 국가산업단지는 특정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국가 기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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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장이 주 목적이었기에, 2000년대 이전 산업화 단계에서 공급이

활발하였다. 1980년 이후 지정이 시작된 농공단지의 경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도시첨단산

업단지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식·문화·정보통산 산업 등의 첨단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정이 되었다. 이렇듯 산업단지는 시대별 전략

적 육성을 위해 시기별 증가추이가 다르게 발생하며, 결국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의 연구대상 유형인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산업군은 유사

한 측면이 있으나 공급목적이 좀 더 세분화되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는 규모에서 국가산업단지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조성되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기에 광역개발이

아닌 특정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 이에 조성목적 역시 국

가산업 보다는 산업의 지방분산 및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고려

되고 있다.

[표 3-3] 산업단지 유형별 특성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목적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문화·정보

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농어민 소득증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도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도 가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지역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기간산업,

첨단산업 입지로

양호한 지역

시·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양호한 도시지역

시·군 내에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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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의 증가 추이

산업단지는 공업화 초기에는 산업거점개발 수단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왔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 조성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

하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었다.

규모면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로 조성된 것에 반해 다른 유형

의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조성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정면적 기준으로 볼 때 1980년대 83.8%가 국가산업단지였으며 지방산

업단지는 8.5%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중에서도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2000년대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속될 것이다.

이는 산업단지 공급은 일반산업단지 중심. 즉, 지자체중심으로 추진될 것

이며 중앙정부의 경우 지원 및 조정으로 기능이 변화될 것임을 뜻한다.

[표 3-4]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추이(지정면적 기준)

(단위 : ㎢, %)

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15년 계

국가 13,934 431,372 209,024 33,341 102,049
789,720

(56.3)

일반 14,031 29,263 21,032 105,338 360,317
529,981

(37.8)

농공 - - 26,311 19,325 29,974
75,610

(5.4)

도시첨단 - - - - 6,223
6,223

(0.4)

계 27,965 460,635 256,367 158,004 498,563
1,401,534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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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기별 산업입지면적 및 유형분류

(단위 : ㎢)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2015.12)

본 연구의 대상인 일반산업단지가 2000년 이후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

고 있는데, 동일 유형의 산업단지에 대한 수의 비교는 어느 시대에 관련

정책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대별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수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5]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추이(지정수 기준)

(단위 : 개)

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15년 계

국가 2 16 8 7 8 41

일반 8 20 11 104 455 598

농공 　 　 168 125 174 467

도시첨단 　 　 　 　 19 19

계 10 36 187 236 656 1,125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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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00년대 이후 타 산업단지 유형과 비교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수

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 특정 유형의 산업단지의

증가가 확연히 발생하여, 이는 시대별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산업입지정책은 지역별, 산업별, 단지유형별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2008년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입지특성

전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입지 및 증가는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

로 인해 발생한 2008년 이후의 일반산업단지 입지특성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 유형 중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

로 하며, 지역적 분석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

구 기준에 있어 시도단위 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리나라 수도로서 시·구 단위의 하위

행정구역이 있으나, 관련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가 과거 지정된 국가산업

단지 1개와 일반산업단지 2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분석모형

의 적합도를 흐릴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이 분권 및 균형개발을 기

초이론 모형으로 함에 따라 연구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외 특별·자치시 및 자치도의 경우 개별 행정권한이 주어지며, 세종특

별자치도의 경우 대상기간 내 행정구역이 변화함에 따라 분석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연구 및 분석은 앞의 산업단지 일반현황과

는 다르게 본래 연구범위에 맞추어 분석대상은 일반산업단지로 설정하

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 이전 공급된 일반산업단지와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로 양분하며, 분석단위는 총 201개 시군

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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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변화 이후 일반산업단지의 급증현상 발생

2008년 이후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주체가 광역단위 시·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

으로 일반산업단지의 급격한 증가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균형개

발 및 분권화를 통해 그간 누적되어온 지역별 산업 대기수요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와 그

증가추이, 지정 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바야흐로 산업입지정책은 지방

산업단지 중심의 공급체계로 재편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 산업단지 유형별 개발 추이

참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

일반산업단지는 연구 대상기간내 총 366개17)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1965년 이후 2007년까지 공급된 일반산업단지의 수를 넘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시도단위 지역별로 산업단지의 적

극적이 유치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주체인 광역

자치단체 기준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수 및 지정면적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7) 산업단지는 지정부터 조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전국산업단지 분양현황 자료를 토대로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연도별 
신규 일반산업단지 지정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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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08∼2015년 시도별 일반산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 개, %, ㎢)

구분 지정 단지 수 지정면적

강 원 도 17 (4.6) 1,221 (4.8)

경 기 도 68 (18.6) 3,515 (13.7)

경상남도 95 (26.0) 3,223 (12.6)

경상북도 46 (12.6) 2,878 (11.2)

광주광역시 0 (0.0) 0 (0.0)

대구광역시 2 (0.5) 30 (0.1)

대전광역시 1 (0.3) 31 (0.1)

부산광역시 17 (4.6) 1,413 (5.5)

울산광역시 12 (3.3) 623 (2.4)

인천광역시 2 (0.5) 98 (0.4)

전라남도 18 (4.9) 3,517 (13.7)

전라북도 11 (3.0) 3,064 (11.9)

충청남도 32 (8.7) 3,178 (12.4)

충청북도 45 (12.3) 2,860 (11.1)

계 366 (100.0) 25,651 (100.0)

[그림 3-4] 2008∼2015년 시도별 일반산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 개, ㎢)

시·도별 일반산업단지 지정 수 시·도별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연도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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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수 기준으로 경상남도가 전체 일반산업단지 지정 수 중

26%로 가장 많으며, 면적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13.7%를 차

지하며 가장 넓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광역시보다 도를 중심으로 일반산업단지

가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산업단지의 소형화

2008년 이후 일반산업단지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한 것과 달리 대상기간

공급된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소형화되고 있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이전 공급된 일반산업단지의 평균 지정면적은

이전 공급되었던 일반산업단지의 면적 평균은 117만㎡18)이나, 2008년 이

후 공급된 일반산업단지의 면적 70만㎡19)으로 기존대비 약 40% 평균면

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권화 및 특례법으로 인해 상대적

으로 소규모 산업입지의 공급이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지역낙후도 지수에 근거한 일반산업단지 면적비중

산업입지 특성을 비추어 볼 때 지정 수 또는 면적 기준으로 일반산업단

지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였고, 평균면적이 소형화됨으로써 지방자치단

체는 기존과 달리 지방재정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공급의 증대로 인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목적 중 한가지인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한 정책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와

18) 2008년 이전 지정된 244개 일반산업단지의 평균면적
19) 2008~2015년 지정된 366개 일반산업단지의 평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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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역 낙후도 지수를 이용하여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입지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2008년 이전 일반산업단지의 개수 및 면적을 기준으로 201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낙후도 지수20)를 기준으로 4분위로 구분하였다.

즉, 낙후도 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과 26∼50% 지역, 51∼75%

지역, 76∼100% 지역을 구분하여 산업단지 지정면적 및 지정 수의 정도

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86%, 산업단지 수를 기준으로 80%가 낙후도 지수 상위 50% 지역에 분

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2008년 이전 낙후지역별 입지비율

지정면적 기준 지정 수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

결국 일반산업단지가 집중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낙후도 지수를 기준으로 비낙후 지역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는

데, 2008년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면적을

기준으로 70%, 산업단지 개수를 기준으로 73%가 낙후도 지수 상위 50%

의 지역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20) 2008~2014년 지역별 낙후도 지수를 평균하여 지역별 순위를 산정하였으며, 4분위에 
대한 구분은 20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50개 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4분
위(하위 76~100%) 지역은 51개 지역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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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08년 이후 낙후지역별 입지비율

지정면적 기준 지정 수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

이에 의하면, 정부정책의 변화로 대표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분권화

및 특례법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그 전과 비교 시 낙후지역에 공급된 산

업단지의 수와 면적이 소폭 증가한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그 정도가 미

미하며, 전체적인 비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후지역에 경우 일반산업단

지의 공급정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일반산업단지 입지요인 분석

1. 일반산업단지의 입지요인 개요

앞에서 살펴 본 산업입지정책의 중요성, 대상기간 산업입정책의 목적,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그리고 2008년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입지

적 특성을 통해 본 연구의 정책적 입지요인을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해



43

보고자 한다.

먼저 산업단지는 대규모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의 집적을 수반하는 국토

개발관련 주요 정책 중 한가지로 복잡한 절차 및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그에 따른 입지요인도 다양하여 가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산업단지의 입지요인은 가장 큰 틀인 제도적 차원에서 그 범위를 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입지에 대하여 법을 통해 그 범위를 명시

하고 있는데 이에 근간이 되는 법률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서,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

향과 수급전망 등 사업성과 함께, 지역적 요소 및 지역별 균형을 그 골

자로 한다.

[표 3-7] 산업입지 개발 및 수급 계획에 따른 수립사항

산업입지
개발지침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공공주택용
지 확보비율,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작성기준 등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산업입지
수급계획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6』, 2016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의 기준은 범위가 광범위하며,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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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입지요인을 큰 틀에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러한 틀 속에서 산업입지는 시대적·환경적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그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향성과 그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첫째, 산업입지는 계획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환경을 고려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산업입지에는 그 구체성을 가지며, 산업입지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 산업입지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입지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입지요인은 다시 크게 정책적 요인과 기타 환경적 요

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요인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산업입지 요인을 크게 정책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산업입지 요인을 도출하였

다. 산업단지 입지결정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입지 결정에 있어 정

책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장에서 다

루었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유형 및 수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결정되며, 이에 따른 결과가 발

생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즉, 정책적 요인은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

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통해 새로 창출되는 산업단지 입지요인으로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이후 산업입지 결정 주체의 분권화가 발생

함에 따라 정책적 요인이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최

상위 산업정책의 틀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본 연구에서

는 정책변화 내용을 토대로 산업입지 결정의 정책적 요인을 유추하여 분

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정책적 요인은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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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새롭게 발생되는 입지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경공

업 육성정책이 산업입지정책의 기본 목적이었다면, 당시 입지요인으로는

노동집약을 위한 수도권에 인접한 곳으로 산업단지의 배치, 국가산업단

지 중심의 대규모 토지 공급 필요성으로 도심 외곽의 대규모 토지를 활

용해야 한다는 입지요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반면, 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정책으로 임해지역이라는 새로운 입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

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이후 분권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특례법

을 통한 전방위 산업 환경의 적기 공급이라는 산업입지정책 속에 새로운

입지요인이 도출되었을 것이며, 오히려 분권화 이후 지역의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정책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동할

가능성을 내제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입장에

서의 산업입지 결정을 위한 정책적 요인을 도출해 보면,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입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지역의 재정능력 중요성이다. 일반산업단지 중심의 산업입지정책

이 시행되고, 이를 위해 분권화 및 특례법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는 산업

단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광역권 단위로는 적기에 다수의 산

업단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산업단지의 특성은 지방재정의

대규모 투입이 필요하고, 사업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지역 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아무리 일반산업단지의 규모가 작아지

는 추세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재정능력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산업단지 입지의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산업입지에 따른 공급의 효율성이다. 먼저 정부는 전방위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체계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개별입지를 축소하는 정

책을 펼치고 있다. 2008년 정책이 지역 중심으로 변화하기 전에는 각 지

역은 산업별 산업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주

도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외 분야는 개별적으로 산업입지를 결정하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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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역적으로 개별입지가 얼마

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는 향후 지역별 산업입지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산업입지 과잉공급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산업입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지역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시 기존의 산업수요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을 중심으로 산업입지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며, 결국 형평

적 개발 보다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예측의 어려움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며, 투자비 회수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자칫 막대한 지역 예산 낭비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

적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 입지요인은 형평성과 사업성 측면에서의 이념적 충

돌에서 어느 한쪽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분권화를 통한 균형개발이 중요

시 되고 있으나, 광역권 단위로는 그 안에서의 불균형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사회·환경적 요인

정책적 요인과 달리 사회·환경적 요인은 정책이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으

로 고정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이미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산업입지요인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소위

산업분야, 전문인력 등 노동력 확보, 가격 경쟁력, 수송 또는 수출 용이

성, 인접 네트워크 용이성 등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시설, 녹지

비율 등 환경적 요인이 중요시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

은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 기업, 근로자의 본질

적인 가치추구에 있어 고정요소에 따른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인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단계별 상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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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산업단지는 입지결정 단계부터 조성, 분양,

가동 등 통상 10년 내외의 장기적 개발사업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공급 단계별 사회·환경적 요인은 그 중요성을 달

리하기도 한다. 먼저 산업단지 공급 단계별 요인의 상충은 입지 결정 단

계에서는 사업성이 중요시되어 상대적으로 미개발 지역(토지보상비)을

선호하게 되나, 이후 분양, 가동단계에서는 반대로 노동, 수송, 환경(인프

라)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표 3-8] 산업단지 조성단계별 사회·환경적 요소의 변화

조사 및 입지결정 조성/분양 가동

사업성(토지비, 수요) 예산, 입주수요 인구 및 세수 증가
타당성(정책, 환경) 기타 환경요인 기반시설 확대, 지역경제 기여

예로 산업입지 결정 당시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토

지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결국 인구밀집도가 적으며, 미개발 지

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고려하게 되나, 반대로 분양단계 이후는 노동력,

기반시설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소

이 상충성은 결국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현재의 균형개발의

틀 속에서 사업성이 중요시 되는 정책방향으로는 결국 앞에서 언급한 정

책적 입지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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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의 정립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균형발전, 분권화 등 이념적 가치변화가 반영된 산업

입지정책이 지역의 산업단지 입지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

립권한을 각 시·도 단위로 권한을 이양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에 걸

리는 기간을 단축시킨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등

의 정책변화로 발생하는 입지결정 요인을 추론하고 이에 대해 실증분석

을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산업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정책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책적 요인

으로 인해 예측되는 변수로 인해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여부가 지역

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요인이 일반

산업단지 지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이후 발생한 균형발전정책, 분권화 등의 정책

적 변화를 토대로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산업입지요인을 정책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정책적 요인이 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입지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한다. 이 외에 지역별 산업단지 입지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환경적 요인, 지역적 요인(시와 도, 수도권 여부), 시간적

요인(연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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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개념적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책적 요인

일반산업단지 입지결정 여부
통제변수

환경적 요인

지역적 요인

시간적 요인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단지 일반현황 및 2008년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통계자료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고시

하는 산업단지 현황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산업단지 현황통계의 경우 분

기별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명칭, 유형의 분류, 지역(시도

및 시군구), 지정일자, 면적,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조성상태, 분양상태,

공정률, 실시승인일, 착공일, 준공인가일, 분양가 및 유치업종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1964년 최초 산업

단지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4가지 유형의 모든 산업단

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설 설정 및 기술통계분석을 위하여 2008

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 외 정책적 요인변수, 환경적 요인변수는 통계청 e-나라지

표 및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된 일반산업단

지 366개를 선별하였다. 선별기준은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업

단지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상태에 따라 지정해제가

된 단지의 경우 지정건수에서 제외를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성이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사

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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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별로 일반산업단

지의 지정 여부를 측정 변수로 활용하는 만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변수

를 더미변수로 활용하여 동일연도에 중복 또는 다수의 단지가 지정이 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산업단

지의 수와 면적 등 그에 대한 규모 보다는 특정 시·군·구에 일반산업단

지가 입지하게 된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입지에 대한 가부여부

로 변수를 활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산업단지 및 정책적 요인변수에 대하여 시간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년의 기간에 대하여 연도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지역적으

로는 상위 행정구역은 시·도 단위와 하위 행정구역인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지역적 구분에 대하여 특별시와 자치시·

도는 연구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대상기간 내 지역단위가 통폐

합(편입) 또는 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연도에 따른

지역명 및 수가 상이하여 대상기간 최종연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총

201개 시군구로 일치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상기간 내 지역이 통폐합

된 사례는 창원시(2010년 마산시와 진해시가 편입), 청주시(2014년 청원

군이 편입)로 총 2건이며, 행정단위 승격은 여주시(2013년 여주군에서

승격), 당진시(2012년 당진군에서 승격)으로 총 2건이다. 예로 2009년 마

산시와 진해시에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면 창원시로 통합하여 산출

하는 방식이다.

[표 4-1] 변수별 데이터 기준

구분 데이터 기준 데이터 범위 비고

일반산업단지

변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366개 단지

매년 12월 당해연도 지정된

산업단지 현황을 파악

정책·환경요인

변수

통계청(KOSIS)

지방재정 365
6개 항목 -

시간적 단위 연도 8년(2008~2015) -

공간적 단위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

15개 시도

201개 시군구

창원시(마산시, 진해시)

청주시(청원군)

당진군→당진시

여주군→여주시



51

제 2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의 설정

【연구가설 1】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및 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

역의 개별입지를 점차 축소하고 계획입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정부정책이 변화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화를 시도하

였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은 정부의 수립지침 및 정책방향에 맞추어 개별

입지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로 작동된다.

【연구가설 2】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주체를 정부에서 지역을 권한을 이양한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지역의 산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함이며, 둘째, 향후 발생하는 신산업 및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 지역별

로 맞춤형 대응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원인의 경우 기존에

어느 정도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확장 또는 발전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노력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산업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중 재정권한이 약한 지역은 신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행정 권한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재정자립도로

서 해당 지표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유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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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 유리할 것이며, 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지방세액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앞서 연구가설 2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지역의 정책집행 권한이었다면

재방세액은 정책집행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일반산업

단지가 소규모화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별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조성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다년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작은 지역의 경우 산업수요 또는 주민의 요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산

업단지 유치에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정책이

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으로 변화하여도 중앙정부 또는 시·도 단위

의 정책예산 지원 부분이 시·군·구별 재정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

은 아니며, 이는 현 정책에서 한계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지역의 재정

규모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가설 4】기존에 일반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대상기

간내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산업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념적 가치로 서로 상충되는 것

이 형평성과 사업성이다. 정책 환경이 균형개발을 통한 형평성을 강조한

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에서는 단기간의 실적과 투자

비의 회수 등 사업성을 무시하며 형평적 가치를 우선시 할 수는 없는 것

이다. 형평적 가치가 우선시 되려면 정책집행자의 선택에 있어 분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집적에 대한 부가가치 보다 높을 때 가능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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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책의 경우는 정책집행 권한은 분권화 되었으나 균형발전적 유인책

인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지역별 산업규모에 따른 향후

산업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을 통해 산업수요 규모를 산정방식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시도단위 해당 규모 이상 또는 산업수요면적과 기존 산업단

지 미분양률과의 관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장치는 결국 지역단위로 기존 산업 인프라가

존재하며, 신규 산업단지 유치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입지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2.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입지결정의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 외 일반산업단지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및 지역, 시

간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개별입지 면적 규모, 재정자립도, 지방세액 규

모, 기존 산업단지 입지 여부가 대상기간의 일반산업단지 입지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활용

하였다. 이 방법은 종속변수가 성공과 실패, 참과 거짓, 사건의 발생 유

무 등과 같이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질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방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X)를 이용하여 예측한 Y값은 E(Y X)

이며, 종속변수 (Y)가 이산변수일 경우 E(Y X)는 확률의 개념을 가지므

로 E(Y X)는 X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p로써 p(X)로 나타낼 수

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K개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p    ···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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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속변수 p(X)는 0에서 1의 값을 취하는 확률값과 같으므로 독

립변수와 선형함수로 표시할 수 없으며 S자 곡선인 로지스틱 함수로 표

시해야 한다. 따라서 확률을 로짓으로 변환하여 선형함수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은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p(X)/1-p(X)를 구한다.

p(X)/1-p(X)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p(X)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인

1-p(X)의 비율이며 이를 승산(odds)이라고 한다. 또한 p(X)/1-p(X)에 자

연로그를 위하여 ln[p(X)/1-p(X)]를 구한다. ln[p(X)/1-p(X)]는 log와

odds이므로 이를 줄여서 로짓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식이 도출되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기초로 선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ln       

제 3 절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화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종속변수로 공간적 단위인 시·군·구별 대상 기간 내 일반산업단

지의 입지여부를 활용할 것이다. 일반산업단지의 입지여부는 공간적, 시

간적 범위에 따라 입지여부를 더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그 동안의 선

행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지요인에 대하여 기업의 입지 환경적 요인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한 산업단지 입지여부는 선행

연구가 미진한 만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산업단지의

입지여부를 더미변수화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면적, 수 등에 대한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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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두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연도, 같은 지역에 일반산업

단지가 중복지정이 되더라도 입지결정 여부에 대한 유무사항만을 변수화

하였다. 즉,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1’로 나타내며 입지하지 아니

한 지역은 ‘0’으로 나타내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의 명칭이 계층적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수를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통계 기준에 따르고자 한다.

즉, 상위 산업단지 명칭 내에 다수의 산업단지 및 지구를 포함하더라도

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에 대

한 시간적 기준은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산업

입지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표 4-2] 종속변수의 범위 및 설명

종속변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단위 변수설명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

2008~2015년

(총 8년)

15개 시도

201개 시군구

시간적, 공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총 366개 일반산업단지

(더미변수 활용시 총 250개)

2. 독립변수

일반산업단지가 행정구역 단위로 어떠한 정책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립한 정

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특정 지역, 특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각 변수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특성

변수를 찾고자 하였다.

정책적 요인변수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중앙정부의 정책이념

변화에 따른 균형발전정책과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로 인해 발

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요인으로 개별입지 면적 규모, 재정자립

도, 지방세액의 규모, 기존 산업단지 입지 여부를 변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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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입지면적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및 관련 연구용역

(2007)을 살펴보면 향후 산업단지의 유형은 국가산업단지 중심에서 일반

산업단지 중심으로 재편되며,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소형화, 지역별 특색

에 맞는 특화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개별입지의 비율을 축소하고 가급

적 개별입지 공장의 진출을 지양하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시·도 단위로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의 수립지침을 준

용할 수밖에 없다면 각 종 중앙정부의 통제장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산업입지정책은 산업의

효율성, 계획적인 국토의 이용, 기반시설 등 재화의 이용 측면에서 개별

입지 보다는 계획입지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시·군·구 단위로 개별입지 면적 규모를 변수화하여 산업입지 결정의 요

인으로 작용을 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는 한

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EMIS)에서

추출하였으며, 면적기준은 공장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

였다.

2) 재정자립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권한의 분권화는 지역의 재정권한과 관련성이

깊다. 균형발전 및 분권화를 기초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소단위 행정구역인 시·군·구 단위로 입지가 결정되며 그에 대한 공급계

획 수립은 상위 행정구역인 시·도 단위로 수립이 되기 때문이다. 동일

시·도 내에서도 산업단지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

유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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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른 승인 가능성이 높게 발생할 것이며,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특례법을 통한 산업단지의 급증현상 속에서 우려되

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역차별 및 지역 내 갈등, 지역

내 불균형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변수는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는 지방재정 365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연 단위 재정자립도 공시방법

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예산을 기초한 것이며, 두 번째는 결산을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집행이 아닌 예산을 기준으로 측

정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지방세액 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예산이 발

생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통상 산업단지

입지가 결정되고 조성 및 가동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시·군·구, 시·도 단

위의 재정투입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 재정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정은 시·군·구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관련 재정은 일회성이

아닌 부지선정, 조성, 분양, 가동 단계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균형발전 및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통제장치는 마련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은 해당 지역의 지방세액 규모와 관련성이 깊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별 지방세액의 규모를 입지결정

요인으로 변수화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입지 여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지방세액은 시세, 군세, 도세로 구분되며, 통

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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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

중앙정부 정책은 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다양한

정책변화를 시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변화에 따른 입지

특성 및 정책적 요인분석을 통해 시·도 단위의 분권화 및 균형발전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 하고 있으나 시·도 내에서 다시 균형발전의 효

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정부의 통제장치 하에 지역

의 권한이용은 결국 지역 내 균형발전 보다는 집적효과를 활용한 가시적

인 사업성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산업

단지의 토지이용이 기존 공업 용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부분을 향후 정

책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입지 특성적 요소로 나타난 기존 산업단

지의 입지여부가 대상 기간내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에 요인변수로 작

용을 하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기간 이전에 입지한 일반산업단지

의 경우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으며, 그에 따

라 시간적 범위는 반영하지 않았다. 즉, 2008년 이전 일반산업단지가 존

재하는 지역은 ‘1’로 나타내며,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0’으로 표기하였다.

3. 통제변수

1) 환경적 변수

지역별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여부는 환경적 요인변수에 따라 영향

을 받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산업단지는 입지결정에서 가

동단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환경적 변수의 영

향은 각기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지결정 단계에서는 저렴

한 토지비를 통한 사업성이 중요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 변수 중 인구,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분양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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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환경적 변수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

지 조성에 대표적인 환경변수인 인구수, 도로율,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통

제하고자 한다.

2) 공간적 변수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여부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먼저 광역시와 도의 구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시

도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입지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수도권의 경

우 지방으로의 분산을 위해 산업단지의 확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정책적 입지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광역권 또는 수도권 여부

등 토지이용의 광범위한 구분으로 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

수로 활용하며,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시와 도, 수도권과 비수도

권 여부에 대하여 더미변수화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3) 시간적 변수

통상 산업단지의 조성은 수년단위의 시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으로 평

균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특정지역에 산업단지의 지정은 연속해서

발생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된 일반산업단

지의 개수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 수를 기준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지

정 비율을 측정해본 결과 한 지역에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경우 재지정

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년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산업단지의 입지는 집

적효과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이유로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형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적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이

를 연단위로 통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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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변수별 자료의 출처

변수 자료출처 비고

종속변수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매년 12월말 기준)
http://www.industryland.or.kr

국가승인통계

독립변수

개별입지 면적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FEMIS)
https://www.femis.go.kr

자체조사

재정자립도

통계청(KOSIS)
http://www.kosis.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go.kr

국가승인통계

지방세액

통계청(KOSIS)
http://www.kosis.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go.kr

국가승인통계

기존 산업단지 입지여부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매년 12월말 기준)
http://www.industryland.or.kr

국가승인통계

통제변수

환경적 요인

통계청(KOSIS)
http://www.kosis.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go.kr

국가승인통계

공간적 요인 행정표준코드 관리시스템
https://www.code.go.kr -

시간적 요인 - -

* 일부 누락된 데이터의 경우 지방재정 365를 통해 행정구역별 조사·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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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변수의 선정 및 단위

변수 변수설명 단위

종속변수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 연도별 행정구역(시군구)내
일반산업단지 지정 여부 더미변수(1,0)

독립변수

개별입지 면적 연도별 행정구역(시군구)의
개별입지 면적의 합 십만㎡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 
세입예산 * 100 %

지방세액 행정구역(시군구)별 지방세액 규모 백억원

기존 산업단지 입지여부 2007년까지 행정구역별(시군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여부 더미변수(1,0)

통제변수

인구 수 연도별 행정구역(시군구)내 인구수 만명

도로율 연도별 행정구역(시군구)내 
총 도로연장(m)/행정구역면적(천㎡) 지수

문화기반시설의 수 연도별 행정구역(시군구)내 인구 십
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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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대상기간 내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총 수는 366개 단지이다. 그 중 201

개의 시군구 지역을 기준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여부를 더미변수로

변환하면 대상기간 8년간 260건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대상기간 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전혀 없었던 지역은 201개 시

군구 중 94개 시군구이며, 나머지 107개 지역은 대상기간 내 일반산업단

지가 1개 이상 지정이 되었다. 총 201개 시군구 중 과반수가 조금 넘는

53.2%의 지역에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이 있었던 것인데, 이와 관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 여부에 따라 수도권 41개 지역 중 20개 지역에 지정사례가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60개 지역 중 107개 지역에 지정사례가 발생

하였다. 광역시와 도를 기준으로는 광역시의 경우 49개 지역 중 12개 지

역이, 도의 경우 162개 지역 중 95개 지역에 지정사례가 있었다.

[표 5-1] 수도권·비수도권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여부

(단위 : 개, %)

구분 지정 미지정 계

수도권 20 (10.0) 21 (10.4) 41 (20.4)

비수도권 87 (43.3) 73 (36.3) 160 (79.6)

계 107 (53.2) 94 (46.8) 20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 산업단지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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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시·도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여부

(단위 : 개, %)

구분 지정 미지정 계

광역시 12 (6.0) 37 (18.4) 49 (24.4)

도 95 (47.3) 57 (28.4) 152 (75.6)

계 107 (53.2) 94 (46.8) 20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 산업단지 분양현황

이를 통해 수도권 여부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비중의 차이는 상대

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 도 지역에

산업단지의 지정 비중이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일반산업단지 지정사례가 있는 107개 지역을 대상으로 8년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수 및 연도별 지정건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여부

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약 80%의 지장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광역자치단

체인 시·도 단위에서도 도 지역에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기술통계로 볼 때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수와 더미변

수로 변환한 산업단지 지정여부에 대한 수의 지역별 비중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3] 수도권 여부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수

(단위 : 개, %)

구분 지정 단지수 지정여부 더미

수도권 70 (19.1) 53 (20.4)

비수도권 296 (80.9) 207 (79.6)

계 366 (100.0) 26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 산업단지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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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시·도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수

(단위 : 개, %)

구분 지정 단지수 지정여부 더미

광역시 34 (9.3) 24 (9.2)

도 332 (90.7) 236 (90.8)

계 366 (100.0) 26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전국 산업단지 분양현황

2. 독립변수 기술통계 분석

1) 개별입지 면적 규모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특성변수 중 시·군·구별 개별입지의 면적 규모를

보면, 최소값은 0.1915이고, 최대값은 262.7319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구

별 개별입지의 면적이 1,915㎡에서 26,273,190㎡까지 분포하며, 평균 면적

은 1,721,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시군구별 개별입

지 면적의 중앙값을 확인한 결과, 평균값보다 작은 628,303㎡∼705,773㎡

규모로 나타났다.

[표 5-5] 개별입지 면적 규모에 따른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별입지면적 1608 .01915 262.73190 17.21150 28.573

[표 5-6] 개별입지 면적의 연도별 중앙값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앙값 6.28303 6.32902 6.71380 7.05773 6.83418 6.85758 6.74617 7.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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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자립도

시군구별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

우 최대비율은 74%이며, 최소비율은 6.4%로 나타났다. 평균은 25.12%이

며, 표준편차는 14.06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시군구별 재정자

립도에 대한 중앙값을 확인한 결과, 역시 평균값보다 작은 20%를 경미

하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표 5-7] 재정자립도에 따른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재정자립도 1608 6.4 74.0 25.122 14.0653

[표 5-8]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중앙값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앙값 20.9 21.0 20.8 21.1 21.3 20.4 20.5 20.3

3) 지방세액 규모

시군구별 자체세입을 나타내는 지방세액의 규모는 최대값이 1,601,686백

만원이며, 최소값은 3,74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방세액은 172,387

백만원이며, 표준편차는 21.889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지방세액

의 중앙값을 확인한 결과, 약 1천억원 내외로 나타났으며, 역시 평균보다

작게 형성되어 있다.

[표 5-9] 지방세액 규모에 따른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재정자립도 1608 .3748499 160.168576 17.2387468 21.88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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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지방세액 규모의 연도별 중앙값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앙값 7.8582 8.0089 8.5633 9.0116 9.4491 9.3158 10.4777 11.7729

4) 기존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

2008년 이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시군구별 입지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로 변환하였으며, 단, 종

속변수에서는 시간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기에, 기존 일반산업단

지의 지정여부는 2007년 최종 결과값을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2007년까

지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수는 243개이며, 더미변수로 변환시 201개 시

군구 중 131개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70개 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

가 입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통계 활용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관계를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한

다. 이는 통계분석을 통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전 기존 선행연구 및 가

설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개별입지 면적, 재정

자립도, 지방세액 규모의 중앙값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신규 일반산업

단지의 지정여부를 시군구 단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여기서 독립변수별 중앙값을 활용하는 이유는 독립변수별 표준편차

가 상이하고, 데이터별 극단값이 존재하기는 오차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중앙값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상·하위 지역이 비교적 동일하게 양분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67

대상기간 내 신규로 입지한 일반산업단지 260개의 시·군·구별 입지현황

에 대하여 첫째, 개별입지면적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위지역

에 입지한 일반산업단지는 215개로 전체의 82.7%가 개별입지면적의 중

앙값을 기준으로 상위지역에 입지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지역에 179개인 68.8%가 입지하였으며, 셋째, 지

방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지역에 180개인 69.2%가 입지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기술통계를 통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정도에 대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각 지

표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위지역 보다는 상위지역에 일반산업단지의 지

정이 이루어 졌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표 5-11]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일반산업단지 입지분포

(단위 : 개, %)

구분
신규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 수

개별입지면적 재정자립도 지방세액 규모

상위지역 215 (82.7) 179 (68.8) 180 (69.2)

하위지역 45 (17.3) 81 (31.2) 80 (30.8)

계 260 (100.0) 260 (100.0) 260 (100.0)

그 외 더미변수로 활용되는 독립변수인 기존 일반산업단지와 종속변수

인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수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상관분석을 pearson 상

관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상관계수(r)=0.546, p=.000으로 귀무가설은 기각

되며, 연구가설이 지지된다. 결론적으로, 기존 일반산업단지와 신규로 지

정된 일반산업단지 간에는 상관관계(특히,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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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1.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검증

먼저 모형계수의 총괄검정을 통해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었을 때의 로지

스틱 회귀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해 본다. 이는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

과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의 적합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로

모형은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들의 계수가 0(즉, 로지스틱 회귀식이 종속

변수를 설명·예측하는 데 유용하지 않음)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한 결과

이다. 검증결과 =302.454, =.000으로서 귀무가설( :모형은 유용하지

않다)은 기각된다. 따라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0이라

고 할 수는 없으며, 모형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5)

그러므로 네 독립변수는 결합적으로 일반산업단지 지정여부로 그룹을 구

분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12] 모형계수의 총괄검정

구분 카이제곱 df 유의수준

1 단계

단계 302.454 16 .000

블록 302.454 16 .000

모형 302.454 16 .000

또한 ‘Cox 및 Snell R 제곱’과 ‘Nagelkerke R 제곱’은 회귀분석의  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종속변수 분산의 17.1%∼29.2%가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13] 모형의 설명력

Cox 및Snell R 제곱 Nagelkerke R 제곱

.171 .292



69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실시하

였다.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 카이제곱 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

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즉, 이 값은 종속변수의 실제치

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모형의 경우 은 9.272이고

유의확률은 .320으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 값이 비유

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은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

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나타낸다고 풀이된다. 만약

에 그 값이 유의적이면 반대로 해당 모형의 적합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5).

[표 5-14]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단계 카이제곱 df 유의수준

1 9.272 8 .320

2.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진단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

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독립변수 중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액의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여

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이 결국 정책결정 권한의 정도로써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

로 재정자립도를 정책적 입지요인으로 변수 설정 하였으며, 지방세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 공급에 대한 재정능력의 척도로써 정책적

입지요인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산출방식은 지방

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

으로 소위 지방세액 규모가 큰 곳이 재정자립도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세액이 높은 곳은 비례하여 지방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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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일반회계 세입 규모가 월등히 높을 수 있기에 단순히 지방세액 규

모와 재정자립도가 비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다

중공선성 문제 검토를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정한 결과 모두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변수 간 다중공선

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구분 VIF

독립변수 정책적 
요인

개별입지면적 규모 1.549

재정자립도 3.575

지방세액 규모 6.786

기존 일반산업단지 존재여부 1.280

통제변수

환경적
요인

인구수 5.330

문화기반시설의 수 1.759

도로율 1.661

지역적
요인

시·도 구분 1.749

수도권 유무 1.744
시간적
요인 연도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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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해석

먼저 산업입지정책의 정책적 요인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Wald df
유의

수준

Exp

(B)

독립

변수

정책적

요인

개별입지면적 .016 .003 29.603 1 .000 1.016

재정자립도 .030 .010 8.242 1 .004 1.031

지방세액 .019 .009 4.575 1 .032 1.019

기존산단유무 .941 .209 20.165 1 .000 2.562

통제

변수

사회·

환경적

요인

인구수 -.024 .009 7.711 1 .005 .976

기반시설수 -.046 .020 5.515 1 .019 .955

도로율 -.016 .006 6.570 1 .010 .984

지역적

요인

시도구분 .702 .284 6.086 1 .014 2.017

수도권유무 1.094 .269 16.569 1 .000 2.986

시간적

요인

연도(2008) 24.309 7 .001

연도(2009) .938 .305 9.466 1 .002 2.555

연도(2010) .516 .310 2.768 1 .096 1.675

연도(2011) .117 .327 .128 1 .721 1.124

연도(2012) .025 .321 .006 1 .938 1.025

연도(2013) -.159 .329 .234 1 .628 .853

연도(2014) .049 .320 .024 1 .878 1.051

연도(2015) -.304 .335 .827 1 .363 .738

상수 -4.372 .621 49.493 1 .000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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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 4가지 모두 일반산업단지

입지결정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B의 부호

가 (+)이면 해당 변수값이 클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가능성이 커

지고, (-)이면 변수값이 클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먼저 <가설 1>은 개별입지 면적의 규모가 클수록 일

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을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시군구별 개별입지 면적 규모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여부와

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

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0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따라서 행정구역별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클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전산업의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주체가

시도단위로 분권화되며 일반산업단지의 조성권역인 시·군·구 단위에서는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재정권한이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라는 정책적 입

지요인에서 도출되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여부 관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4으로 유의미하

게 나왔다. 따라서 시군구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

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가설

3>은 지방세액에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인해 단기간에 산업단지의 급증이 발생하였으며, 그만큼 지역에서는 막

대한 재정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배경을 기초로 정책적 요인으로 도출되

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지방세액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의 지정 여부 관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

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32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따라서

시군구별 지방세액 규모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가설4>는 2008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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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산업단지가 지정된 지역일수록 대상기간에 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개발이론에서 균형발전의 경

우 오히려 지역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선

행연구를 통한 지역 낙후도 지수에 근거한 일반산업단지의 분포와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 기술통계를 통해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지방산업단지의 균형적 배분이 부족함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8년 이전 일반산업단지의 입지여부에 따른 대상

기간 내 일반산업단지 지정여부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0으로 유의미하게 나왔

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산업입지를 중심으

로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 연구21)에서도 주장되었던 바와 같

이 우리나라 산업입지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는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독립변수 모두 일반산

업단지 입지결정 요인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각 변수별로

그 영향의 정도를 보면, Exp(B)의 값을 통해 알 수 있다. Exp(B)는 

를 의미하는데, odds를 나타낸다. 여기서 odds는 ‘  ’로서 ‘내부 값이

0인 그룹에 속할 확률 대비 내부 값이 1인 그룹에 속할 확률의 비율’을

나타낸다(이학식·임지훈, 2015). <가설4>의 경우 exp값이 2.562로 기존

산업단지의 지정여부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가 존재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대상 기간내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가능성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가설의 경우 exp값이 1.016∼1.031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도출이 되었는데, 이를 해석해 보면, <가설1>의

독립변수인 개별입지 면적 규모의 경우 10만㎡가 증가할수록 일반산업단

지의 지정 가능성은 1.0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상기간내 일

반산업단지 평균 면적인 60만㎡를 가정할 시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60만

㎡만큼 큰 경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약 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2>의 경우 독립변수인

재정자립도가 1%p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일반산업단지가 지

21) 장철순·서태성·류승한 외, 『산업도시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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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가능성이 1.031배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가설3>의 경우 지방세액

이 100억원을 더 많이 징수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일반산업

단지 지정 가능성이 1.0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설 1, 2, 3의 경

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수치만으로는 가늠하기

가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여, 해당 세 개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한계효과

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상관성의 정도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며, 승산비

(odds ratio)로 해석이 됨에 따라 승산의 변화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한계효과는 타 독립변수를 평균값으로 고정하고 특정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확률의 차이로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특정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변수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독립변수인 개별입지 면적 규모의 경우 개별입지 면

적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그 증가

의 정도는 S자 곡선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림 5-1] 개별입지 면적 규모에 따른 한계효과

둘째, <가설 2>의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재정자립도는 자립도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한계효과 곡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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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만으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였으며, 그 오차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재정자립도에 따른 한계효과

셋째, <가설 3>의 독립변수인 지방세액의 규모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한계효과 곡선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나 오차범위는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5-3] 지방세액 규모에 따른 한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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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개별입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가설 2, 3의 경우 그 상관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요약하면, 정책적 입지요인으로 도출된 개별입지의 면적규모, 재정자립

도의 정도, 지방세액의 규모, 기존 일반산업단지의 입지여부는 일반산업

단지의 입지결정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설 모두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7] 연구가설 및 채택 여부

구분 내용 결과

가설1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

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2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3
지방세액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4
기존에 일반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대상기간내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그러나 상관성의 정도를 분석해보면, 기존 산업단지의 유무, 개별입지의

면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

며,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액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그 영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산업입지정

책에 있어 입지요인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변수 중 특정 변수의 효

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정책방향에 맞는 다양한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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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산업입지정책의 변화로 발생되는 입지요인으로 지역별 일반

산업단지의 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산업입지정책은 지역 중심의 일반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개발 중심

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주체의 분권화

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정책이념의 변

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그간 산업입지정책이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로 몇 가지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

화들로 발생하는 입지요인을 도출하여 정책결과와의 상관성을 분석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련 정책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분석을 위하여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입지요인 4가지를 도출하

였으며, 이를 시·군·구 단위로 대상기간 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지역적 요인, 시간적 요인의 경우 통제변수로 사용

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

속변수인 일반산업단지 지정여부에 대하여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이

에 따라 대상기간 내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총 366개 중 동일연도, 동일

지역에 지정된 중복 사례를 제외하여 총 260건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사례

가 발생하게 되었다. 모형의 적합성을 보기 위하여 모형 계수의 총괄 검

정, cox 및 snell R제곱, nagelkerke R제곱, hosmer 및 lemeshow 검정

결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대상기간 이전 일반산업단지의

존재 여부는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기존에 계획입지가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 개별입지의 면적이 넓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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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산업입지정책에서 알 수 있는 전산업 부문에 대해 개별입지의 비

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계획입지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려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도 기존 산업을 활용한 일반산업단

지의 조성이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며, 체

계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한 이유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셋째, 재정자립도

가 높은 지역일수록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네 번째 지방세액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신규 일반산업입지의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의 막대한 지

방비가 투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의 규모가 크고 운용 자율성

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게 된다. 즉, 4개의

가설 모두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여부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것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액 규모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는 통계분석 결과로만으로는 확인하

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독립변수로 활용된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액 규모

의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았으며, 이 역시 통계적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다른 독립변수 보다는 낮게 도출

되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입지요인으로 작용되는지는 확인에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논의를 종합해볼 때 2008년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일반산업

단지의 입지요인으로 각 지역의 계획입지 존재 여부와 개별입지의 규모

는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규 산업단지가 정책변

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존 산업지역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재정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액

의 규모는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

으나 상대적으로 그 효과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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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2008년 이후 산업입지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지역개발이론에

의한 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 정책주체에 따른 집권화와 분권화의 개념

적 이론으로 정책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 인해 도출되는 일반산업단

지 입지요인이 신규 산업단지 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산업입지와 관련된 그간 연구는 대부분 기업의 입지요인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는 그간 산업단지의 성장 및 개

발이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변화한 점을 중심으로 2008년 이후 변화한

산업입지정책이 정책목적에 맞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산업입지정책은 지역별, 산업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중심의 불균형발전에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중앙집권방식에서 지방자

치제도를 활용한 분권화로 변화가 발생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단순하게 존재하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의 수요를 확대하고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 비중이 약 32%를 차지하는 우

리나라의 경우 최근 세계 경쟁력 약화와 침체 등으로 제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외 신성장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방자

치단체로의 산업단지 공급계획 권한의 이양은 단순 제조업의 유지가 아

닌 정보통신(IT), 생물산업(BT), 문화산업(CT), 환경산업(ET) 등 다양한

산업의 업종별, 성장단계별 입지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

성하는데 산업단지가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가 강하다. 또한 산업단지의

증가에 따른 노후단지의 정비, 산업단지의 소형화, 신규단지의 적기 공급

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효율적 업무분담 체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최근 발생하는 인구집중,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정책변화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현 정책으로 향후 산업입지 방향에 많은 긍정적

인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 또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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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변화로 인해 지역 중심의 일반산업단지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여, 지역중심의 산업입지 적기공급과 산업단지의 소형화에 대한 성과

는 발생하였으나, 신규 산업입지 대부분이 기존에 산업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된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양한 산업의 집적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입지의 규모를

축소하고 계획입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기존 지역 중심의 선도 산업 및 미래 산업 경

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권한의 분권화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

화를 위한 특례법 조치로 산업입지정책에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는 시대적 흐름에서 꼭 필요한 정책방

향으로 보여 지나 광역단위 행정구역에서는 형평성 보다는 사업성 중심

의 입지계획 수립이 불가피 하다는 점으로 결국 지역의 재정능력이 우수

한 지역이 산업단지 입지에 유리하다는 하부단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이 발생하는 데에는 향후 산업입지정

책의 일부 보완 및 정부의 지원, 통제장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권한이양 외 통제장치 중심의 관리가 아닌 지원체제

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예로 산업단지 신규 진출, 신산업 육성, 재정

예산 또는 낙후도 지수가 열악한 지역의 경우 지원방안(차등 지원제도

마련, 저리융자 등)을 강화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적극적인 산업단

지 창출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산업입지 계획

수립시 낙후지역, 상대적 저성장 지역을 형평적 차원에서 산업입지 결정

에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부가가치가 더욱 크게

발생한다면 선택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단지를 공장의 집적지가 아닌 각종 지원 및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

단지 입지지역은 우선 물적,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지역내외

주민들의 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그 외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활성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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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입지에 대한

개념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입지는 산업용지, 도로, 항만,

수자원, 전력 등 물리적 입지여건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나, 향후에는 사

회, 경제, 문화 등 기존 행정시스템과의 연계 및 상생적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간 산업입지는 대규모로 고려되었으며, 이

에 따라 토지이용의 상충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가지와 격리되

는 성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산업입지는 점차 소형화되며, 산업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단순 노동력 확보,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물리적

구조보다는 혁신환경, 고급기술인력, 전문기업 집적 등 구성요소의 변화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환경의 쾌적성 등

에도 치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향후 산업입지는 상

호 배척이 아닌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상업 등이 어우러지는 환경이 필

요한 것이다.

최근 산업정책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 중 한 가지는 제4차 산업혁

명에 대한 대응이다. 경제의 세계화로 1990년대 정보화, 지식기반산업에

서 향후 융복합 및 신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더 이상 국내외에

대한 입지적 산업장벽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경 없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노동, 기술, 시장, 정부규제 등에 대응하는 기업활동의 최적

지는 범세계화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

업입지정책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의 세계적 흐름,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

제, 경제의 저성장 시대 등 다양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관련 정책의 변

화가 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

라볼 수 있으나, 이는 반대로 지역의 지나친 경쟁 속에 지역이기주의, 지

역간 경쟁심화 및 역차별 문제, 중앙-지역 간 행정의 비효율성 및 사회

적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입지정책의 중요성

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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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 요인을 정책적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

다. 물론 선행연구를 통해서 산업입지에 있어 정책이 갖고 있는 중요성

과 영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기업의

입지요인 분석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복

합적인 연구가 향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그 중

요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통제변수로 설정했던 사

회·환경적 요인인 인구, 도로율, 문화기반시설의 수에 대한 통계분석 결

과를 보게 되면, 역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독립변수와는 달리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장에서도 언급했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단계별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충 및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산업단지 입지결정 단계에서는 기존 연구22)에서와 같이 토지비가 사

업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토지비의 대부분을 이루는 보상비를 줄이

기 위해서는 결국 인구 및 기반시설이 적은 미개발 지역의 대규모 토지

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분양 단계에서는 입지결정 당

시 간과했던 요인들의 중요성이 커지는 입지결정 요인의 상충이 발생하

게 된다. 이는 산업단지의 입지가 현재 기존의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집

중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업 인프라 외 주거, 문화, 환경과

결합된 도심형 산업단지의 공급방향으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결

국 미래 산업단지의 방향성으로 언급되는 도심형 산업단지의 단계로 거

듭나기에는 정책을 통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23)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산업단지의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는 향

후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22) 이기호·김호철,『산업단지 조성원가 구성요인 중요도 분석을 통한 공급체계 개선에 관
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4

23) 서연미·류승한·장철순·강호제·박정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
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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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8년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의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산업

단지 지정해제에 대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산업단지가 지정 승인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입지요

인을 분석하고자 함에 따라 수년이후 지정해제가 된 단지라고 하더라도

매년 말 고시되는 일반산업단지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최근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또는 착공지연의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이유는 다양하게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성과 재정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또

는 착공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단지 공급계획 방안 개선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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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rapid increase

of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was caused by changes in industrial

location policy since 2008 and whether those policy chang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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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ying measures led to the intended goals. Industrial location

policy varies in societies, environments, or ages. and a variety of the

policy decisions largely affect many fields of the nation and people.

Since 2008, the Korean government has transferred the authority of

establishing industrial location planning to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cities and provinces. Also, it enacted the Special Act on

simplifying the old licensing procedures around industrial complexes

and made it possible to reduce the previous two or up to four

procedure time down to 6 months. These new polices are

differentiated from the old ones in three aspects. To begin with, the

policy makings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were decentralized to

the local governments. Secondly, the new industrial policies aim at

the overall growth of every industry, not concentrating on

developments of some specific industries. Finally, The policy ideology

has focused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growth of

underdeveloped regions and securing of future growth engine).

Thus, this study i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effe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industrial location policy. Analyzing

whether the policy factors have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industrial location decisions, I use data of 366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designated in 2008-2015. The policy factor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size of each individual location,

financial independence, size of local tax revenues, and presence of

existing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With probability of the general

industrial complex as a dependent variable, the above 366 sites are

categorized a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on a yearly basis.

Along with it, I us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population

density, paved roadway rate, number of cultural infrastructure),

spatial factors, and temporal factors as control variables that could

affect industrial location decision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for hypothes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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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comes of this study show a strong link between the four

policy factors and the industrial complex design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new industrial complexes would be designated and built in

the regions with large area, high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high local tax revenues, or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Overall,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regional financial capacity and

the size of the existing industry are key determinants for attracting

the regional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changed policy. The data

that small-scaled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have sharply increased

through the Special Act correspond to the ultimate goals of the

policy, which is supposed to boost timely supply of industrial sites

and small-sized industrial complexes. However, the data also indicate

a limitation that most of the new industrial sites were supplied to the

regions where industrial environments were already established. It

turns out to undermine the policy's purpose to secure the future

growth engine of the new industr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cordingl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erms of the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e national government needs to overhaul the

planning for prioritizing regional equity over efficiency. and favorably

for inducing more industrial parks to be created in the

underdeveloped regions. I hope that the present study contributes as

an impetus or a reference for further research to improve the

industrial location policy nowadays when the industry life cycle gets

shorter and sh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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