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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산

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및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하

여 생산성과 혁신역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인

력난이 가속화되면서 산업단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노후산업

단지는 장기간에 걸친 발전경로로 인하여 쇠퇴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매

우 크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종합적

으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과 메

커니즘을 분석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지표들을 바탕으로 노후산

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각 지표별 경쟁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은 산업단지의 경과기간과 업종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지표별로 세부적인 특성은 상이하지만 상호보완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은 특정 지표만으

로 평가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노후산업단지의 산업구조, 신규

업체의 입주 특성, 근무 및 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들이 경쟁력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집중도의 영향력이 양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집적경제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신규업

체의 특성은 종합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추론되었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이 업체 및 산업단지 수준의 구조조정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노

후산업단지는 비수도권에 비해 종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 규제 및 도시 확장과

주변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경쟁력 결정요인은 산업단지 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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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자본재 생산 업체 비중과 지원시설용지 면적의 영

향력이 유의한 반면,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신규업체의 기술수준의 영

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례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약화 실태와 쇠퇴 메커니

즘을 분석한 결과, 강릉중소 산단과 달성1차 산단 모두 물리적으로 취약

한 상황이었지만 문제 양상과 쇠퇴 원인은 차이를 보였다. 강릉중소 산

단은 강릉시의 정치적 락-인과 입주업체의 인지적 락-인이 강하게 형성

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한 채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었다. 반면,

달성1차 산단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수직적 네트워크에 따른 기능적

락-인으로 인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적응력 감소와 이에 따른 관련 업체

들의 연쇄적인 위기, 각종 시설 정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에 기반을 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생과 업종의 고도화는 사후 처방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는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착화된 네트워크로 인한 락-인과 관련을 지니므로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산업단지와 업체 수준에서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효율적 정비 사업을 위해서 경쟁력 향상이 필요

한 산업단지를 선별하여,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경

쟁력 평가 결과, 착공 후 경과기간이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산업단지에

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후산

업단지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

노후산업단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산업단지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과 정비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서 노후산업단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착공 후 경과기간으로서 물리적 노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쟁

력 강화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은 재생과 구조고도화로 구분된

기존의 개별 정비사업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후산업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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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에 따라, 규모에 따라 산단 및 입주업체 수준의 구조조정 특성

에 따라 경쟁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를 정의

하고, 정비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노후산업단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 분

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

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

우에는 산업단지 내부의 문제 진단이 어려워 입주업체와 시설 관리가 이

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관리권자, 관

리주체, 입주업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

단체들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공급을 억제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주요어 :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결정요인, 락-인, 구조조정, 실태, 쇠

퇴 메커니즘

학 번 : 2015-3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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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정부는 증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추어 산업단지를

공급하여 왔다. 그 결과, 1962년 울산공업지구가 최초로 공업지역으로 지

정된 이후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의 전국 산업단지 수

는 1,176개, 지정면적으로는 1,406 ㎢에 달한다.1)

산업단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공급되면서 초기에 공급되었던 산업단

지들의 노후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에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2) 45개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146개에

이르게 되었으며, 2025년에는 약 200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에 포

함될 전망이다. 더욱이, 노후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노후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876 ㎢에 달하며, 입주업체는 약 7

만 개로 전체 국가·일반산단의 약 83 %를 차지한다. 또한 2017년 노후

산업단지의 누적 생산액은 752조 원으로 전체 국가·일반 산업단지 생산

액(1,176조 원)의 약 64%를 차지한다.3)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열

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생

1) 전국산업단지의 총 면적(1,406㎢)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임

2) 국내 대표적인 노후산업단지 관련 법률인 「노후거점산단법」에서는 착공 후 20

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통계 역시 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3) 2017년 4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동업체 개수가 2개

이하인 단지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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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식에 맞추어져 단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입주업체들의 혁신역량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

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후산업단지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이루

어지지 못한다면 노후산업단지의 쇠퇴가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노후산업단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구조고

도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

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노후거점산단법)」을 제정하여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비 사업의 특성상 한정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다

수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경쟁력 약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지

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노후산단의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

문에 다수의 지자체들은 노후산업단지의 정비보다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산업화가 앞선 유럽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

조 변화에 따른 산업지역의 쇠퇴 관련 논의들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오

래된 산업지역의 쇠퇴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져왔다. 특히 최근에는 집적이익을 불이익으로 전환시키고, 구

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특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

과 정책적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원

인과 이에 근거한 구조조정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문제에 절적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노

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경쟁력이 낮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문

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후산업단지에 포함되는 모

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더 나아가 노후산업단지의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쇠퇴를 고

착화시키는 요인과 경쟁력 약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단지를 선별하여 이를 대상

으로 쇠퇴의 실태와 그 원인을 진단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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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하다.

노후산업단지를 포함한 오래된 산업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경로를

형성하고 자기강화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 개입 없이 경

로를 바꾸기 매우 어렵다(Greco & Di Fabbio, 2014: 414). 따라서 노후

산업단지 문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 하지

만 모든 노후산업단지에 정부의 역량을 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산업단지는 그 특성이 이질적이므로 동일한 해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적인 노후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

인에 근거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경쟁력

을 약화시키는 요인들과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노후산업단지의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

져 왔지만 대부분 특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조사와 정책적인

개선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산업지역의 경쟁력과 관련된 이론

에 근거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거나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 분석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경쟁력이 매우 약화된 사례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경쟁

력 약화 실태와 원인,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향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4 -

첫째,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 실제로 경쟁력이 약화되는가? 만약 경쟁

력 약화가 공통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어떻게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산업단지

가 실제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후산업

단지를 분류하는 법적 기준은 착공 후 20년 경과여부로서, 주로 물리적

인 노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 모든

노후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간주하여 정부 역량을 투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측정하여 실제로 경쟁

력이 약화되는지, 경쟁력 약화가 공통적인 현상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노후산업단지는 어디이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는 특성이 매

우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은 무수히 많은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

해 결정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연구자들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 측정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여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경쟁력 지표들을 선정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락-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

인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후산업

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

지 못하였으며,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대응은 경쟁력 약화의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 주로 물리적인 개선과 입주업종의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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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하였다. 특히, 산업지역의 경쟁력 약화는 쇠퇴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

조조정의 문제와 쇠퇴의 고착화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므로 산업구조와

신규업체와 관련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 차

원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례 노후산업단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양상은 무엇이며,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과 쇠

퇴 메커니즘은 어떠한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관련한 실증분석은 거시적인 차원

에서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경쟁력이 약화되는 노후산

업단지의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

후산업단지는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쇠퇴의 양상과 원인이 동일하

지 않으며, 모델을 통한 실증분석은 한정된 수의 정량화된 지표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부의 실태와 원인은 물론 네트워크의 고

착에서 비롯된 락-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화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달성1차와 강릉중소 산단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나

타나는 문제의 양상과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하여 심층적으

로 분석하였다. 특히, 각 사례 노후산업단지에 형성된 락-인이 어떤 네

트워크의 고착에서 비롯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경쟁력 약화의 추동요인과

쇠퇴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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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노후산업단지는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되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로 특수산업단지4) 20개

를 제외한 121개 산업단지이다. 노후산업단지를 분류하기 위한 규모 기

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명시된 기

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면적 100만㎡ 미만(소규모), 100-300만

㎡ 미만(중규모), 300만㎡ 이상(대규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6～2016년(10년)으로 설정하였다. 2006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의 시점에 해당하며, 2016년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배후지역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가장 최근

시점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

격과 노후산업단지의 구조조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각종 통계분석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과 현장조사 및 심층

인터뷰에 이르는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연구 질문별 연구방법과

자료는 [표 1-1]과 같다.

먼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관련한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

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의 개념과 측정, 경쟁력 약화, 구조조정으로 구

분하여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다.

<연구 질문 1>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평가는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별 기술

통계, 상관관계, 분포특성 분석을 통해 전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

4) 특수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일반적인 산단의 특성과 거리가 멀고 연

계·협력의 경쟁력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① 자원비축, 에너지발전, 주거용도지구 등 제조업 이외의 목적으로 조성된 산단

(월성전원·고정국가·삼일자원·지세포자원비축·녹산주거·빛그린전남)

② 재생사업지역으로 새롭게 산단으로 지정된 노후공업지역(사상·서대구·대구제3)

③ 2개 업체로 구성된 소규모 산단(보은·옥포·죽도·소정·도하·금산·삼호·가율·홍천

북방·건천2·상주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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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지표별 적용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순위규모를 이용하여 세

부지표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추출하고, 각 그룹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여 경쟁력이 낮은 노후산단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때, 분석 자료로

산업단지현황통계(2006, 2016), 공장등록통계(2006, 2016), 전국산업단지

통계(2014)를 이용하였다.

<연구 질문 2>에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은 기술통

계와 추론통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

력 지수 개발은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지표별 상

관관계 분석과 지표투입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선형변환을 이

용하여 투입되는 지표를 표준화 하였다. 또한 산출된 종합 경쟁력 지수

는 순위규모를 이용하여 상, 중,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지수의 적용가능

성과 하위그룹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반면, 산출된 종합 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은 추론통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때, 분석 자료는 기업부설연구소 신

고관리시스템, 전국사업체조사(2016),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이다.

<연구 질문 3>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실태와 메커니즘에 대

한 분석은 사례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문헌 및 통

계자료 조사, 공간자료의 시각화에 이르는 정량적 분석과 현장 조사, 심

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이 이용되었다. 분석 자료는 앞서 소개된

자료 외에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산업단지 경계도면, 시설용지 도면, 입주

업종 도면, 지적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새주소 지도(2011) 등의

공간 자료와 사례 노후산단(달성1차, 강릉중소)의 관리기본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각종 통계분석을 위해 이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24.0

이며, 공간자료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ArcGIS 10.2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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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방법 연구자료 단위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문헌 고찰
- 국내외 학술논문/보고서
- 관련 제도 및 법률 원문

국가/
지역/
산단

(연구 질문1)
노후산단의
경쟁력 평가
<기술통계
중심>

� 세부지표별경쟁력평가
- 기술통계분석
- 상관관계분석
- 분포특성분석

� 순위규모(Rank-size)
- 세부지표별 경쟁력 상·하위 그
룹추출

- 산업단지현황통계(2006-2016)
- 공장등록통계(2006, 2016)
- 2014 전국산업단지통계

전체
노후
산단

(연구 질문2)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기술 및

추론통계 중심>

�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
- 상관관계 분석: 세부지표별
동질성 파악 및 민감도 분석
- 선형변환: 지표의 표준화
- 순위규모: 상·중·하위그룹추출
및하위그룹특성파악

�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OLS 회귀모형

- 산업단지현황통계(2006, 2016)
- 공장등록통계(2006, 2016)
- 기업부설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
- 전국사업체조사(2016)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전체
노후
산단

(연구질문3)
사례노후산단의
경쟁력약화실태
및쇠퇴메커니즘

분석
<사례심층분석>

� 사례산단의 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
- 사례산단현황

� 현장조사및심층인터뷰
- 경쟁력약화실태파악
- 경쟁력 약화의 원인과 메커니
즘파악

- 산업단지현황통계(2006, 2016)
- 공장등록통계(2006, 2016)
- 2016 산업단지총람
- 현장조사및심층인터뷰
- 공간자료: 산업단지경계도면, 시설
용지도면, 입주업종도면, 새주소지
도(행안부), 지적도
- 관리기본계획(강릉중소/달성1차)

사례
노후
산단

[표 1-1] 연구방법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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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이는 [그림 1-1]과 같다. 먼저

제 1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을

설정하여 무엇을 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론 및 선

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론적 고찰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의 개념, 경

쟁력의 약화, 구조조정으로 점차 논의를 확장하였다. 먼저, 노후산업단지

의 경쟁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과 평가를 둘러싼 국내외 논의들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경쟁력 평가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성한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한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오래

된 산업지역의 경쟁력이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노후산업단

지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 고찰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약화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조정과 관련한 이론 및 국내 노후

산업단지 관련 제도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의 흐름과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 5장까지는 앞서 제시한 각 연구 질문들에 대한 분석에 해

당한다. 먼저, 제 3장은 <연구 질문 1>에 대한 분석으로서 경쟁력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세부지표별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이

때, 노후산업단지 경쟁력의 평가지표는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 수출, 업

체활력도로 구성되며, 각 세부지표별 경쟁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추

출하여 비교분석하여 경쟁력 약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 4장은 <연구 질문 2>에 대한 내용으로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세부지표별 특성을 종합할

수 있는 노후산업단지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적용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종합 경쟁력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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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다. 이후에는 산출된 종합 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노후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라 물

리적 특성과 경쟁력 평가결과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와 대규

모에 대한 세부모델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노후산업

단지의 경쟁력 약화 원인과 거시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 5장은 <연구 질문 3>과 관련되며, 사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

화 실태와 쇠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종합 경

쟁력이 낮고 쇠퇴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으며 물리적 노후도가 심한 사례

노후산업단지를 선정하였다. 이후, 사례 노후산업단지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 실태와 원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때, 각 사례에

형성된 락-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쇠퇴가 고착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사례 노후산업단지별 대응방향을 고찰하였다.

제 6장에서는 각 연구 질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였

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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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연구 목적 빛 연구 질문
- 연구 방법 및 내용 제시

⇩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노후산단의 경쟁력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논의
-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 관련 이론
- 노후산단의 구조조정 관련 이론 및 제도

⇩

3장

노후산업단지의 세부지표별 경쟁력 평가

- 노후산단의 경쟁력 평가지표 선정: 결과요소에 초점
- 세부지표별 경쟁력 평가
: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 수출, 업체 활력도
- 세부지표별 경쟁력 상·하위 그룹 추출 및 특성 분석
- 세부지표별 적용가능성 평가

⇩

4장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노후산단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
- 노후산단의 종합 경쟁력 측정 및 하위그룹별 비교 분석
-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전체/규모별 노후산단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5장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실태 및 쇠퇴 메커니즘 분석

- 사례 노후산업단지 선정(소규모: 강릉중소, 대규모: 달성1차)
: 종합 경쟁력 지수, 쇠퇴 고착화 가능성, 신규업체 특성, 노후도
- 사례 노후산단별 경쟁력 약화 실태 파악
-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과 메커니즘 분석
: 각 사례 산단에 형성된 락-인 특성
- 사례 노후산단의 대응 방안 고찰

⇩

6장

결론 및 시사점

- 연구의 내용 요약
-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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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1) 노후산업단지의 정의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를 경험한 서구의 산업지역들의 경우 1970

년대부터 쇠퇴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지역을 오래된 산업지역(old

industrial regions 또는 old industrial areas)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오래된 산업지역은 형성된 이후

경과기간의 측면에서 오래됨(old)과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의 산업

(industry)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며, 고유한 문제 영역을 지닌다(Steiner,

1985: 387). 일반적으로 오래된 산업지역은 과거의 번영하거나 부유한 산

업지역이 역동성을 상실하여 소득과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문제를 지니는

지역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의 영역에 대해서는 연구자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지역의 산업구조와 관련한 문제 영역에 초

점을 두는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없거나 생애주기 마지막에 위치한 산

업이 과도하게 전문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Todtling & Trippl, 2004:

1176). 반면에, 지역적 차원의 문제영역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제

도가 고착화되어 학습능력을 상실하고, 혁신 역량과 적응력 부족으로 인

해 초기의 강점이 성장의 장애물로 변화하여 지역 소득과 생활수준이 하

락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Boschma & Lambooy, 1999a: 391;

Hassink, 2010; 451-452).

한편 국내의 경우,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

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노후산업단지와 관련한 법률인 「노후거점산단

법」 제 2조에서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한 노후산업단지

의 분류는 경과기간에 따른 물리적 노후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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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의 적용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1차적 기준으로서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노후거점산단법」 제 12조에서는 경쟁력 강화지구의 선정은 국

가 또는 지역경제의 기여도, 산업여건의 변화 및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기능적인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노후산업단지와 관련한 개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입지법」의 재생사업

은 기반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량을 통한 산업입지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이하 산업집적법)」에 의한 구조고도화 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

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노후산업단지는 물리적 측면뿐만 아

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2)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관련된 논의들

(1)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개념

「노후거점산단법」은 노후산업단지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

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관련한 법률적 정의를 포함한다. 해당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입

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별 법령으로서 「산업집적법」에 의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은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

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는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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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넘어서 관련주체들의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

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후산업단지 경쟁

력의 개념은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의 패러다임으로서 혁신

역량을 지닌 산업지역의 경쟁력(competitiveness) 관련 논의들과 경쟁우

위가 형성된 산업공간의 ‘클러스터(또는 산업집적)’의 논의를 동시에 포

함한다.

세계화는 지속적으로 생산요소 시장을 통합해왔으며, 전통적 생산요소

(토지, 자본, 노동)의 중요성을 감소시킨 반면, 개선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식창출과 혁신역량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Begg, 1999: 5; Camagni, 2002: 2396-2397). 이와 관련하여 Porter(1990)

는 “국가의 번영은 (비교우위에 의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Porter, 1990: 74). 이때, 지식의 창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전달

을 필요로 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 지역의 물리적 구조와 제도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Maskell & Malmberg, 1995: 8-11). 또한 지역에

형성된 혁신역량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생성하고 축적되며, 소득향상과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Fratesi,

2010: 521-524). 따라서 지역 내 암묵적 지식의 축적을 통한 지식 창출과

혁신은 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Aula &

Harmaakorpi, 2008: 524-527).

Porter(1990)는 교역규모가 큰 상위 10개국의 성공패턴에 대한 실증분

석을 통해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다이아몬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때, 다

이아몬드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는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혁신역

량과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경쟁우위를 형성한다(Porter, 1990: 69-130)

(그림 2-1 참조). 첫 번째 요소인 요소조건(Factor Condition)은 숙련된

노동력, 인프라 등 생산요소에 대한 국가포지션을 의미한다. 특히 지식기

반사회에서는 생산요소 자체보다 이를 창출하는 능력과 전문화된 요소조

건을 창출하는 것이 모방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둘째, 수

요조건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특성을 의미하며, 질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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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수요조건은 상품의 개선과 혁신의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혁신의

창출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셋째, 연관 및 지원 산업은 지역 내에

경쟁력을 지닌 연관 산업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때 경쟁력 있는 공급자

는 양질의 투입재를 저렴하고 빠르게 제공하며 연관 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접촉은 기술전파는 혁신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전략·구조·경쟁은 기업경영과 관련한 지역의 경쟁조건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의 경영 문화, 경쟁 환경은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이며, 자국

내 경쟁자의 존재는 해당기업에게 비용절감과 서비스 개선 압력을 부과

하여 혁신을 자극한다(Porter, 2000: 19-21).

기업전략, 경쟁을

위한 컨텍스트
(Context for Firm 

Strategy and 
Rivalry)

요소(투입)
조건

(Factor-Input 
Condition)

수요 조건
(Demand 
Conditoin)

연관 및 지원산업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y)

• 적절한 투자와 지속적인 업그레

이드를 도모하는 지역 컨텍스트
• 지역 내 라이벌 사이에서의 활발

한 경쟁

• 정교하고 까다로운 지역 고객

• 미리 앞서가는 고객의 요구
•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지역 수요

• 요소(인풋)의 양과 비용

- 천연 자원
- 인적 자본
- 자본
- 물적 인프라
- 행정 인프라
- 정보 인프라
- 과학 및 기술인프라

• 요소의 양
• 요소의 전문화

• 역량 있는 지역기반의 공급자의 존재

• 경쟁력 있는 연관산업의 존재

출처: Porter, M.(2000), p.20.

[그림 2-1] 입지 경쟁우위의 원천(다이아몬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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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 관련 논의들

산업지역의 경쟁력은 관련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에서 비롯된다(Ketels, 2003: 2-3). 따라서 노후산업단지, 나아가 산업단

지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정

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Sadler, 2004: 56).

클러스터의 이론적 토대는 Marshall(1920)의 집적경제에서 찾을 수 있

다(Martin & Sunley, 2011: 1303). Marshall(1920)은 기업들이 지리적 근

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노동시장의 풀, 전문

화된 비거래 투입요소비용 감소, 지식의 스필오버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

되는 집적경제에 대해 논의하였다(Gordon & Philip, 2000: 516). 또한

Hoover(1948)에 의해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크고 전문화된 생산요소

에 따른 규모수익이라는 세 가지 집적경제의 형태로 논의가 확장되었으

며, 이후 지역성장이론에 근접성의 논의가 반영되고 실증연구가 이루어

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vom Hofe & Chen, 2006: 4-8).

하지만 클러스터가 독자적인 학술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90년

대 이후로서, 성공한 산업지역들이 근접성을 기반으로 관련주체들의 긴

밀히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경험적 관찰에서 출발한다

(Breschi & Malerba, 2001: 818-819; OECD, 1999: 7). 이 과정에서

Krugman(1991)은 지역화된 집적경제의 존재와 경제활동의 집중현상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Porter(1990)가 경쟁우위의 핵심원천으로서 클러스터

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클러스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다(Ketels, 2003: 2). 특히, Porter(1990)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를 구

성하는 각 요소는 시스템을 이루면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구성주

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정보의 전달과 혁신을 창출하면서 경

쟁우위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클러스터 이론은 포스트포디즘 시대의 유

연적 생산체계를 강조하는 신산업공간 모델(Scott, 1992)과 네트워크이론

(Camagni, 1991)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집적

경제,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Moula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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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a, 2003: 292-293)(그림 2-2 참조). 최근에는 클러스터를 식별하거나

성공요인을 찾는 단편적인 연구들에서 벗어나 클러스터의 성공잠재력을

형성하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제도들을 분석하거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발전하고 쇠퇴하는 일련의 진화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진행 중

이다(Ketels, 2003: 4-5; Sadler, 2004: 56). 이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주체 간 연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제도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로의존성을 지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모방과 이식의 한계가 관

찰되었기 때문이다(Boschma, 2004: 1006-1012; Breschi & Malerba,

2001: 831-832; Martin & Sunley, 2011: 1306). 더욱이, 클러스터의 진화

적 측면의 논의들은 오래된 산업지역의 쇠퇴의 원인에 대해 지역과 네트

워크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생산체계
Local Production 

Model

혁신환경모델
(GREMI, 1986,
1988, 1991)

학습지역
(Morgan, cooke, 

… 1995+)

지역

혁신체계

신산업공간
(Scott)

혁신의
클러스터

통합된 지역발전

Veblen

Darwin

Schumpeter

Perroux

Aydalot

Porter
기술진화
(Nelson, 

Winter, Dosi)

기술변동이론
(Freedman…)

국가혁신체계

(NIS)

Marschall
(1890, 1919)

이탈리아 산업지구

(Beccatini, Bagnasco
1970+)

내생적 발전론
(Friedmann, 

Stohr, Weaver 

1979-80)

산업지구이론
(Sabel, Piore)

지역역량론

(Friedmann)

네트워크이론
(Grabher, 
Camagni)

사회경제학 규제이론

캘리포니아
학파

(노동의 공간적

분업)

거래비용
이론

(Williamson)

유연적

생산체계

이론

영역혁신모델

강한 연계

약한 연계

출처: Moulaert, F. and Sekia, F.(2003), p.295.

[그림 2-2] 혁신 모델과 클러스터 이론의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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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혁신주체들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네트워크 특

성을 통해 정의된다. Porter(2000: 15)는 클러스터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련 조직들(특정분야에 상호 연결된 기업, 전문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

체, 연관기업·대학·무역협회 등)이 지리적으로 집적된 지역”으로 포괄적

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관련 주체들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경쟁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의 시너지를 형성한다. 또한 Bergman &

Feser(1999: 1)는 클러스터를 “위치, 혁신원천, 공급업체 및 생산요소를

공유하여 공동의 행동을 통해 회사와 산업을 묶는 긴밀한 연결”로 정의

하였다. 이 외의 다수의 연구자들 역시 지리적 근접성과 긴밀한 네트워

크를 클러스터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유상 외, 2003: 15-16; 김

선배 외, 2012: 29; 박종화, 2007: 132-134).

클러스터는 생산성,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이점

을 지닌다(Porter, 2000: 21-25). 클러스터 내의 참여주체들은 전문화된

투입 요소 및 공공재의 가용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참여주체들 간의 상

호보완성을 통해 집적경제를 형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클러

스터는 경쟁기업의 존재, 고객, 관련 및 지원 기업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을 토대로 혁신의 압력을 행사하며, 유연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신규업

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

때, 공공부문 역시 클러스터의 형성 초기의 인프라 개선에서 출발하여

혁신의 장애물 제거를 위해 경쟁과 관련한 각종 규칙과 인센티브 수립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Porter, 2000: 25-26).

한편, 클러스터는 산업구조, 네트워크,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며,

클러스터를 분류하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Porter, 2000:

17-18). Ketels(2003)는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 산업의 입지특

성, 클러스터의 개발단계에 따라 분류하였다(Ketels, 2003: 4-5). 반면,

vom Hofe & Chen(2006)은 Marshall의 지역화 경제에 초점을 맞춘 산업

클러스터, 산업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클러스터,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내부 규모수익, 가치사슬, 기술혁신을 포괄하는 클러스터로 구분하였다

(vom Hofe & Chen, 2006: 8-9). 이에 반해 Gordon & McCann(20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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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강도에 초점을 맞추어 순수 집적형(Pure Agglomeration), 산업

단지형(Industrial Complex), 사회네트워크형(Social Network)으로 구분

하였다. 이때, 순수 집적형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을 둔 집적경제를 형

성하지만 기업 간 긴밀한 관계는 형성되지 않으며, 개방성을 지닌다. 반

면, 산업단지형은 생산비용의 절감과 관련된 거래비용의 관점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기업들의 공간적 행동은 식별 가능하지만 혁신

이점은 공유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네트워크 유형은 기업들이 지역 제도

를 공유하고 지역화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유형

이다(Gorden & MaCann, 2000: 516-521). 또한 사회네트워크 유형은 지

식의 파급효과와 집적경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와 오래된 네

트워크로 세분화될 수 있다(Iammarino & MaCann, 2006: 1026-1030).

(3)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측정에 대한 논의들

산업지역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를 측정하

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초기에는 경쟁 자체에 초점을

두고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요소와 그 원천

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표 2-1]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쟁력의 원천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지역의 생산 및 수요조건은 경쟁

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서 전통적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혁신을 창출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인프라, 수요의 크기와 질, 풍부한 노동력 등

을 포함한다. 산업·경제적 요소 역시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데 특

히 고부가가치 업종과 산업구조, 집적경제와 관련된 요소들은 지식기반

시대에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지역 제도와 문화,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사회적 요소는 거래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지식의 창출과 축적

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또한 지역의 경제주체로서 경쟁력 있는 기업

의 존재는 지역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선

도 기업 또는 기업 본사는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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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의 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의

풀, R&D, 로컬지식의 축적도, 혁신인프라 역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원

천이 된다. 이 외에도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자원의 존재, 근무환경의 쾌

적성, 지역 내 경영활동 및 혁신역량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역시 경쟁력

을 형성하는 주요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분 내용 출처

생산 및
수요조건

� 전통적 생산요소: 노동·토지·자본
� 접근성: 교통·통신·네트워크 인프라
� 수요의 크기와 질
� 국제시장에 대한 경쟁우위, 전망
� 노동력의 양과 질

Begg(1999), Lengyel(2004),
Martin(2003), Porter(1990),
Snieska & Bruneckiene(2009)

산업경제
요소

� 산업구조, 산업집중도와 다양성
� 집적경제: 도시화/지역화 경제
� 전후방연관 및 지원 산업
� 고부가가치업종의 비중
�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과 지역 착근

Lengyel(2004), Martin(2005),
Porter(1990)

사회요소

� 지역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
� 지식 수용성·다양성·개방성·역동성
� 경쟁·협력·기업가정신
� 시민사회, 분쟁조정능력

Aura & Harmaakorpi(2008),
Begg(1999), Boschma(2004),
Camagni(2002), Kitson et
al.(2004), Martin(2003)

기업요소
� 선도 기업, 본사의 입지
� 기업단위의 국제시장 경쟁우위
� 의사결정권, 업종, 혁신성

Begg(1999), Fratesi(2010),
Snieska & Bruneckiene(2009)

혁신요소

� 고급인력 풀과 숙련도
� 혁신학습역량: R&D, 지적자산투자
� 네트워크 구조와 기회
� 로컬지식의 축적도
� 혁신인프라: 대학, 연구소

Aura & Harmaakorpi(2008),
Begg(1999), Boschma(2004),
Camagni(2002), Fratesi(2010),

Kitson et al.(2004),
Martin(2003), 김정홍 외(2010)

지역요소
� 지역 정체성 및 지역자원
� 안전, 경관, 주거의 쾌적성
� 기업 및 인력의 유인력

Camagni(2002), Lengyel(2004),
Martin(2005), 김정홍 외(2010)

공공부문

�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 혁신·경쟁·협력 장려정책
� 적절한 인센티브와 규제
� 공공인프라 및 사회서비스 공급

Fratesi(2010), Porter(1990),
김정홍 외(2010)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요약·정리함,

[표 2-1] 경쟁력의 형성요소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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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는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쟁

력이 원천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둔다(Budd & Hirmis, 2004: 1016-1017,

Gardiner, 2004: 4). 이는 경쟁력은 거시적 환경, 기업의 특성, 경영환경,

혁신역량 등 무수히 많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이를 정의

하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BÉKÉS, 2015: 12-13; Gardiner et al.,

2004: 6-7). 특히,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개념은 생산성이다.

Krugman(1994)은 국가 간 경쟁은 제로섬 방식의 기업단위와 본질적으

로 다르며, 부주의한 측정에 의한 편협한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

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Krugman, 1994: 28-39).

또한 Porter(1990) 역시 경쟁력은 광범위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원천을 정의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높고 증가하는 생활수준을 제공하

는 능력은 생산성에 달려있음을 주장하였다(Porter, 2008: 175-178). 특

히, 노동생산성은 지역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Gardiner et al., 2004: 6). 하지만 생산성은

고용과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성과 고용은 지역의 1인당

GDP 변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5), 만약 생산성의 향상이

대량해고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궁극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Gardiner et al. 2004: 6-7).

경쟁력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egg(1999)는 경쟁력을 지닌 도시에 나타나는 생

산성과 고용향상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경쟁력을 설명하는 모

델을 제시하였다(Begg, 1999: 801-804). 또한 Lengyel(2004)은 지역경쟁

력을 목표에서 수단에 이르는 피라미드 모형으로 설명하였으며, 단기적

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경쟁력의 결과로서 경쟁력의 생산성과 고용을

측정지표로 이용하였다(Lengyel, 2004: 10-15)(그림 2-3 참조). 또한

Martin(2005)과 Kitson et al.(2004) 역시 경쟁력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을 설명하였다.

5) 지역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1인당 GDP를 생산성, 노동시간, 고용률, 경제활동인

구비율의 곱으로 표현하였을 때, 생산성과 고용률이 1인당 GDP의 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음(Gardiner et al., 20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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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생활수준의 향상

지역 퍼포먼스
GDP

노동 생산성 고용률

연구 및
기술개발

인프라 및
인적자본

외국인
직접투자

중소기업
제도,

사회적 자본

경제구조 혁신 활동

사회구조

지역 접근성 노동기술력

의사결정 중심 환경 지역 정체성

목표

경쟁력의 결과
(Basic Categoris)

발전 요소(정책요소)

성공요인

출처: Lengyel, I.(2004), p.12.

[그림 2-3] 지역 경쟁력의 피라미드 모델

한편, 국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경쟁력의 논

의들이 반영되고 있다. [표 2-2]는 선행연구에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생산요소는 노후산업단

지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의

가용성, 생산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인프라, 노동력 풀을 포함한

다.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산업구조, 집적경제, 생산·수출 등 경제적 성과

를 포함한 산업·경제적 요인 역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이용된다. 이 외

에 혁신 인프라를 포함한 혁신요소와 기업단위의 경쟁력, 각종 공공시설

을 포함한 어메니티 요소 역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

이 된다. 이와 같은 측정 기준들은 경쟁력을 형성하는 원천의 일부를 형

성하고 있다.

하지만 Krugman(199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쟁력을 측정 자체가 지

닌 한계로 인해 정량화가 가능한 일부 부문들에 한정되며, 경쟁력을 둘

러싼 복합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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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으로서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수요의 크기와 질, 사회적

요소, 지역적 요소, 공공 부문에 대한 반영이 어려우며, 각 지표들 사이

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경

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결과와 원천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의 평가는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혼용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내용 출처

생산요소

� 토지의 가용성: 가용 토지, 지가,
분양가, 산업시설용지 면적

� 생산 인프라: 물리적 기반시설,
생산시설(건물의 노후화 등), 교
통인프라(도로, 주차장 등)

� 노동력 풀: 인구, 생산가능인구

박병호 외(2009), 이성룡 외(2016),
장철순·김주훈(2017), 장철순
외(2011), 진정규·허재완(2014),

허문구 외(2012)

산업경제

� 집적경제(지역화/규모)
� 경제적 성과: 생산·수출액
� 산업구조적 요인
� 생산성(토지/노동)

박병호 외(2009), 이성룡 외(2016),
장철순·김주훈(2017),
진정규·허재완(2014),
허문구 외(2012)

혁신요소

� 연구기반: R&D 투자, 특허출원,
정부출현연구소

� 인적자본, 고급인력
� 지식·기술 숙련도

이성룡 외(2016)
장철순·김주훈(2017),
허문구 외(2012)

기업요소

� 선도업체 및 대기업의 존재
� 기업의 경쟁력: 임차업체·영세업
체·수출업체·첨단업체의 입주

� 입주기업 활력도: 가동률·생산
성·고용성장

이성룡 외(2016),
장철순·김주훈(2017)

지역요소
� 어메니티 요소: 공원·녹지, 지원·
복지·문화시설, 기타 공공시설

이성룡 외(2016),
장철순·김주훈(2017), 허문구(2012)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요약·정리함

[표 2-2]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측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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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1) 노후산업단지의 쇠퇴와 관련된 논의들

(1) 산업지역 쇠퇴와 관련된 논의들

산업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동성을 상실하며, 경쟁력의 약화가 진

행된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오래된 산업지역의 쇠퇴가 발생하였으

며, 쇠퇴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

여 초창기 연구자들은 지역성장이론을 통해 오래된 산업지역의 쇠퇴를

설명하였다. Boschma & Lambooy(1999b)와 Steiner(1985)에 따르면, 산

업지역의 쇠퇴는 구조(Structure), 수출기반모형(Export Base Model), 누

적적 인과모형(Cumulative Causation Model), 제품주기가설(Product

Cycle Hypothesis) 등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구조적인 측

면에서 오래된 산업지역의 쇠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쇠퇴 산업의 집

중에 의해 설명된다(Steiner, 1985: 388-389). 둘째, 외생부문을 강조하는

수출기반모형에서는 지역외부로의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를 산업지

역의 쇠퇴의 핵심요인으로 본다. 셋째, Myrdal(1957)의 누적적 인과관계

모델에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오히려 지역 간 성장률의 격차

를 증가시키며, 산업지역의 성장률을 변화시키는 특정 매개변수의 변화

로 인해 쇠퇴가 발생한다면 승수효과로 인해 쇠퇴는 누적적으로 강화되

고 내부공급성장이 정체되게 된다(Boschma & Lambooy, 1999b: 4-5;

Steiner, 1985: 390-392). 넷째,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제품주기가설에서

는 산업지역의 제품주기가 혁신의 매커니즘이 차단된 마지막 단계에 이

르면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을 선호하고, 요소비용이 낮은 곳으로 기업을

이전시켜 쇠퇴가 이루어지게 된다(Boschma & Lambooy, 1999b: 5-6).

한편, 산업지역의 쇠퇴와 관련된 지역성장이론의 논의는 복잡해진 세

계화 시대의 지역경제현상과 노후산업지역의 쇠퇴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Boschma & Lambooy(1999)와 Steiner(1985)는 공통적



- 25 -

으로 기존 지역성장이론의 접근방식이 산업지역의 역동성 부족에 대해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지역 쇠퇴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Boschma & Lambooy, 1999b: 4-6; Steiner,

1999: 394-396). 먼저, 구조적 접근은 성장이 쇠퇴로 전환되는 과정을 간

과하지 않지만 이는 국가성장률의 지역편차 발생에 대한 사후 합리화로

서 인과관계로 볼 수 없으며, 어떤 구조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

해 규범적으로 접근하지만 해당 구조-성장 사이에 대한 강한 인과간계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Steiner, 1999: 395). 둘째, 수출기반모형

과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에서 쇠퇴하는 산업지역은 수출기반이 작거나

부적절한 상황의 지역으로 여겨지지만 수출부문을 어떻게 정의하며, 왜

해당 부문의 수출 능력이 상실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Steiner, 1999: 395). 셋째, 내생적 공급요인이 반영된 제품주기가설의 경

우 요소비용이 낮은 곳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현상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제품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선도 지역으로서 우

위를 창출하는 성공사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Boschma & Lambooy, 1999b: 5-6). 하지만 지역성장이론이 산업지역의

쇠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역성장이론들

이 주로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Boschma & Lambooy, 1999a: 394). 따라서 산업지역의 쇠퇴에 대

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며, 구체적인 대응정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인다.

(2) 클러스터 쇠퇴와 관련된 논의들

1990년대 이후에는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산업지역의 쇠퇴를 설명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클러스터 쇠퇴와 관련한 초기

논의는 Porter(1990)에서 찾을 수 있다. Porter(1990)는 다이아몬드 모형

을 제시할 당시 요소조건의 약화, 지역수요와 세계수요의 미스매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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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정교함 상실, 기술변화에 대한 유연성 상실로 인하여 집적경제를

형성한 클러스터에서도 쇠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클

러스터의 쇠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쇠퇴가 경험적으로 관찰된

이후이다. 특히, 독일의 Ruhr와 미국의 Route 128과 같이 클러스터 이론

에 따라 집적경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할 지역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필수적인 시장과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례는 클

러스터의 쇠퇴와 관련한 논의를 증가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Grabher, 1993: 256-260).

클러스터의 쇠퇴 관련 논의들은 집적경제가 집적불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특히 클러스터의 형성에서 쇠퇴에 이르는 진화적인 관

점으로 쇠퇴를 설명한다. 특히, 과거 산업지역의 쇠퇴가 지리적 집적과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태성을 지닌 것과 달리 클러스터의 시너지를 창

출하는 핵심동력인 네트워크와 지역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쇠퇴를 동태적

으로 설명한다는 특징을 지닌다(Hassink, 1997: 6-8, Underthun et al.,

2014: 122). Hassink(1997)는 클러스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 초기의

전문화되고 잘 갖추어진 인프라, 조밀한 네트워크, 정책적 지원, 산업문

화와 분위기 등의 이점이 불이익으로 전환되는 진화과정을 가진다고 주

장한 바 있다(Hassink, 1997: 4). 클러스터의 쇠퇴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진화적인 관점에 주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클러스터의 쇠퇴의 핵

심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경로를 만들

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현실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제도

와 네트워크 측면에서 클러스터의 쇠퇴를 바라본다는 점에 있다

(Boschma & Frenken, 2003: 195-197; Trippl & Otto, 2009: 1217).

클러스터의 쇠퇴는 클러스터의 형성과 성장의 요소의 문제로부터 발

생한다. Capello(1999)는 산업집적지가 지리적 근접성의 상황에서 연계와

혁신의 시너지를 통해 집단학습역량을 혁신환경지구로 성장하는 과정과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역방향으로서의 쇠퇴 가능

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클러스터의 혁신프로세스는 안정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사이의 연계로 인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은 지속되며 혁신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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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지식의 동질성은 좁고 특수한 경로

를 형성하여 덜 경쟁적인 기술궤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고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Capello, 1999: 357-359). 또한

공간적 진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클러스터의 쇠퇴와 관련한 토대를

마련한 Boschma & Frenken(2003)은 클러스터의 성장은 스핀오프의 역

학과 집적경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역 내 지식 축적은 자기강화 과정

을 통해 탈출하기 어려운 고유한 발전경로를 형성하고 침체 이후에 구조

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Boschma & Frenken, 2003: 186-195).

Martin & Sunley(2011)은 적응주기모델을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성장

과 쇠퇴의 과정을 설명하였다(그림 2-4 참조). 이때,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은 핵심자원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성

요소의 연결 정도가 증가하고 지역에 기반을 두는 기업과 기관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상호의존성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고,

과도한 전문화와 분업화가 발생하면 클러스터의 회복력이 약화되어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능력이 감소한다. 이때, 대외적 충격이 발생하면 클러스

터의 해체(release) 단계로 이동하여 폐업, 투자 중단, 성장정체가 이루어

고 클러스터의 쇠퇴, 축소가 이루어진다. 클러스터의 해체 이후 클러스터

는 다음의 3가지 경로를 지닌다(Martin & Sunley, 2011: 1306-1312).

� 쇠퇴 이후에 새로운 부문의 클러스터가 나타나지 않고 기존의 클러스

터가 사라지는 경우(경로 A)

� 살아남은 회사를 중심으로 제품/생산성 혁신향상으로 구조조정에 성

공하는 것(새로운 알파단계 진입: B)

� 남은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로 대체되어 다른 유형의 전문

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는 경우(경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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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

적응력

연결성

재조직화
재구조화

개발과 성장 쇠퇴, 해체유지, 보전 재조직화
재구조화

적응주기 단계

출처: Martin, R. and Sunley, P.(2011), p.1307.

[그림 2-4] 적응주기단계에 따른 클러스터의 진화 모델

또한 Martin & Sunley(2011)은 적응주기모델을 발전시켜 6개의 진화

궤적을 지니는 클러스터의 진화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5 참조). 해당

모델에서 각 클러스터는 차별화된 이력과 발전궤적을 지닐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적응과 변이를 발생시키거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쇠퇴 주기

로 넘어가지 않는 안정화의 궤적이 존재한다. 또한 클러스터의 안정화

단계 이후에는 세 가지 대조적인 발전궤적이 존재한다. 특히 물리적으로

발전경로의 재배치에 성공할지라도 민간투자의 유치 실패와 네트워크 형

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패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Martin &

Sunley, 2011: 1312-1315).

� 안정화단계 이후 회복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쇠퇴 발생 전 구조조정

에 성공하여 새로운 알파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 쇠퇴단계로 진입하여 과도한 상호연결과 락-인으로 인해 클러스터의

소멸단계로 진입하는 경우

� 쇠퇴단계에 진입하지만 락-인 문제를 극복하여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새로운 알파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 29 -

클러스터
출현/갱신/대체

클러스터

실패

클러스터
성장

클러스터의 변이

클러스터 소멸

클러스터 쇠퇴

클러스터 안정화

클러스터 성숙

클러스터 재배치

출처: Martin. R. and Sunley, P.(2011), p.1312.

[그림 2-5] 수정된 클러스터의 적응주기 진화 모델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오래된 산업지역의 쇠퇴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오래된 산업지역은 쇠퇴가

발생하지만 전통적 지역성장이론과 달리 쇠퇴 이후에 구조조정의 가능성

을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지역의 쇠퇴 이후

발전경로를 성공적으로 재배치한다면 새로운 발전경로를 형성할 수 있

다. 둘째, 클러스터의 형성에서 쇠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경로의존적

이고 지역별로 특수성을 지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네트워크는

발전경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쇠

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구체적인 네트워크 특성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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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산업단지 쇠퇴의 고착화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오래된 산업지역은 생산성과 고용 약화 문제를

겪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쇠퇴가 고착화된다는 데에 있다. 진화경제학

에서는 산업지역 쇠퇴의 고착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지역 내 축적

된 제도와 고착화된 네트워크 구조에 주목한다. 현재, 산업지역 쇠퇴의

고착화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발전단계를 식별하거나

발전단계별 현상을 파악하는 수준이지만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소를 탐

색하고,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Ketels, 2003: 11-12).

한편, 국내 노후산업단지 쇠퇴의 고착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클러스터 기반 정책이 동일한 처방 또는 나

누어 주기식의 특화 전략으로 인해 비효율성과과 회복력 부족, 지역통합

성 부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산업단지의 진화와 회복력과 관련된 논의

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남기범(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에 있어 산업지구의 발전경로에 따른 회복력의 변화와 고

착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남기범, 2016: 766-774). 또한 이종호·이

철우(2016), 정준호(2016) 역시 대안적 지역산업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

의 진화과정과 발전경로의 창출, 지역특수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산업지역 쇠퇴의 고착화는 주로 경로의존성과 락-인(lock-in)의 개념

을 통해 설명된다. 특히 락-인은 Grabher(1993)가 산업지역의 혁신성의

부족과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형성하는 요소로 강조된 이후에 활발히 논

의되고 있다(Hassink, 2010: 450-451). Grabher(1993)에 따르면, 오래된

산업지역의 쇠퇴는 특정 경제적 상황에서 적응하는 능력과 관련되는데,

만약 지역 내 혁신이 제품보다 생산 공정에 치우치거나 다양성이 적고

특정기업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한 경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착화하고 발전 경로를 강화하여 적응능력이 감소하게 된다(Grabher,

1993: 26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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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

경로의존성은 진화경제학에서 산업지역의 쇠퇴를 고착화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과거의 경로가 미래의 발전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Hassink, 2010: 451). 지역의 발전경로는 특정 행위자들의 자발적 선

택 경로가 다른 행위자들의 반복적 사용과 피드백을 통해 형성되며, 자

기강화 프로세스로 인해 외부적 요인 없이는 탈출하기 어려운 평형 또는

고착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Greco & Di Fabbio, 2014: 414). 클러스터

의 쇠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집적과 집단학습을 통한 지역 내 지식 축

적이 기존의 경로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식, 기술, 시장, 공급자, 네트

워크가 동질화되고 구조조정 및 새로운 발전경로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

는 현상을 의미한다(Boschma & Rambooy, 1999b: 8-9).

경로의존성은 크게 기술적 측면, 산업입지 측면, 조직 행태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먼저, 기술적으로는 현재 기술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있음

에도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산업입지 측면에서는

지역 내 대규모 투자, 학습과 협력방식에 있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

을 의미하며, 조직적 경로의존성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추구하는 기

업의 행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로의존성은 기술적인 분야에만 국한되

지 않으며,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클러스터의 역사적이고

장소특수적인 측면이 강조된다(Greco & Di Fabbio, 2014: 415-416).

(2) 락-인(lock-in)

락-인(lock-in)은 클러스터의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집약의 부정적인

결과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서, 역동성 상실의 원인에 초점을 두

고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Hassink,

2010: 451). 락-인은 지역 내 상호 연관된 고착화 요소의 집합으로서, 지

역의 내부 및 외부주체들 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의 변화와 구조조

정을 방해하고 기존경로를 강화한다(Underthun et al., 201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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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적 지영성장과정에서 경쟁력 약화는 부정적인 락-인이 형성

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성장초기에 경로의존성을 형성하는 락-인은 이

익을 형성하는 산업 확장과 전문화를 통해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외부효

과를 나타내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산업이 성숙단

계에 이르면 고착화된 관행과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 혁신역량이 감소하

고 역동성을 상실하는 부정적인 락-인이 형성되면서 경제적 침체로 이

어진다(Martin & Sunley, 2006: 415-416)(그림 2-6 참조).

Grabher(1993)는 독일서부의 대표적인 산업지구인 Ruhr의 쇠퇴를 분

석하면서 고착화의 대상에 따라 기능적, 인지적, 정치적 락-인으로 구분

하였으며, 산업지역의 쇠퇴 원인을 분석하는 틀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때, 기능적 락-인(functional lock-in)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업들 사이

에 형성된 위계구조를 의미하며, 인지적 락-인(cognitive lock-in)은 지역

커뮤니티 내 산업생산과 관련하여 형성된 동일한 인식적 풀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적 락-인(political lock-in)은 지역 내 경제, 사회, 정치적 주체

들이 기존의 생산모델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Greco & Di Fabbio, 2014: 415)(표 2-3 참조).

부정적인 락-인효과
(‘Negative lock-in’)

긍정적인 락-인효과
(‘Positive lock-in’)

주체간 ‘강한 연계’의 약점
(The ‘weakness of strong ties’)

주체간 ‘강한 연계’의 강점
(The ‘strenghthof strong ties’)

부정적 외부효과(-):
강한 연계와 착근성에 의한 경직성
à 혁신창출 장애물 형성 경제적 침체를 유발

긍정적 외부효과(+):
착근성 및 내부연계성의 증가
à 수익증대와 경제적 성과을 향상

지역의 경제적 성과

시간

출처: Martin, R. & Sunley, P.(2006), p.416.

[그림 2-6] 경로의존적 지역성장과정에서 부정적 락-인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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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능적 락-인
(functional
lock-in)

- 오랜 기간에 걸쳐 기업들 사이에 형성된 위계구조
- 대안적 네트워크 형성 및 재배치를 방해
- 혁신창출의 의지와 필요성을 제한

인지적 락-인
(cognitive
lock-in)

- 지역 내 산업생산과 관련하여 지역주체들에게 형성된 동일한
인식적 풀로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

- 새로운 상상력을 방해하고 인식을 동질화

정치적 락-인
(political
lock-in)

- 지역 내 경제, 사회, 정치주체들이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생산모델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

- 민간-공공의 공생관계는 새로운 발전대안 제시를 방해

참조: Greco, L. and Di Fabbio, M.(2014), Underthun, A. et al.,(2014).

[표 2-3]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세 가지 유형의 락-인

한편, Hassink(2010)는 락-인을 형성하는 영향요인에 대해 경제-구조

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경제-구조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지역 내 특정부문에 지나치게 전문화6)가 이루어지거나 과

도한 자본집약적인 구조를 지닌 경우, 신규업체의 진출입 장벽이 강하게

형성된 경우, 평균 이상의 시장을 과점하는 경우,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 구조조정이 방해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반면 정치-제도

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정책 입안자, 산업 지도자, 노조, 산업협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특정 산업에 중심을 두면서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

는 경우, 지역 정책가가 해당 지역의 산업 정책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정치시스템을 가진 경우, 상급 기관이 주요 산업에 편중된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락-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Hassink,

2010: 455).

6) Hassink(2010)는 지역 내에 제조업 고용의 30%를 초과한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를 지나친 전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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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산업단지의 구조조정

1) 산업지역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의들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이 필

요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 제도와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래된 산업지역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은 미개발지에 새롭게 조성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재원과 에너지

가 소모된다. 따라서 오래된 산업지역의 구조조정은 이를 방해하는 장애

물인 락-인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락-인은 클러스터의 쇠퇴를 고착화시켜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핵심

적인 요소가 된다. Hassink(2010)은 지역의 경제-구조적 요인과 정치-제

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락-인은 구조조정을 방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Hassink, 2010:

454-455). 이는 오래된 산업지역의 쇠퇴에 대한 처방은 구조조정을 방해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처방을 내림으로서 변화를

이끄는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2-7 참조).

조정 또는 갱신
(Adjustment or Renewal)

경제-구조적 영향요인 정치-제도적 영향요인지역적 락-인

출처: Hassink, R.(2010), p.454.

[그림 2-7] 지역 내 락-인 형성과 구조조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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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산업지역의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슘페터의

논의에 주목한다. 슘페터는 혁신의 진화적인 잠재력과 지속적인 기술, 상

품, 공급차원의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의 두 가지 유형을 제

시하였다. 첫째는 경로 없는 혁신으로서 깊은 구조조정이며, 둘째는 기존

기업 중심의 경로의존적 혁신으로서 적응이다(Boschma & Lambooy,

1999a: 395). 이는 지식기반시대에 산업지역의 쇠퇴 문제에 대한 구조조

정의 방향으로서 조정(adjustment)과 갱신(renewal)을 의미한다.

조정은 점진적 프로세스로서 비용절감(대량생산, 기계화, 효율성 향상)

과 모방(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의 모방을 통한 점유율 향상)의 형태

로 나타난다. 반면, 갱신은 급진적인 혁신으로서 기업이 기존의 경로와

관련 없는 방향으로 기존 역량과 자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다각화

전략의 형태로 나타나며, 혁신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

(Hassink, 2010: 452-453; Underthun et al., 2014: 122-123). 하지만 구조

조정의 두 경로의 구분은 명확하거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클러스터에

따라 두 스펙트럼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혹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Underthun et al., 2014: 123)(그림 2-8 참조).

발전 시나리오

조정(Adjustment) 갱신(Renewal)

지역수준
(산단)

기업수준

분석
수준

소극적(점진적) 적극적(급진적)

적응 적응력

모방
다각화

혁신비용절감

재조직화의 매커니즘

기업 전략

변화

출처: Underthun, A. et al.(2014), p.123.

[그림 2-8] 성숙한 클러스터의 구조조정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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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pl & Otto(2009)는 클러스터의 구조조정의 유형을 점진적, 다각

화, 급진적 변화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표 2-4 참조)7). 먼저, 점진적

변화는 기존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개발궤적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내부의 선도 기업(대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역할이 강

조되는데 기업 분할, 민영화, 혁신 관련 활동(R&D) 증대 등 조직 혁신

및 관리가 중요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문화적 구조 변화와

네트워크 구조 변화를 통한 지역제도의 잊어버리기 전략(institutional

unlearning)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위계적 네트워크 또는 과거의 정책

흐름의 타파가 필요하다. 둘째, 다각화는 전통적인 클러스터와 더불어 새

로운 산업분야의 클러스터가 출현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경제 기반을 넓

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각화 전략이 지역경제에 편입되거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오랜 기간 전문화된 분야의 연구

/교육기관을 새롭게 재배치하거나 새로운 클러스터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관계 및 제도적 구조

의 관성을 깨고 협조적인 태도로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

해 혁신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촉진자적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급진적 변화는 하이테크(첨단) 클러스터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구축된 과학기반, 숙련노동력, 강한 수

요조건의 지역자산을 요구하며, 주로 새로운 회사설립에 의해 이루어진

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은 지식기반구조로서 과학지식 베이스 창출, 개발,

교육/훈련 시스템, 전문화된 지원이 필수적이며, 우수한 연구기관, 교육

기관, 학술센터, 교육/기업 기관, 기술홍보기관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자극하는 보조

금, 인센티브 등의 전통적인 수단보다는 지식기반시설의 투자, 위험자본

에 대한 가용성 확보, 기업가 정신/지식연계 촉진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7) Trippl & Otto(2009)도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의 구조조정의 각

유형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37 -

구분
점진적 변화

(혁신기반 조정, 향상)
다각화

(기존산업내새로운클러스터)
급진적 변화

(지식집약 클러스터로 재편)

기업
차원

� 내부 대기업의 혁신
지향 구조조정

� 새로운 지식소스로
외부기업 활용

� 혁신적인 외부기업을
새로운 개발방향의 촉
매재로 이용

� 내생기업의 다양화

� 신설되는 소기업을
변화의 핵심주체화

� 대규모의 내부/외부
기업 지원

지식인프
라 차원

� 전통적 산업의
현대화에 초점

� 신기술의 연결

� 구산업/기술의 과도
한 전문화 타파

� 새로운 산업의 요구
사항 초점

�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 중점

� 고등교육기관/사이언
스파크/학술적으로
분리된 센터

네트워크/
기관 차원

� 고착된 관계 타파
� 기존 관계 재구성

� 새로운 공급자
네트워크 형성

� 새로운 클러스터와
혁신의 연계 형성

� 새로운 첨단지역지식-
대학-산업간 연계

� 해외 네트워크 진입

정책적
차원

� 내생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지원

� 새로운 지식인프라
적응 지원

� 신 성장동맹 형성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로 편입

� 지식기반구조 재구성
� 혁신네트워크 촉진

� 기업가정신 촉진
� 지식인프라 변혁 지원
� 로컬/글로벌 지식의
연계 강화

출처: Trippl, M. and Otto, A.(2009), p.1223.

[표 2-4] 클러스터 기반 구조조정의 세 가지 유형

한편, 성숙한 클러스터의 구조조정의 두 전략 중에서 연구자들이 주목

하는 것은 혁신과 다각화로 대표되는 갱신이다. 갱신은 주로 지식집약적,

하이테크산업으로의 급진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신규기업의 설

립과 성공에 의존한다(Trippl & Otto, 2009: 1219). 여기서 다각화는 관

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관련부문의 다각화

(Related diversification)는 부문 내에서 관련된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

여 지역지식의 스필오버를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반면, 비관련

부문의 다각화(unrelated diversification)는 지역 내 이미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부문을 개발하는 것으로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는 적응력의 의미를 지니는데, 새로운 부문이 기존산업을

보완한다면 지역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한편, 다각화가 지역경제 구조조정

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경제의 상황은 예상보다 더욱 복잡

하며 따라서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은 실제 클러스터의 다양한 네트워크

와 상호연관성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Hassink, 2010: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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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클러스터를 포함한 오래된 산업지역의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숙한 클러스터의 발전은 특정부

문의 전문화를 통한 집적경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의 구조는 제도적, 공간적 구조뿐만 아니라 노조, 거버넌스, 사회집

단구성, 경제기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포괄적인 쇠퇴를 발생시키기 때문

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재생의 시작은 건물과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측

면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실업해소와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관리주체들 사

이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발하여 새로운 경쟁요소를 탐색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Boschma & Lambooy, 1999b: 19-20). 이는 노후산업단

지의 구조조정 역시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의 개선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

을 포괄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내 노후산업단지와 관련된 정책

국내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노후화와 관련된 논의는 1990년대 후

반 시작되었으며,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관련 제도가 정

비된 2000년대 이후이다(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 2015: 18). 특히, 1990년

대 말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세계화와 산업구조 변화는 국가경제의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노후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을 고조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국토연구원, 2007: 1-2).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왔으며, 관련 사

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와 관련한 정책은 관련 법률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개별법으로서 「산업입지법」에 의한 재생사업과

「산업집적법」에 의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으며, 노후산업단지와 관련

한 특별법으로서 「노후거점산단법」에 의한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다.

각 정책별 주요 내용은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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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단지 재생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근거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노후거점산단법

주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

사업
정의

� 산업입지기능 발전
� 기반시설·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개량

� 입주업종고부가가치화
� 기업지원서비스강화,
� 공공시설개선을 통한기
업체유치·경쟁력강화

� 입주업종고부가가치화
� 기업지원서비스의강화
� 공공시설의개선을통한산
업단지기능/경쟁력강화

시행
방법

� 산단전면/부분 재개발또
는면적 50%이내주변지
역개발(공장이전수반)

� 단지 전면의 포괄적 용
도변경·토지수용 수반

� 단지면적의 10% 이내소
규모필지단위지구지정

� 시설설치를 위한 제한
적 용도변경·협의 매수

� 기존공장 융복합화, 유
휴부지 활용

� 관할지자체대상공모를통
하여사업지구지정

� 개별법령을 적용하되 각종
규제완화및특례포함

� 사업면적을단지30%이내
로완화, 입주업종규제완화

재원
조달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사업 시행자
(기반시설 대규모 국고지원)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투자 등

(R&D 인프라, 공공시설
국고지원)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투자등

(국고지원확대: 휴폐업용지매입,
지식산업센터및임대주택설립)

주요
내용

�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 대규모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

� 입주업종 첨단·고부가
가치화(R&D·문화·복지·
교통·편의시설 확충)

� 기반시설 확충
� 산업집적·연구기반 구축
�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 환경 개선

대상
단지

� 시범지구 지정(2009):
(대전1·2, 대구도심, 전
주1,부산사상)

� 시범단지(2009): 반월시
화, 남동, 구미, 익산

� 확산단지(2013): 주안·부
평, 창원, 군산1·2, 대불,
서울디지털

� 재생·구조고도화 사업
단지와 연계하여 공동/
혁신/재생단지 지정

� 2015년 기준 25개 단지

출처: 김영수 외(2014)와 해당 법률을 이용하여 요약·정리하였음.

[표 2-5] 노후산업단지 관련 제도

(1) 산업단지 재생

산업단지 재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

반시설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하였으며, 2007년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와 2009년 「산업입지법」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평가

를 통해 대전1·2, 대구도심, 전주1, 부산사상 등 4개 산업단지가 시범사

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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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주로 노후산업단지의 물리적

인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다. 「산업입지법」제 2조에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재상 사업은 재생계

획에 의거하여 전면 또는 부분 재개발 또는 주변지역 개발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사업의 시행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

나 2015년의 법 개정 이후에는 재정비, 수용, 환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산업입지법 제 39조).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산업단지의 재생

정책이 지닌 한계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문제점은 [표 2-6]과 같다. 먼저,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 문제는

산업단지 재생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강호제, 2009: 54; 김영수

외, 2014: 20-21, 신기동 외, 2013: 7, 장철순 외, 2015: 16-19). 재생사업

은 각종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에 초점을 두고 물리적인 재정비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에 대

한 비용의 50%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민간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

지만 수익구조 및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

다. 더욱이,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의지와 동

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산업단지 재생은 포괄적인 용도변경 및 수용을 동반하는 대규모

마스터플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과 유사한 형태로 추

진되며, 공급자 중심의 성격을 지닌다(김군수 외, 2009: 19; 신기동 외,

2013: 15; 최정석, 2011: 251-252). 따라서 재생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 노후산업단지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여건의 반영이 어렵다.

특히, 산업단지는 조성시기, 목적,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미 다수의 업체가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산업단

지의 개발과 같은 방식의 사업 추진은 성공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산업단지의 재생과 관련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이의 역할

분담 체계 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이현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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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장철순 외, 2015: 16; 김대근·강명구, 2011: 112-113). 산업단지 재생

은 중앙정부, 토지소유자, 지자체, 입주업체, 지역주민 등 수많은 이해관

계자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의 입장 조율과 합

의 및 역할분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각 주체별 역할이 불분

명할 뿐만 아니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의 재생은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의 조업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업체들을 위한 대체 이전지 또는

임시 조업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와

재원의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성을 약화시켜 재생 사업의 추진을 방해한다(강호제, 2009: 51; 최정석,

2011: 256).

구분 내용 출처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 대규모 물리적 측면의 재정비를 위해 막대
한 재원이 필요

�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재원의 마련
을 위한 민간자본의 투입이 불가

강호제(2009), 김영수
외(2014), 신기동 외(2013),
장철순 외(2015)

산단별
특수성 반영
불가

� 물리적 차원의 재정비 형태의 사업 특성상
공급자 중심의 성격을 나타냄

� 각 산업단지의 이질성의 반영과 내생적 발
전의 도모가 어려움

신기동 외(2013),
최정석(2011)

사업추진의
역할분담체
계 미비

� 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 중앙정부, 지자체,
입주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역할분담 및 입장
조율을 위한 제도적 체계 미비

김대근·강명구(2011)
이현주(2012),
장철순 외(2015)

업체들의
조업활동
보장 어려움

� 신규 산단 개발과 달리 재생사업 기간에 입
주업체들의 조업활동 보장대책마련이 필요

� 대체 이전지, 임시조업시설 확보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가중되어 사업추진을 방해

강호제(2009),
최정석(2011)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표 2-6] 노후산업단지 재생 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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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1990년대 말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

추어 산업단지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

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리모

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통하여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시범단지가 지정되었으며, 2010년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체계가 정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조고도화는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재생 사업과 달리 산업단

지의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산업집적법」 제 2조에 의하면, 구조고

도화는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

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

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복합집적

화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환경업종 집적화, 산학융합지구조성, 문

화·교육·편의시설 확충,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동반하는 재개발 방식의

재생 사업과 달리 단지 면적의 10% 이내의 소규모 필지단위에서 제한적

인 용도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리 측면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 용이하며,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지닌다(김영수 외, 2014: 20). 또한 입주업체들의 조업활

동을 보장의 부담이 적으며, 사업의 위험성 역시 재생사업에 비해 크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남기범 외, 2017: 16).

하지만 구조고도화 관련 사업 역시 재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한계점을 지닌다(표 2-7 참조). 먼저, 구조고도화는 공공성 확보와 기반

시설 개선 효과 부족 문제를 지닌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재원

은 정부지출보다 민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후기반시설, R&D 인프라

등 비수익, 공공시설의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강호제, 2009: 54; 고석찬,

2010: 89; 김재열 외, 2013: 68; 하권찬, 2012: 196). 둘째, 지역 또는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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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구조고도

화 사업 역시 공급자 중심의 성격을 지녀 산업단지의 특성의 반영이 어

려우며, 특히 혁신클러스터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사업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변경희·이철우, 2016: 25; 하권찬, 2012:

193). 셋째, 거버넌스 체계 형성의 어려움 역시 구조고도화 사업의 한계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에 대한 기준과

역할 분담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김영수 외, 2014: 23; 변경희·이철수, 2016: 25, 하권찬, 2012: 194). 마지

막으로 재생 사업과의 중복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

과 시행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많은 부분은 물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재생사업과 중복된다. 따라서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

해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김영수 외, 2014: 24; 김군수 외, 2009: 29).

구분 내용 출처

기반시설
개선효과
부족

� 사업재원 중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
분을 차지하며, 공공성 확보가 어려움

�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며, 정부지원이 부족

� 노후기반시설, R&D 인프라, 문화복지시설 등 비
수익, 공공 부문의 개선에 한계

강호제(2009:),
고석찬(2010),
김재열 외(2013),
하권찬(2012),

지역성,
특수성
고려
어려움

� 공급자 중심의 계획과 집행으로 지역·산업단지
별 특성 반영이 어려움

� 산업단지 발전단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혁
신클러스터에 편중

�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구조, 업종 등 제반여건
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

변경희·이철우(2016),
하권찬(2012)

거버넌스
체계
형성의
어려움

� 관리주체, 시행자, 입주업체 등 주체들 사이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미비

� 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산-학-연 파트
너십 구축 체계에 대한 기준 미비

�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체계의 비효율성과
일관적인 추진에 어려움

김영수 외(2014),
변경희·이철수(2016),
하권찬, 2012)

재생사업과
의 중복성

� 사업내용의 많은 부분은 물리적인 재정비를 포
함하며, 재생사업과 중복됨

�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투자는 사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킴

김군수 외(2009),
김영수 외(2014)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음.

[표 2-7]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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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협업과 역할분

담을 통해 효율적인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범 부처별 사업

이다. 경쟁력 강화 사업의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은 두 부처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되, 각 사업의 시행은 해당 부처별 역할분

담을 통해 이루어진다(그림 2-9 참조). 경쟁력 강화 사업은 2013년 “산

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회의)”에서 이원화된 노후산단

관련 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처음 논의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2015

년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경쟁력강화사업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산단

특성에 따라 재생, 혁신,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은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데, 제1차 전략계획에서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모든 국가·일반산

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지구선정은 지자체 공모 통해 국가·지

역경제 기여도, 사업 필요성, 재원확보방안, 거버넌스 체계를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 업 역할분담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부/
국토부)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부)

재생사업
(국토부)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선정
(산업부/
국토부)

상호
연계

산업부/국토부 주도하에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구조고도화
사업시행

재생사업
시행

시행계획
지자체 승인

업종고도화, 입주기업/시설 조정 등

토지수용, 용적률/건폐율 조정
(지자체 승인 하에 진행)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승인
(산업부/
국토부)

출처: 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2015), p.25.

[그림 2-9]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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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사업은 경제성 확보문제에 대응하여 강화된 특례를 포함

한다. 먼저 혁신사업 추진은 산단 면적의 1/3까지 계획이 가능하며, 입주

업종과 시설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공공 및 산업기반시설 설치 외에

휴폐업용지매입, 조사연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국

비지원이 가능하며, 용적률, 건폐율의 조정이 가능하다(표 2-8 참조).

구분 주요 내용

대상단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일반산단

전략
계획

수립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립기간: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내용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구조에 관한 사항
·노후거점산업단지 선정 및 변경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계획
·노후거점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전략 및 방법

경쟁
력
강화
사업

공모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 실시

범위 기반시설설치, 산업집적, 인력양성및연구기반구축, 근로자환경개선, 문화환경개선

지구
지정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업종 고부가가치화/산업재배치 필요성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관련 협의회 수립 및 재원확보를 위한 입주 기업들의 노력 여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과 전략계획의 부합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지원 시급성

시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행자(민간 포함)

사업
시행

·사업계획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규정 준용
·전체 산단 면적의 1/3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 가능(특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 부담

개발
이익
재투자

·재생사업은 산업입지법 ,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집적법 준용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
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 받아 재투자
·지가상승분은 지가차액의 50%이상으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고시

규제
특례

지원
범위

행정·재정·금융지원, 사업계정에 의한 지원사업, 기반시설 설치, 기업,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등

세금
감면

조세(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재산세), 부담금(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용·광역교통시설·교통유발부담금)

특례 입주업종·시설 및 용적률 및 건폐율 특례

기타 사업계정 설정 운용 및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 가능

자료: 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2015) 및 해당법률을 토대로 요약·정리하였음

[표 2-8] 노후거점산단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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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에 대한 비평적 고찰

1) 노후산업단지의 쇠퇴와 관련된 연구

국내 노후산업단지의 쇠퇴 관련 연구들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세계화와 산업구조변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 초창기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 산업단지에 초점을 두고 노후화

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먼저, 윤영미 외(2003)는 진주 상평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및 기능적

측면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입주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산업단지의 이전 및 정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도시 내부에 위치한 산업

단지의 전면적인 이전은 지양하되, 지역 연계성이 낮은 업종 및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이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송주연(2008)은

대구제3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화의 문제점과 입주업체들의 인식을 조

사하였다. 그 결과, 대구제3산단은 기반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입주기

업의 영세화, 생산액의 감소, 저부가가치의 산업구조,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내부편입에 따른 지가상승 문제를 지적하

였다. 또한 신기동 외(2013)는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

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 노후산업단지의 입주율과 가동률은 양

호한 수준이지만 기반시설 측면의 문제와 관리 재원부족, 열악한 근무환

경, 인력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안유정·

이만형(2015)은 대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급 및 구매 네트워크 구조와 강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제도의 뿌리내림 현상이 존재하며, 노후산업단지 재생정책 수립 시

에 이를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노후산업단지의 쇠퇴 실태와 관련된 초창기 연구들

은 특정 사례 노후산단에 초점을 두고 경쟁력 약화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노후산단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2009년 이후 노후산단과

관련한 법제화와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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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업지역의

쇠퇴의 실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졌다. 먼저, 1990년대 이전의 주로 지역성장이론에 입각하여 산

업지역의 쇠퇴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쇠퇴보다는 성

장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복잡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특히 쇠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구조

조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지역에 형성된 고유제도와 발전경로에서 쇠퇴

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때, 오래된 산업지역

쇠퇴의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은 것은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락-인이다.

Grabher(1993)는 독일 철강지역인 Ruhr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미친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혁신이 제품이 아닌 공정에 치우치면서 하도급

업체가 증가하고, 네트워크의 경직성과 지나친 전문화로 인해 적응력 감

소와 쇠퇴의 고착화가 발생함을 주장하였다. Hassink(2010)는 독일과 한

국의 조선 클러스터인 Mecklenburg-Vorpommern와 경상남도, 섬유 클

러스터로서 Westmünsterland와 대구시에 형성된 락-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오래된 산업지역이 모두 쇠퇴하는 것은 아니며 지

역, 업종, 국가의 정치적 요인에 따라 락-인은 차이를 보임을 주장하였

다. Greco & Di Fabbio(2014)는 이탈리아의 철강지역인 Taranto를 사례

로 기술자, 정치인, 무역연합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장기

간의 지역제도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소와 락-인 형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본집약적이고 단일화된 지역산업구조

에서는 고착화된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다양성 추구가 힘들며, 변화를 위

해서는 비대칭구조 타파와 민영화를 통한 정치적 진화가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반면, Underthun et al.,(2014)는 노르웨이의 Grenland를 대상으

로 고용과 혁신 측면의 주요 구조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간

투자와 정부를 움직이는 긍정적인 락-인이 존재하며, 단순히 기존의 산

업구조를 재현하기보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이 구조조정의 원동

력이 된 차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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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산단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연구

2009년 이후 노후산업단지 정비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

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노후화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추진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정석(2011)은 재생 사업에 선정된 대

전1·2산업단지를 사례로 재생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

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재생 사업의 문제는 근본적으

로 경제성 부족에서 비롯되므로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과

사업의 단계적인 추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반면, 김태

현·임동일(2014)은 우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과 재

생사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와 입주업체 관

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생 사업은 점진적인 정

비,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기반시설 확충 지원, 입주기업 여건에 맞춘 맞

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이후에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정찬 외(2015)는 국내 노후산단 관련 정책

과 해외의 산업지역 재생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발전 대안을 제시

하였다. 이정찬 외(2015)에 따르면, 국내 노후산업단지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편의시설, 정주여건 개선이 더욱 시급하

며,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총체적 관점에서 관련주

체들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재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종영·

조우성(2015)은 노후산업단지와 관련 법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과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

하였다. 특히,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노후거점산단법」은 모

두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사업 대상, 시

행자, 규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통

합을 추진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성룡 외(2016)는 경기도의 노

후산단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

의 추진 현황을 조사하여 노후산단의 재생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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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관련 제도별로 사업의 지정권자 기준이 상이하여 통합적인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노후산단의 재생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의 연

계, 사업방식의 다양화, 민간주도의 사업구조 확립, 산업단지의 복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노후산업단지의 정비와 관련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이후에

는 관련 사업의 추진에 초점을 두고 노후산단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거나

각 사업들이 지닌 한계점을 고찰하는 연구들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재생과 구조고도화사업이 노후산단의 정비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두 사업이 지닌 중복

성과 경제성 확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노후산단과 관련한 독자적인

특별법인 「노후거점산단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산업지역의 발전경로가 형성되어 발전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락-인에 주목하여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odtling & Trippl(2004)

는 오스트리아의 Styria 지역의 자동차와 금속 클러스터의 구조조정 과

정에서 나타난 네트워크와 지역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혁신체계와 혁신네트워크 형성은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중

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산업간 연계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다만, 클

러스터마다 산업구조와 제도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구조조

정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rippl & Otto(2009)은 점진적으로

새로운 클러스터가 성장한 Styria와 급진적 전문화가 이루어진 Saalant

의 구조조정 특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신생 기업

의 형성과 새로운 분야의 지식인프라 창출 및 혁신네트워크 형성으로 나

타남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Hudson(2005)은 잉글랜드 북동부의 노후

산업지역의 30년간의 변화과정을 지역제도와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하였으며,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역발전경로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관행의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Morgan(2007)은

영국 웨일즈에 학습지역 차원의 구조조정 정책의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위해 인프라보다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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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노후산단의 정

비사업인 재생과 구조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정비방향을 모색하거나 제도

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의 산업

단지는 주로 정부주도 하에 조성이 되고 관리되고 있고 쇠퇴의 원인과

정비의 방향으로서 물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반면, 산업지역의 쇠퇴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된 해외에서는

구조조정을 방해하여 경쟁력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락-인에 주목하여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지역의 구조조정의 경로는 슘페

터의 논의로부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점진적 프로세스로서

비용 절감과 모방의 형태를 지니는 조정(Adjustment)이며, 둘째는 급진

적인 혁신으로서 기존의 경로와 관련 없는 방향으로 기존의 역량을 재배

치하는 갱신(Renewal)이다(Hassink, 2010: 452-453). 하지만, 이들 경로

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자에 따라 갱신을 기존산업과 새

로운 클러스터가 공존하는 다각화(Diversification)와 혁신클러스터로의

재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Trippl & Otto, 2009).

3) 노후산단의 경쟁력 평가와 관련된 연구

최근 국내를 중심으로 노후산단의 쇠퇴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쇠퇴의 원인을 찾기 하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후산업

단지 관련 제도적 기반이 자리를 잡으면서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한 실

태분석에서 나아가 전체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들이 증가하

고 있다. 허문구 외(2012)는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지수를 혁신 잠재력과

인프라계열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때, 혁신 잠재력은 혁신기반·인적자

원·산업집적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인프라 계열은 어메니티·생산요소

(토지)·교통접근성 부문으로 구성된다. 반면, 박병호 외(2009)는 고용인

구·생산액·수출액·가동업체 증감률로 구성된 산업쇠퇴 진단지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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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도별 산업단지의 쇠퇴를 평가하였으며, 이때 각 지표들의 표준화

와 요인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산업

단지를 발전형, 정체형, 쇠퇴진행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진정규·허재완

(2014)은 77개의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생산액·고용규모·가동률의 지표로

구성된 복합쇠퇴지수를 산출하여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

년과 2010년 시점에 대해 3개 지표의 표준화 점수와 평균점수를 산출하

여 순위와 증감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후산단의 경쟁력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배후지역의 특성과도 관련됨을 주장하였다. 보다 최근

연구로서 장철순·김주훈(2017)은 기반시설과 산업혁신부문으로 구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이때, 기반시설 부문은 물리적 기

반시설·환경성·문화기반시설으로 구성되며, 산업혁신부문은 입주기업 활

력도, 배후지역의 혁신역량 및 산업구조로 구성된다. 특히, 장철순·김주

훈(2017)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평가지표와 상대적인 가중치를 하여

하위 30%의 노후산단을 추출하고, 재생 사업 선정결과와 비교하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외에도 한연오 외(2016)는

문헌조사,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결과와 통계 분석을 토

대로 노후산업단지 재활성화 사업계획에 고려할 수 있는 계획 지표를 도

출하였다. 특히 한연오 외(2016)에 따르면, 노후산단의 계획요소는 참여

주체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

제성, 협력성, 전문화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연구들은 노후산업단지의 쇠퇴 양상과 경쟁력을 정량

적으로 측정하는 실증연구들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증 연구들은 아

직까지 초기 단계로서 아직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

이 강조하는 바에 따라, 또는 정비사업의 성격에 따라 노후산단의 경쟁

력이 상이하게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산단의 경쟁

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구조

조정의 관점이나 락-인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상의 노후산업단지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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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 주요 내용 비고

쇠퇴
실태와
원인

윤영미 외
(2003)

� 상평산단의 토지이용과 기능적 문제 고찰
� 도시내부 산단은 지역연계성이 낮은 업종과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이전이 필요

상평
산단
(진주)

송주연
(2008)

� 도시내부 노후산단(대구제3)의 문제 실태 파악
� 기반시설의 노후화, 기업영세화, 생산액 감소, 저부가
가치의 산업구조, 혼잡과 지가상승의 문제 발생

대구제3

신기동 외
(2013)

� 경기도 내 위치한 노후산단의 실태 파악
� 문제는 대중교통, 주차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
른 인력난 등 주로 물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됨

경기도
노후산
단

안유정·
이만형
(2015)

� 입주업체들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
� 노후산단에는 지역제도의 뿌리내림 현상이 존재하며,
재생정책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해야 함

대전,
대구,
성서

Grabher
(1993)

� 철강지역의쇠퇴에대한강한네트워크의영향분석
� 쇠퇴는생산공정에치우친혁신으로인한하도급업체증가,
네트워크경직, 지나친전문화에의한적응력감소에서비롯

Ruhr
(독일)

Hassink
(2010)

� 조선, 섬유 클러스터의 쇠퇴요인으로 락-인 역할 탐구
� 오래된 산업지역이 모두 쇠퇴하는 것은 아니며, 지
역, 업종, 정치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락-인은 차이

독일/한국의
섬유/조선·
클러스터

Greco &
Di Fabbio
(2014)

� 철강 클러스터의 락-인 형성의 메커니즘을 분석
� 자본집약적이고 동질한 산업구조는 높은 고정비용과 고
착화된 경제시스템으로 다양성 추구가 어려움

� 비대칭구조 타파와 민영화를 통한 정치적 진화가 필요

Taranto
(이탈리아)

Underthun
et al.,
(2014)

� Grenland의 고용·혁신측면의 구조변화와 쇠퇴원인 분석
� 긍정적인 락-인 역시 존재하며, 차별화, 기업가정신이
구조조정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주장

Glenland
(노르웨이)

구조
조정

최정석
(2011)

� 재생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
� 재생사업 추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 부족이며,
개선을 위해 지원책 마련과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함

대전1·2
산단

김태현·
임동일
(2014)

� 우산산단 노후화의 문제점과 재생사업의 방향 모색
� 재생사업의 점진적 정비, 적극적 기반시설 확충, 입주기

업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후 관리정책이 필요

우산산단

이정찬 외
(2015)

� 노후산단정책과해외사례를토대로재생정책의대안제시
� 국내 노후산단은 하드웨어적 개선이 더욱 시급하며, 도
시재생의 총체적 관점에서 맞춤형 재생이 필요

문헌분석

이종영·
조우성
(2015)

� 노후산단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과 정비사업 비교분석
� 노후산단 관련제도는 동일한 목표를 지니며, 예산의 효
율적 집행과 통일성 측면에서 통합을 추진이 필요함

제도분석

이성룡
외(2016)

� 노후산단의문제점과정책추진현황을통해활성화방안을모색
� 제도별 지정권자 차이로 통합 정비사업이 어려움
� 향후 도시계획과의 연계, 사업방식의 다양화, 민간주도
의 사업구조 확립, 산업단지의 복합화를 추진할 필요

경기도
노후산단

[표 2-9] 노후산업단지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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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 주요 내용 비고

구조
조정
(계속)

Todtling &
Trippl
(2004)

� 구조조정 과정의 네트워크와 지역 제도적 특성 분석
� 지역혁신체계와 혁신네트워크 형성은 성공적인 구조조
정을 지원하며, 대학과 산업간 연계를 지원이 중요

� 클러스터마다 차별화된 구조조정의 접근이 필요함

Styria
(오스트리아)

Trippl &
Otto
(2009)

� 구조조정의 경로가 다른 Styria(점진적)와 Saalan(급진
적)t의 구조조정의 특성을 비교분석

�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신생기업의 형성과 새로운 분야로
의 지식인프라와 혁신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Styria,
Saalant

Hudson
(2005)

� 지역제도을 중심으로 노후산업지역의 변화과정 분석
� 인지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착과 관료주의는 지역변
화에 영향을 주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역발전경로
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관행의 이해가 필요

잉글랜드
북동부

노후
산단
경쟁력
평가

허문구
외(2012)

� 혁신잠재력과 인프라계열로 구분하여 경쟁력 평가
� 국가산단은 혁신잡재력과 인프라 사이에 U자형 분포가
나타나며 일반산단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나타남

노후산단

박병호
외(2009)

� 쇠퇴 진단지수 통해 노후산단 쇠퇴를 시도별로 분석
� 노후산단은 발전, 정체, 쇠퇴진행형으로 구분됨을 주장

시도별
노후산단

진정규·
허재완
(2014)

� 복합쇠퇴지수를 통해 노후일반산단의 경쟁력 측정
� 산업단지의 쇠퇴는 총 조성면적에 영향을 받으며, 배후
도시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됨을 주장

노후산단
(일반)

장철순·
김주훈
(2017)

� 기반시설과 혁신부문으로구분하여 노후산단의경쟁력평가
하고, 재생사업지구와 비교하여 선정과정의 문제점 진단

노후산단

한연오 외
(2016)

� 노후산단 재활성화 사업계획 시 고려할 계획지표 도출
� 경제성, 협력성, 전문화가 노후산단 정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임을 주장

-

[표 2-9] 노후산업단지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리(계속)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

닌다. 첫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 산업지역의 경쟁력, 쇠퇴, 구조조정에 이

르는 이론적 틀을 수립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영향요

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직 국내 노후산단의 경쟁력의 평가

는 주로 정비의 대상을 선별해내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쟁력 약화

원인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다.

물리적인 노후화 자체만으로는 노후산업단지의 쇠퇴를 설명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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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쇠퇴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산업지역 쇠퇴를 경험한 해외에서는 다양한 사례분석이 축적되어

쇠퇴의 원인과 구조조정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어왔으며, 쇠퇴의 원인과

구조조정의 방향을 찾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지역의 경쟁력, 쇠퇴의 원인, 구조조정과 관련한 이론

을 토대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경쟁력의 영향요인을 진단하여 이에 근거

한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경쟁력

을 드러내는 결과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쟁

력의 결과와 구성요소에 대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경쟁력은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경쟁력의 원천과 드러내는 결

과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므로 경쟁력의 구성요소를 정량화하

여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경쟁력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비교적 명확하며,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위하여 연

구의 대상과 방법을 유연하게 설정하였다. 특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

를 진단하기 위해 전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영향요인들

을 추론하였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와 입주

업체들의 인식, 락-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산단을 선정하여 관리

주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산단 및 입주업체 수준의 구조조정의 역학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기 때문에 정태적 차원과 동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

합적인 시각에서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과 쇠퇴의

고착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산업지역의 경쟁력 약화는 구조조정이 이

루어지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이때, 락-인은 구조조정을 방해하여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자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과 관련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산단

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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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장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의 개념과 측정, 경쟁력의 약화와 구조

조정과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첫째, 노후산업단지 경쟁

력의 개념 정립을 위해 오래된 산업지역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들과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경험한 서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오래된 산업지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오래된

산업지역은 시간적 차원의 오래됨(Old)과 산업(Industrial)의 특성을 동시

에 지니는 지역으로서, 역동성을 상실하여 경제수준이 하락하는 지역으

로 일컬어진다. 반면에, 국내 노후산업단지와 관련된 논의는 외환위기 이

후 급격한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물리적인 노

후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물리적 측

면을 넘어 기능적인 측면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산업지역의 경쟁

력,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들이 점차 반영되고 있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지역의 측정을 둘

러싼 국내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초창기 산업지역 경쟁력의 측정은 기

업의 경쟁력과 동일시하거나 경쟁우위의 원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

만 경쟁력은 수많은 요소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경

쟁력의 원천을 통한 측정의 한계가 점차 인식되었다. 따라서 최근 연구

들은 경쟁력을 드러내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생산성과 고용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노후산단의 경우 경쟁력의 결과와 원천에 대한 구분 없이 연구자들에 따

라, 정비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노후산업단지의 문제 진단과 관련하여 산업지역의 경쟁력 약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창기 산업지역 쇠퇴는 지역성장이론을 통해

설명되었으나 세계화 시대 복잡해진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구조조

정의 방향 모색에 한계를 보이면서 발전하지 못하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클러스터 관점에서 산업지역의 쇠퇴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클러스터의 쇠퇴는 집적경제가 집적불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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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과도한 상호의존성과 전문화로 인해 구조조

정이 방해되는 과정을 통해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지역의

고착화는 지역 내 축적된 제도와 네트워크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경로의

존성과 락-인의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락-인은 경로의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지역 내 주체들의 강한 연계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방해하

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 사이의 수직적 네트워크에 의한 기능적 락-인,

주체들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도록 하는 인지적 락-인, 주체들이 주력

부문의 생산모델을 고수하고 편중된 정책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치적

락-인으로 구분된다.

넷째, 노후산단의 문제에 대한 처방과 관련하여, 산업지역의 구조조정

관련 이론과 국내 노후산단 관련 정책을 고찰하였다. 오래된 산업지역은

축적된 제도와 네트워크의 고착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방해되며, 구조조

정은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의 타파에서 시작된다. 이때, 구조조정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비용절감과 모방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진적인 조정이며, 둘째는 급진적인 혁신에 의해 기존 경로와

관련 없는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갱신이다. 하지만 경로의 구분은 명확하

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갱신을 다각화와 지식집약 클러스터로의 재편

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한편, 노후산단 관련 정책은 개별법에 의한 재

생과 구조고도화, 특별법에 의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재

생은 물리적인 개선에 초점을 두며 경제성 확보 문제, 공급자 중심의 일

괄 정비, 역할분담체계 미비, 조업활동 보장의 어려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구조고도화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지만 기반시설 개선

효과 부족, 중복성, 지역 특수성 미반영, 거버넌스 형성의 어려움의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들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제성 부

족에 대응하여 강화된 특례를 적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국내의 노후산단 관련 초기 연구들은 특정 노후산단의 실태를 파악하

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책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정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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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벗어나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

구들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대한 이론

적 배경이 미흡하여 평가기준이 모호하며, 산업단지별 특수성이 반영되

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락-인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 더욱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약화되는 노후산단을 선별하는 수준에 머

물러 있으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둘러싼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

여 경쟁력을 평가하고,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진단하여 경쟁력 향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

산단은 특수성을 지니는 산업지역으로서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므

로 심층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부의 실태와 락-인

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조정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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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평가

1. 분석 틀과 분석 방법

1) 분석 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비 사업의 특성 상 모든 노후산업단지에 예

산을 투입할 수 없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문제의

산업단지를 선별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노후산업단지는 공급시기와 지역, 공급주체에 따라서 조성목적이 상이하

며, 산업구조와 입주업체에 따라서 그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선정하

여 세부지표별 경쟁력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평가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먼저, 평가 대

상 노후산업단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노후산업단지의

규모와 법적 분류기준이 되는 착공 후 경과기간과 산업단지 규모에 초점

을 두고 입주업체, 고용, 공간적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과기간이 오래될수록 취약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 파악

하고자 하였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표

를 선정하였다. 특히, 평가지표는 경쟁력의 원천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었

는데, 이는 경쟁력의 원천을 정의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의 결과와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의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지역 측면과 산업단지 측면으로 구

분하였다. 먼저, 산업지역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의 3개 범주

로 구분하였으며, 산업단지 측면에서는 수출, 업체활력의 2개 범주로 구

분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특히, 노동생산성과 고용은 지역 경

쟁력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을 동시

에 고려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고용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생산성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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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셋째, 세부지표별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먼저, 각 지

표별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순위규모를 이용

하여 각 지표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노후산업단지들을 구분하였으며,

각 그룹별 경쟁력 향상 및 약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타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경쟁력의 평가지표로서의 타

당성과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지표별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평가 결과를 종합하였

다. 특히, 각 평가지표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노후산업단지

의 특성을 종합하였으며, 적용가능성이 없는 평가지표를 제외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드러내는 최종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노후산단의 경쟁력 평가지표 선정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역량

산업지역 경쟁력

수출

업체활력도

노후산단의 경쟁력

부문별 노후산단의 경쟁력 평가

경쟁력 평가 결과 종합 및 최종 평가지표 선정

산업지역 경쟁력의

핵심 측정 기준
: 규모/변화 동시 고려

경쟁력은 혁신에서 비롯

: 기술수준/혁신역량 파악

노후산단의 높은 국내 수출 비중
(전체산단의 63% 차지)

: 1인당 수출액 이용

입주업체의 실제 생산 여부 파악

: 업체 가동률 이용

평가대상 노후산단의 현황 파악

물리적 노후도와 산단 규모에 초점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산단 추출

상/하위 그룹별 경쟁력 비교분석

각 지표별 적용가능성 평가

[그림 3-1]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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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노후산업단지의 현황

경쟁력 평가의 대상이 되는 노후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

한 국가 및 일반 산단 121개이며, 이들이 전체 국가·일반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분석 대상 노후산단의 입주업체는 64,040개,

종사자는 약 151만 명으로 전체 국가·일반 산업단지의 약 75%를 차지한

다. 더욱이, 분석 대상 노후산단의 생산액은 715조 원이며, 이는 전체 국

가·일반 산단의 약 77%에 달하는 수치이다(표 3-1 참조).

한편, 분석 대상 노후산단은 일반산단과 소규모 산단의 비중이 높다.

먼저, 입지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산단이 98개(81.0%), 국가산단이 23개

(19.0%)로 일반산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

모 노후산단이 65개로 전체 노후산단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규

모는 22개(18.2%), 대규모는 34개(28.1%)를 나타낸다(표 3-2 참조).

구분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지정면적 생산액

노후
산단

분석대상
64,040 1,512.1 827.1 715.6

(75.0) (75.7) (62.7) (76.7)

제외(특수산단)
7,802 35.1 51.8 5.7

(9.1) (1.8) (3.9) (0.6)

비노후 산단
(국가·일반)

13,594 450.4 440.3 211.3

(15.9) (22.5) (33.4) (22.7)

합계
(국가·일반)

85,436 1,997.60 1,319.20 932.6

(100.0) (100.0) (100.0) (100.0)
자료: 산업단지현황통계(2016.12.31.기준)

[표 3-1] 노후산업단지의 생산 및 고용 현황
(단위: 개, 천 명, ㎢, 조 원, %)

구분
입지 유형 산단 규모

전체
국가 일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산단수 23 98 65 22 34 121

비율 (19.0) (81.0) (53.7) (18.2) (28.1) (100.0)

자료: 산업단지현황통계(2016.12.31.기준)

[표 3-2] 분석 대상 노후산단의 입지유형과 규모 현황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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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입주업체수 총 종사자수 총 지정면적 총 생산액 노동생산성1)

소규모
3,412
(5.4%)

96.7
(6.4%)

23.9
(2.9)

34.7
(4.8)

380.1

중규모
18,459
(28.8%)

357.5
(23.6%)

41.8
(5.1)

83.6
(11.7)

405.0

대규모
42,169
(65.8%)

1,058.0
(70.0%)

761.4
(92.0)

597.3
(83.5)

457.1

합계
64,040
(100.0%)

1,512.1
(100.0%)

827.2
(100.0)

715.6
(100.0)

331.8

주1: 노동생산성은 각 규모별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산업단지현황통계(2016.12.31.기준)

[표 3-3] 규모별 노후산단의 업체 입주 및 생산 현황
(개, 천 명, ㎢, 조 원, 백만 원/인, %)

[표 3-3]은 분석 대상 노후산단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국내 노후산단 중 대규모는 34개(28.1%)로 개수는 많지

않지만 생산과 고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먼저, 대규모 노후산단의

면적 합계는 597 ㎢(92%)에 달한다. 또한 대규모 노후산단은 전체 노후

산단 입주업체의 65.8%, 생산액의 83.5%를 차지한다. 또한 노동생산성은

규모가 큰 노후산단일수록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노후산단의 착공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쟁

력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3-4]는 착공 후 경과기간을 10년 단위

로 구분하여 노동생산성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노후산단의 노동생

산성은 중위수 기준 약 3.2～4.6억 원의 수준을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일반 산단의 노동생산성 중위수(약 3.2억 원)에 비해 낮지 않

다. 더욱이 40년 초과한 노후산단의 노동생산성은 중위수 기준 4.6억 원

에 달하는데, 이는 20-30년(3.2억 원)과 31-40년(4.6억 원)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수치이다. 이는 착공 후 경과기간은 노후산단을 분류하는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노후산단이라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경과기간이 유사한 그룹 내에서도 노

동생산성의 표준편차는 평균, 중위수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어 분포가 매우 고르지 못하다. 이는 동일한 시기에 공급된 노후산업단

지 내에서도 경쟁력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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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0-30년 425.7 315.6 341.2 47 2,099

31-40년 461.9 427.5 317.4 50 1,279

40년 초과 681.9 456.5 731.8 81 2,994

자료: 산업단지현황통계(2016.12.31.기준)

[표 3-4] 경과기간별 노후산단의 노동생산성 특성
(단위: 백만 원/인)

한편 노후산단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규모 노후산단의 경

우에는 남동임해지역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내부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과기간이 오래된 노후산단이 많다. 반면에, 소규모의 경우에는

경기 남부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외곽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비

수도권은 대규모 산단 인근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소

규모 노후산단은 비교적 경과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그림 3-2 참조).

소규모

산단 규모

중규모

대규모

20-30년

착공 후 경과기간

31-40년

40년 초과

[그림 3-2] 분석 대상 노후산단의 공간 분포(좌: 규모별, 우: 경과기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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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표 선정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단지 수준에서

구득 가능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수준에서 제공되는 데

이터는 행정구역 단위에 비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데이터베

이스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8)

현재, 산업단지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산단 수준에서 제공되

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와 입주업체 수준에서 제공되는 ‘공장등록통계’

가 있다. 이 중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는 전국 산업단지의 조성, 분양, 입

주 및 가동현황, 생산 및 고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총량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한계를 보인다. 반면에, ‘공장등록통계’는 각 산업단지별로 입주업체의 업

종, 고용, 주소, 등록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각 기업별 생산,

매출, 비용 등 사업실적과 관련된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와 함께 ‘공장등록통계’를 가공하여 경쟁력

의 결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취합하여 5개 범주, 8개 지표를

선정하였다(표 3-5 참조).

먼저, 노동생산성과 고용은 경쟁력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고용의 대규모

변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황형’ 성장과 ‘성장형’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

므로 규모와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때, 생산성의 규모는 제조업의

특성 상 부가가치의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생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였다. 또한 고용규모의

경우 산업단지의 총 고용정보가 조성시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에 경쟁력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체당 종사자수를 이

용하였다. 한편, 동태적 지표로서 2006년과 2016년을 시점과 종점으로 하

는 증감률을 산출하였다. 이때, 각 년도의 평균증감률을 이용하지 않은

8) 현재 산업단지 수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산업단지별 고유의 일련번호가 없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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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대규모 외부적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의 큰 변동성을 부여하

였다. 2008-2009년 사이 제조업 생산과 고용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크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인다(이시균,

2012: 7-8). 또한 2012년 이후의 엔화 약세는 국내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에 영향을 주었다(신현수·이원복, 2012: 26-27). 특히, 대외적인 충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제조업 내에서도 업종과 수출의존도에 따라 그 영

향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이시균, 2012: 9-10; 신현수·이원복,

2012: 27-28). 따라서 산업구조가 다른 각 노후산업단지 역시 외부 충격

에 따른 영향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동성이 큰 해당 시기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둘째, 지식기반시대의 경쟁력은 혁신의 창출역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

을 지니기 때문에 노후산업단지의 혁신역량을 두 번째 평가지표로 선정

하였다. 이때, 혁신의 결과로서 이용 가능한 지표는 특허가 가장 대표적

이나 해당 데이터는 산업단지 수준에서 구득이 어려우며, 출원인의 주소

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

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허 대신 혁신역량을 지닌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이때, 혁신성이 높은 업체는 「산업집적법」에 의

한 첨단업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계상의 기술숙련도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종사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셋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는 제조업 수출의 핵

심기지로서, 이때 노후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 수출의 60% 이상을 차

지한다(장철순, 2013: 1). 따라서 경쟁력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로서 수출

은 중요성을 지닌다. 이때, 산업단지의 수출액 자체는 산업단지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세부지표로서 1인당 수출액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업체 활력도는 노후산단의 입주업체 중에서 실제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평

가지표는 입주업체 가동률을 산출하였다. 이때, 업체가동률은 노후산단의

입주한 업체 중에서 실제 가동 중인 업체의 비율은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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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지표 내용 출처

노동
생산성

규모 노동생산성 산단총생산액/고용자수 산업단지현황통계

변화 노동생산성증감률 (16생산성-06생산성)/06생산성 산업단지현황통계

고용
규모 업체당종사자수 산단총종사자/총업체수 산업단지현황통계

변화 고용증감률 (16고용-06고용)/06고용 산업단지현황통계

혁신역량
첨단업종비중 첨단업종종사자수/총종사자수 공장등록통계

고위기술비중 고위기술종사자수/총종사자수 공장등록통계

수출 1인당수출액 산업단지총수출/총종사자수 산업단지현황통계

업체활력도 입주업체가동률 16가동업체수/16입주업체수 산업단지현황통계

[표 3-5] 노후산단의 경쟁력 평가를 위해 선정된 세부지표

2. 세부지표별 노후산단의 경쟁력 평가

1) 노동생산성

산업단지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투입하여 제

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생산 지표는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생산액

자체는 조성당시 규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쟁력 평가를 위해서는 생산

액 자체보다는 노동생산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은 산업

단지의 경제적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경쟁력을 지닌 노후산단은

높고 향상되는 생산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생산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단순히 노동생산

성의 크기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만약 자본집약도가 커서 노동생산성

이 매우 높지만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반

대로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생산성은 낮지만 향상되고 있다면 경쟁력

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생산성과 생산성 증감률

사이의 산포도를 살펴보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3-3 참조).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성 측면 경쟁력 평가를 위

해서는 크기뿐만 아니라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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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노동생산성과 생산성증감률간의 산포도

먼저, 노동생산성의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노후산업단지의 노동생산

성은 평균 4.7억 원, 중위수 3.3억 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표

3-6 참조). 하지만 표준편차가 4.3억 원으로 매우 크고 오른쪽으로 긴 꼬

리를 지니는 비대칭분포가 나타난다. 특히, 최댓값을 지니는 여수국가산

단의 노동생산성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최솟값(음성이테크)은 5천

만 원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편차가 크다. 한편, 생산성 증감률(2006-16

년)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중위수가 30.8%로 절반 이상의 노후산업단

지가 30% 이상의 생산성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표준편차

가 101%로 크며, 분포가 고르지 못해 각 산업단지별로 큰 차이를 나타

낸다.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노동생산성 473.4 331.8 427.3 46.7 2,994.4

생산성증감률 54.2 30.8 101.0 -90.0 480.0

자료: 산업단지현황통계(2006, 2016)

[표 3-6] 노후산단의 생산성 평가지표의 기술통계
(단위: 백만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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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측면의 경쟁력에 따라 노후산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순위

규모를 이용하여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구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생

산성증감률을 포함한 세부 특성을 파악하였다(그림 3-4 참조). 그 결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규모와 입지유형

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표 3-7 참조). 상위그룹의 노동생산성은 중

위수 기준 약 10.5억 원에 달하는 반면, 하위그룹의 경우에는 1.2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상위그룹의 생산성 증감률은 약 16.8%(중위수 기준)로

하위그룹(10.9%)에 비해 다소 높다. 더욱이 상위그룹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비중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하위그룹의 경우 소

규모가 8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입지유형 역시 상위그룹에서

국가산업단지의 비중이 46.7%, 일반산업단지의 비중이 53.3%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하위그룹의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비중이 92%에 달한

다. 이는 생산성 하위그룹이 상위그룹에 비해 대체로 노동생산성 측면의

취약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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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순위규모를 통한 노동생산성 상·하위그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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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동
생산성

생산성
증감률

산단 규모 입지유형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국가 일반

상위
그룹

1,056 16.8
9
(60.0)

1
(6.7)

5
(33.3)

7
(46.7)

8
(53.3)

하위
그룹

122 10.9
1
(4.0)

4
(16.0)

20
(80.0)

2
(8.0)

23
(92.0)

[표 3-7] 생산성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특성 비교
(단위: 백만 원/인, %, 개)

상위그룹에 포함된 노후산단의 생산성이 모두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상위그룹 중 생산성이 향상되는 노후산단은 11개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

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신호, 울산미포, 아산국가(경기)의 경우 국내 완

성차 업체가 산단 또는 인근 지역에 입주해있으며, 광양국가, 전주2, 군

산일반의 경우 자동차용 강재(포스코, 세아), 볼베어링(셰플러코리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입주해있다. 한편, 자동차와 관련 없는

선도업체의 성장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현도산단은 맥

주공장(OB, 하이트진로)이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해왔으며, 공도

(퍼시스, 시디즈), 문평(한국쓰리엠), 익산국가(LG화학, OCI)의 경우 대규

모 업체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표 3-8 참조).

상위그룹 내에서도 생산성 감소 산단이 존재하는데, 조선업과 철강업

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대규모 중화학 단지가 다수를 차지한다. 먼저, 여

수국가산단은 GS칼텍스, 한화, LG화학 등이 입주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지만 지난 10년 간 글로벌 금융위기, 유

가하락과 수출단가 하락,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대외적 여건 변화와 함

께 생산성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온산국가산단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조선, 에스오일 등이 입주하면서 조선업과 석유화학 관련 비중이 높으나,

조선업의 침체와 함께 생산성의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포항국가산단은

포스코 중심의 제철단지로서 철강재 자체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지

만 최근 조선업의 침체, 원료 공급자의 영향력 증가, 공급 과잉, 중국과

의 경쟁고조 등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철강 산업의 침체와 함께 생산성

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준한, 20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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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명
노동
생산성

생산성
증감률

입지
유형

규모 비고

생산성
향상

현도 2,099 13.5 일반 소 음식료(OB/하이트 맥주)

신호 1,360 96.9 일반 대 자동차(르노삼성)

광양국가 1,279 49.5 국가 대 제철(포스코): 자동차강재, 후판

울산미포 1,056 15.3 국가 대 석유/자동차/조선 다수 대기업

공도 1,055 86.3 일반 소 가구(퍼시스/시디즈)

문평 1,035 8.2 일반 소 고무플라스틱(쓰리엠)

아산국가(경기) 987 73.9 국가 대 자동차(기아차 연계), 화학

전주2 974 251.9 일반 소 기계(셰플러코리아), 전기(가온)

익산국가 934 300.8 국가 중 태양광(넥슬론), OCI(화학) 신규

정읍1 906 16.8 일반 소 골판지(동원페이퍼), 음식료

군산일반 898 54.8 일반 대 화학(OCI),제철(세아), 비금속(유리)

생산성
감소

여수 2,994 -9.6 국가 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온산 1,907 -16.7 국가 대 대규모 중화학공업(조선/제철/석유)

인주 1,287 -6.3 일반 대 현대자동차 공장 입주

포항국가 1,114 -17.0 국가 대 제철(포스코): 철강재

[표 3-8] 생산성 상위그룹 노후산단의 특성
(단위: 백만 원/인, %)

반면, 생산성 하위그룹의 생산성 변화는 업종과 기업 규모로 설명할

수 없다. 생산성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고무플라스틱, 섬유, 조립금속,

음식료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으며, 대기업 비중과도 관련을 보이지 않

는다(표 3-9 참조). 이는 생산성 하위그룹의 생산성 변화는 산업단지와

입주업체 수준의 구조조정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그룹의 생산성 향상은 주로 신규업체의 입주, 기존업체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 신규업체의 입주의 경우 새로운 분야 업체들의

입주와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한국수출(디지

털)은 구조고도화를 통해 IT업체가 입주하여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석재 관련 전문화 단지인 월항산단은 입주업종 완화를 통해 기계,

전자부품 관련 업체가 새롭게 입주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검단(대구), 용현, 진주상평 역시 섬유, 펄프 업체의 폐업 이후 기

계, 전기, 자동차 관련업체가 새롭게 입주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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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위그룹의 생산성 향상은 기존의 산업구조가 강화되는 적응 형태

로도 이루어진다. 양문산단과 대구염색의 경우에는 섬유업 전문화 단지

로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없으나, 대규모 섬유업체들의 고용과 비용절감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쇠퇴산업이 반드시 대체되어

야만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하지만 일시적인 고용

감소에서 비롯된 ‘불황형’ 생산성 향상도 존재한다. 강화하점은 섬유업체

의 고용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타 부문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

으며, 강릉중소 역시 기계, 조립금속 업체의 폐업과 고용감소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불황형 생산성 성장’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

하고 경쟁력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하위그룹의 생산성의 감소는 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온수산단은 영세기계 및 조립금속업체

중심의 노후산단으로서 선도업체가 부재하고 도심 내 위치하면서 신규업

체 입주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곡산단은 업체수의

변화 없이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고, 쇠퇴의 고착화가 나타나며, 인천기계

산단 역시 종사자 상위 3개 업체가 모두 폐업하였다. 또한 북평국가산단

의 경우 낮은 산업수요로 인하여 업체의 신규입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며, 문발1산단 역시 선도업체인 복사기 제조업체의 경영 악화

로 인한 워크아웃이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노후산단들의

생산성 감소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쇠퇴의 고착화와 관련을 지닌다. 하지

만, 대규모 고용증가에 따른 ‘성장형 생산성 감소’도 나타난다. 양산산단

은 넥센타이어의 공장신설과 2,805명에 달하는 고용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상봉암 산단 역시 선도업체인 광학렌즈업체의 대규모 고용증가가 이루어

지면서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김제순동, 두교, 음성이테크의 경우 입주업

체들의 대규모 고용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들 노후산단의 경우에는 생산

성 감소를 경쟁력 약화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불황형 생산성 향상’

과 마찬가지로 ‘성장형 생산성 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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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명
노동
생산성

생산성
증감률

입지
유형

규모
대기업
비중

비고

생
산
성

향
상

후평 169 22.0 일반 소 0.0 고무플라스틱, 의복

강화하점 162 35.5 일반 소 0.0 섬유, 고무플라스틱

진주상평 149 134.0 일반 중 4.7 조립금속, 기타기계

학운 148 0.3 일반 소 0.0 조립금속

월항 140 482.5 일반 소 0.0 비금속광물(석재품)

대구염색 136 85.7 일반 소 4.7 섬유

용현 134 59.2 일반 소 0.0 자동차, 정밀기기, 전기

양문 122 62.4 일반 소 0.0 섬유

개진 93 128.3 일반 소 0.0 음식료품

검단 92 13.4 일반 소 7.7 자동차, 섬유, 기타운송

목동 90 8.8 일반 소 0.0 기계

한국수출(디지털) 86 50.4 국가 중 16.8 비제조업, 전자, 의복

강릉중소 66 18.3 일반 소 0.0 기계

삽진 58 13.0 일반 소 0.0 기타운송(조선)

송암 50 148.1 일반 소 0.0 기계, 자동차

생
산
성

감
소

양산 174 -29.7 일반 중 52.5 고무플라스틱, 음식료, 섬유

상봉암 160 -27.7 일반 소 80.9 정밀기기

마정 157 -6.6 일반 소 0.0 기계, 조립금속, 자동차

문발1 154 -10.7 일반 소 0.0 기계, 인쇄

인천기계 135 -23.1 일반 소 0.0 기계, 조립금속, 1차금속

어곡 115 -30.6 일반 중 0.0 고무플라스틱, 음식료

두교 99 -34.2 일반 소 0.0 전자부품

서울온수 81 -2.8 일반 소 0.0 기계, 조립금속

북평국가 80 -9.6 국가 대 0.0 조립금속

김제순동 52 -68.5 일반 소 0.0 음식료, 조립금속

음성이테크 47 -85 일반 소 0.0 조립금속

[표 3-9] 생산성 하위그룹 노후산단의 특성
(단위: 백만 원/인, %)

2) 고용

고용 측면 역시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 지표 중 하

나하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노후산단은 기술수준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와 비숙

련 일자리 감소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 또한 노후산단의 열악한 근무환

경은 젊은 인력의 취업기피의 요인이 되어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

술 축적과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있다(장철순 외, 2015: 4). 더욱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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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의 경쟁력 평가는 고용 측면과 동시에 고려해야만 일시적인 변화

의 구분이 가능하다.

고용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모 측면에서 업체당 종사자수, 변화

측면에서 고용증감률을 이용하였다. 이때, 고용규모를 산단 수준에서 보

지 않은 이유는 고용자수가 조성당시의 산단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이다. 반면 업체당 고용자수는 근로자의 취업과도 관련을 지니며, 선도업

체 및 기업의 영세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후산단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약 32.5명이며(중위수 기준), 고용증감

률은 약 21.5%의 수준이다. 하지만 평가지표 모두 표준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단지별 차이가 매우 크다(표 3-10 참조).

또한 대부분의 노후산단은 2006-16년 사이에 고용 또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그림 3-5 참조). 고용과 생산성이 동시에 증가한 노

후산단은 58개로 47.9%에 이르며, 천안3, 관창, 평동의 경우 생산성과 고

용이 동시에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칠괴, 북평국가, 문발1, 진해국가산

단은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선

도기업(쌍용자동차, STX조선)의 위기와 산업수요와 관련이 있다.

구분
업체당
종사자

고용
증감률

평균 52.9 84.8

중위수 32.5 21.5

표준편차 51.4 327.2

최솟값 3.6 -91.3

최댓값 282.2 3,117.2

자료: 산업단지현황통계(2006, 2016)

[표 3-10] 고용 평가지표의
기술통계

(단위: 명, %)

[그림 3-5] 고용증감률과 생산성증감률간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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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규모에 따른 노후산단의 특성 파악을 위해 순위규모를 이용하여

상·하위그룹을 구분하였다(그림 3-6 참조). 그 결과, 상위그룹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중위수 기준 약 142명에 달하지만 하위그룹은 13.1명에 불과

하다(표 3-11 참조). 또한 상위그룹의 고용증감률의 중위수는 53.5%로

대부분이 증가하였지만 하위그룹의 고용증감률은 2%에 불과하며, 고용

이 감소한 산단도 10개에 달한다(그림 3-7 참조). 또한 하위그룹은 소규

모 일반산단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업체당종사자
하위그룹

업체당종사자
상위그룹

0.5

1.5

2.5

3.5

4.5

5.5

6.5

0 20 40 60 80 100 120

ln(업체당종사자)

업체당종사자 순위

[그림 3-6] 순위규모를 통한 고용규모 상·하위그룹 구분

구분
업체당
종사자

고용
증감률

산단 규모 입지유형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국가 일반

상위
그룹

142.0 53.5
7
(35.0)

4
(20.0)

9
(45.0)

4
(20.0)

16
(80.0)

하위
그룹

13.1 2.0
2
(8.7)

5
(21.7)

16
(69.6)

2
(8.7)

21
(91.3)

[표 3-11] 고용규모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특성
(단위: 명,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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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업체당종사자와 고용증감률간의 관계(좌: 상위그룹, 우: 하위그룹)

상위그룹은 현도산단9)을 제외하고 모두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전자,

전기, 자동차 관련 비중이 높다(표 3-12 참조). 상위그룹의 고용증가는

신규업체의 입주와 기존업체의 성장에서 비롯되는데, 전자의 경우 산업

구조 다각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신규업체에 의한 고용증가는

어연한산, 울산미포 등이 대표적이다. 어연한산은 기존업체 폐업 이후 터

치스크린 관련 대기업 2개의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크게 성장하였

고, 울산미포는 기존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아닌 전기, 기계 관련

업체들의 신규입주가 이루어졌다(전기 업체는 56개에서 97개로 증가).

반면, 상위그룹에서 기존업체의 성장에 의한 고용 성장은 천안3과 사

천1, 양산산단이 대표적이다. 천안3산단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

플레이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8,533명 증가하였으며, 협력 업체들의 신규

입주가 이루어졌다. 또한 사천1산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성장(종사자

가 1,739명에서 2,982명으로 증가하면서 항공기 부품 업체들의 입주가 증

가하고 있으며, 양산산단 역시 넥센타이어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진다. 이

외에도 구미국가(2-4), 문발2, 인주, 상봉암 역시 기존업체의 성장을 통

해 기존의 구조가 강화되면서 고용이 성장하였다10).

9) 현도산단의 고용감소는 오비맥주 종사자의 소폭 감소(296명→288명)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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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명
업체당
종사자

고용
증감률

입지
유형

산단
규모

비고

고용
증가

천안3 282 113.0 일반 중 전자, 전기

사천제1 261 68.6 일반 중 기타운송(항공)

구미국가(2-4) 206 48.1 국가 대 전자

어연한산 184 61.8 일반 소 전자, 자동차

문발2 175 12.4 일반 소 전자

부강 163 17.4 일반 소 전기, 자동차

인주 161 103.4 일반 대 자동차

상봉암 161 76.5 일반 소 정밀광학

미양2 152 43.0 일반 소 전자

울산·미포 132 17.4 국가 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포항국가 123 5.6 국가 대 1차금속(철강)

관창 112 198.8 일반 중 자동차

장당 111 1.8 일반 소 음식료, 전자

완주 110 20.8 일반 대 자동차, 화학

오창과학 101 143.7 일반 대 전기, 정밀기기, 화학

원곡 97 263.8 일반 소 자동차, 비금속광물

양산 96 22.9 일반 중 고무플라스틱

천흥 95 58.6 일반 소 펄프, 전자

여수 89 79.7 국가 대 석유화학

고용감소 현도 156 -1.4 일반 소 음식료(맥주)

[표 3-12] 업체당종사자 상위그룹에 포함된 노후산단 특성
(단위: 명, %)

하위그룹의 경우 고용이 성장하는 수도권의 일부(성남, 반월특수, 인

천)를 중심으로 전자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단은 고용변화에 관계없이 조립금속, 고무플라스틱, 섬유, 기

계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표 3-13 참조). 먼저, 고용이 성장한 산

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업체의 성장보다는 신규업체의 유입의 영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주산단은 풍기인견(섬유) 전문화 단지이나

2008년 입주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지역기반의 업체의 우선입주가 이루

어지면서 특산품인 인삼, 홍삼 등 음식료 제조업체를 포함한 신규업체들

이 입주하면서 고용이 39.2% 증가하였으며, 월항과 음성이테크 역시 기

존의 석재와 섬유에 한정된 입주업종제한이 완화되면서 기계, 조립금속

10) 구미국가(2-4단지)는 LG디스플레이 공장증설과 삼성전자(휴대폰 부문)의 고용

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주(현대자동차), 완주(현대자동차), 문발2(ASE코리아-반

도체) 역시 선도업체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크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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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업체들이 신규로 입주하였다. 반면, 수도권에 위치한 성남산단의 경

우 핸드폰 렌즈 생산업체를 포함한 전기, 의료정밀, 전자부문의 규모가

큰 업체들의 신규입주와 기존의 선도업체(샤니, 한화테크윈)의 고용성장

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반월특수지역과 반월도금, 남동, 인천산단 역시

이질적인 대규모 업체들의 신규입주가 산업단지의 고용성장과 산업구조

의 다각화를 견인하고 있다.

한편, 업체당종사자수 하위그룹에서 고용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입주업체의 침체에도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영세한

업체들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삽진, 강화하점, 강릉중소 등은 구

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삽진산단는 목포

의 조선업 관련 중소업체들을 집단화한 단지이나 조선업의 침체에 따라

고용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신규업체의 입주나 기존업체의 성장이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강화하점 역시 가장 규모가 큰 섬유업체의 대규모 고

용감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대체하는 신규업체의 입주 또는 기존업

체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41.2%의 고용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세기계, 조립금속 업체가 집단화된 강릉중소 산단 역시 기

존 업체의 폐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대체하는 신규업체의 입주가 전

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산업단지 고용이 –48.8% 감소하였다. 반면에,

진주상평, 덕산 산단의 경우에는 선도업체의 침체와 폐업 이후에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로 대체되고 있다. 진주상평 산단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펄프업체의 고용이 444명에서 316명으로 크게 감소

하고 2위인 종이업체가 폐업한 이후에 이를 대신해 영세 조립금속업체들

로 대체되면서 고용이 감소하였다. 또한 덕산산단 역시 규모가 가장 큰

전기 및 기계 업체의 폐업(71명) 이후에 이를 대신해 다수의 영세 조립

금속업체들의 신규입주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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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명
업체당
종사자

고용
증감률

입지
유형

산단
규모

비고

고용
증가

월항 3.6 2.0 일반 소 비금속광물, 기계

영주 6.3 39.2 일반 소 섬유

음성이테크 7.8 1662.5 일반 소 조립금속, 섬유

서울온수 9.1 1.6 일반 소 기계, 조립금속

개진 9.9 9.5 일반 소 음식료, 고무플라스틱

학운 9.9 31.3 일반 소 금속, 고무플라스틱

마정 12.5 40.5 일반 소 기계, 자동차, 조립금속

성남 13.6 72.3 일반 중 전자, 의료정밀, 음식료

인천 14.3 32.5 일반 중 전자, 기계, 조립금속

반월특수 15.1 57.5 국가 대 전자, 기계, 조립금속

검단 15.3 113.1 일반 소 자동차, 기계, 조립금속

반월도금 15.3 8.4 일반 소 조립금속(도금)

남동 15.8 63.8 국가 대 기계, 조립금속, 고무플라스틱

고용
감소

삽진 7.6 -53.4 일반 소 기타운송(조선)

후평 10.5 -3.6 일반 소 의복, 고무플라스틱, 음식료

소촌 10.9 -14.0 일반 소 조립금속, 기계

강화하점 10.9 -41.2 일반 소 섬유

강릉중소 13.1 -48.8 일반 소 기계, 전기

본촌 13.4 -1.4 일반 소 음식료

진주상평 15.0 -11.5 일반 중 기계, 조립금속, 섬유

성서1차 15.7 -4.8 일반 중 섬유, 자동차, 기계

덕산 16.1 -3.0 일반 소 고무플라스틱, 화학

대전 16.8 -1.2 일반 중 기계, 기타운송, 화학

[표 3-13] 업체당종사자 하위그룹에 포함된 노후산단 특성
(단위: 명, %)

3) 혁신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전통적 생산요소를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보

다 생산요소를 창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집

적과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와 혁신역량에서 비롯되며,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형 역시 혁신의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노

후산단이 조성될 당시에는 비용 절감과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혁

신의 중요성은 간과되었으며, 지원시설, 공공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의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혁신측면의 경쟁력 평가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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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후산업단지의 혁신 경쟁력 평가를 위한 데이터는 매우 제한

적이다. 혁신의 결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특허 데이터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만 제공되며, 데이터가 출원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노후산단에서 창출되는 혁신의 결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공장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혁신역량을 지닌 업

체들의 비중(종사자 기준)을 산출하였으며, 이때, 각 공장의 업종(세세분

류)이 첨단업종11)과 고위기술업종12)에 해당하는 경우를 혁신역량을 지닌

업체로 보았다. 특히, 첨단업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

거하여 제조업 중에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을

의미하며, 고위기술업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계에 의하여 제조업

중에서 가장 기술수준이 높은 업종을 의미한다.

혁신측면의 두 세부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두 지표의 범위는 약

0-96%로 비슷하지만 분포특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첨단업종의 표준편

차는 25.1%로 고위기술비중에 비해 약 4.3% 높은 분포형태를 보이며,

대푯값으로 첨단업종의 중위수는 37.9%로 비교적 높으나 고위기술비중

의 경우 3.7%로 매우 낮다(표 3-14 참조). 하지만 두 지표가 각각 독립

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두 지표 사이의 상관계수는 0.540(p=0.000)

으로 높으며, 산포도를 살펴보면 두 지표 사이의 정적인 선형관계를 확

인할 수 있다(그림 3-8 참조). 즉, 두 지표의 차이는 첨단업종이 고위기

술업종을 포함한 더 많은 업종을 포함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둘을

독립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 중에서 고위기술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해당 지표의 표준편차가

작아 신뢰도가 높으며, 특히 해당분류기준을 토대로 저위기술업종의 비

중자료를 구축이 가능하여 혁신측면의 경쟁력이 낮은 그룹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산업집적법」에 의거한 첨단업종은 2011년 기준 총 85개 제조업종(세세분류

기준)이 지정되어 있음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계에서는 제조업을 기술숙련도에 따라 고위, 중고위, 중저

위, 저위업종으로 구분하며, 고위기술은 의약,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

기기, 가전, 정밀기기, 전지, 항공 분야가 포함됨(세세분류 기준 52개 업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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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첨단업종
비중

고위기술
비중

평균 39.4 12.9

중위수 37.9 3.7

표준편차 25.1 20.8

최솟값 0.0 0.0

최댓값 96.3 96.2

자료: 산업단지현황통계(2006, 2016)

[표 3-14] 혁신 평가지표의 기술
통계

(단위: %)

[그림 3-8] 첨단업체와고위기술비중간의산포도

먼저, 순위규모를 이용하여 혁신측면의 경쟁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고위기술 업종비중이 높은 상위그룹과 낮은 하위

그룹을 구분하였으며, 특히, 하위그룹 중에서도 저위기술비중이 높은 산

단을 추출하여 혁신 경쟁력이 낮은 노후산단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9

참조). 그 결과, 10개 노후산단으로 구성된 상위그룹과 15개 노후산단으

로 구성된 하위그룹으로 구분되었고, 중위수를 기준으로 상위그룹은 고

위기술비중이 68.8%, 하위그룹은 저위기술비중이 86.2%로 높다. 또한,

상위그룹은 하위그룹에 비해 대규모, 국가산단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하위

그룹은 대부분이 소규모 일반산단에 해당한다(표 3-15 참조).

구분
고위기술
비중

저위기술
비중

산단규모 입지유형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국가 일반

상위
그룹

68.8 4.82
4
(40.0)

2
(20.0)

4
(40.0)

3
(30.0)

7
(70.0)

하위
그룹

0.0 86.2
0
(0.0)

2
(13.3)

13
(86.7)

0
(0.0)

15
(100.0)

[표 3-15] 혁신 경쟁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특성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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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종사자비중 순위

고기술비중이높은그룹: 
à혁신부문 상위그룹

고위기술비중이 낮은 그룹:

하위그룹 대상으로 저위기술비중 특성 파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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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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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0 60 90

저위기술비중(%)

저위기술비중 순위(역)

고위기술비중이 낮고, 
저위기술비중이 높은 그룹: 
à혁신부문 하위그룹

중위기술비중이
높은 산단

[그림 3-9] 순위규모에 따른 혁신 경쟁력의 상·하위그룹 구분

혁신 경쟁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노후산업단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상위그룹의 경우 입지유형과 규모는 다양하며, 전자·

전기·의료정밀·의약품·항공 분야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

때, 고위기술업종의 전문화는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따른 입주업종의

관리를 통해 비롯되기도 하지만 고위기술에 해당하는 선도업체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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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광주첨단, 오창과학, 대덕연

구개발특구, 향남제약의 경우 조성목적에 따라 과학, 기술, 의약품 등 고

위기술업종이 특화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 광주첨단은 생명공학, 정밀화

학, 광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오창과학은 전기전자, 정밀기계,

신공정 부문에, 대덕특구는 연구개발, 전자전기, 정보 분야에, 향남제약은

의약품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에, 천안3, 사천, 구미국가(2-4단지), 상봉

암, 문발2, 건천1 등은 고위기술군에 해당하는 대기업 선도업체가 입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천안3과 사천1은 각각 전자·전기 분야(삼성전자,

SDI, 디스플레이)와 항공분야(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선도업체의 성장과

함께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

적인 사례로서, 사천1산업단지의 경우 2006-16년 사이에 한국항공우주산

업의 종사자는 1,739명에서 2,982명으로 성장하면서 항공을 비롯한 전자,

전기, 기계 관련 업체의 신규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3-16 참조).

반면에, 혁신 경쟁력 하위그룹은 대부분 소규모 산단으로서 음식료,

섬유·의복, 펄프·종이 비중이 높다. 하지만 저위기술에 해당하는 업체들

의 규모에 따라서 경쟁력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공도,

금산, 현도, 대구염색, 전주1, 본촌, 우산, 후평, 정읍3산단의 경우 저위기

술업종에 해당하는 대기업 공장이 입주해있다. 공도산단의 경우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퍼시스, 시디즈가 입주해있으며, 금산산단의 경우 277명

규모의 육가공업체인 도드람이 입주해있다. 또한 현도산단은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 공장이 입주해있으며, 전주1산단은 605명 규모의 합성섬유업

체인 ㈜휴비스와 542명 규모의 ㈜전주페이퍼가 입주해있다. 이 외에도

후평(한국라텍스공업), 정읍3(하림) 역시 규모가 큰 업체를 포함한다. 이

들 산단의 경우에는 저위기술비중은 높지만 업체단위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위한 역량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정읍1,

양문, 여수오천, 개진산단의 경우에는 저위기술비중이 높으면서 대부분

영세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선도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가 부재하여 혁신측면에 있어 취약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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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명
고기술
비중

저기술
비중

입지
유형

산단
규모

업종

혁신
상위

천안3 96.2 0.00 일반 중 전자, 전기(삼성)

향남제약 83.4 9.56 일반 소 의약, 화학

상봉암 80.9 15.32 일반 소 의료정밀광학(세코닉스)

문발2 78.8 15.29 일반 소 전자(ASE코리아-반도체)

건천제1 74.1 0.00 일반 소 전기(현대성우솔라이트)

오창과학 63.5 4.85 일반 대 전자, 전기, 의료정밀

사천제1 63.0 6.03 일반 중 기타운송(한국항공우주산업)

광주첨단과학 61.1 0.00 국가 대 전자, 전기, 조립금속

구미(2-4단지) 57.9 7.25 국가 대 전자(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대덕특구 55.1 0.99 국가 대 전자, 의료정밀, 기계

혁신
하위

공도 0.0 100.0 일반 소 가구(퍼시스, 시디즈)

금산 0.0 100.0 일반 소 음식료(도드람)

양문 0.0 100.0 일반 소 섬유

현도 0.0 100.0 일반 소 음식료(OB, 하이트맥주)

대구염색 0.0 99.6 일반 소 섬유(대한방직)

영주 0.0 99.2 일반 소 섬유, 음식료

여수오천 5.4 93.9 일반 소 음식료(수산물가공업)

정읍제1 0.0 86.2 일반 소 음식료, 펄프·종이

전주제1 3.7 72.6 일반 중 섬유(휴비스) 화학, 펄프·종이

본촌 6.6 72.0 일반 소 음식료(오비, 해태, 코카콜라)

개진 0.0 63.3 일반 소 음식료

우산 2.1 63.1 일반 소 음식료(삼양식품)

후평 6.6 54.5 일반 소 의복, 고무플라스틱(한국라텍스)

장원1 7.2 53.9 일반 소 조립금속, 화학, 펄프

정읍제3 0.0 48.1 일반 중 음식료, 1차금속(하림)

[표 3-16] 혁신 경쟁력의 상·하위그룹의 노후산단 특성
(단위: %)

4) 수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무역의

존도는 G20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다(강현수, 2011: 2135). 특히, 산업단

지는 국내 제조업 수출액의 74%를 담당하며, 이 중에서도 노후산단의

수출액은 2,430억 달러로 전체 산단의 63%를 차지한다(장철순, 2013: 1).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수출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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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출액 2,005 176 5,937 0 45,946

1인당 수출액 127 60 183 0 1,295

[표 3-17] 노후산단의 수출 지표 특성
(단위: 백만 달러, 천 달러)

국내 노후산단의 수출액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1.7억 달러이며, 1인당

수출액은 약 6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수출액의 표준편차가 59억 달러

에 이르며, 1인당 수출액 역시 18만 달러로 평균에 비해 매우 커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산업단지별 수출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표 3-17 참조).

한편, [표 3-18]은 노후산단의 수출 지표와 타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수출 지표는 생산, 산단 규모, 업체의 규모와 밀접한 상

관관계를 나타낸다. 2016년 기준 노후산단의 총생산액은 수출액과 0.909

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산업시설 총 면적과는 0.821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 또한 1인당 수출액과 노동생산성 역시 0.751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산포도상에서도 노동생산성이 클수록 1인당 수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그림 3-10 참조). 이는 노후산단의 수출이 조성당시의 규모와

노동생산성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총
수출액

1인당
수출액

총생산액 0.909*** 0.461***

노동생산성 0.430*** 0.751***

산업시설총면적 0.821*** 0.570***

업체당종사자 0.186** 0.306***

[표 3-18] 수출과 다른 지표들
과의 상관관계

[그림3-10] 노동생산성과1인당수출액간의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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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규모를 이용하여 1인당 수출액 상위 및 하위그룹을 구분하였다

(그림 3-11 참조). 그 결과, 22개의 노후산단이 포함된 상위그룹과 23개

가 포함된 하위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상위그룹의 1인당 수출액은

약 30.4만 달러(중위수 기준)에 이르며, 노동생산성은 8.1억 원, 업체당

종사자수는 76.2명에 달한다. 반면, 하위그룹은 1인당 수출액은 4천 달러

에도 못 미치며, 노동생산성은 약 1.6억 원, 업체당종사자수는 15.3명에

불과하다. 또한, 산단 규모와 입지유형을 살펴보면, 상위그룹은 하위그룹

에 비해 대규모, 국가산단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하위그룹의 경우 모두 소

규모의 일반산단에 해당한다(표 3-19 참조).

0

1

2

3

4

5

6

7

8

0 20 40 60 80 100 120

ln(1인당수출액)

1인당수출액 순위

1인당 수출액
하위그룹

1인당 수출액
상위그룹

[그림 3-11] 순위규모에 따른 1인당 수출액 상·하위그룹 구분

구분
1인당
수출액

노동
생산성

업체당
종사자수

산단규모 입지유형

대 중 소 국가 일반

상위
그룹

304.4 812.2 76.2
15
(68.2)

3
(13.6)

4
(18.2)

9
(40.9)

13
(59.1)

하위
그룹

3.8 157.5 15.3
0
(0.0)

0
(0.0)

23
(100.0)

0
(0.0)

23
(100.0)

[표 3-19] 수출 경쟁력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특성
(단위: 천 달러, 백만 원/인, 명,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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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그룹과 하위그룹에 포함되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상위그룹의 경우 생산성 또는 고용 경쟁력에서도 상위그룹에 포함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그룹 역시 하위그룹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표 3-20 참조). 이는 수출측면의 경쟁력 지표는 생산성과 고용측면의

지표와 특성이 상당히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업종을 살펴보면,

상위그룹의 경우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제철, 항공 등 대규모 중화학공

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하위그룹의 경우에는 조립금속, 기계, 섬유, 음식

료품 제조업종의 비중이 높다.

한편, 단순히 업종이 수출측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입

주업체 수준의 경쟁력에 따라서 음식료, 고무플라스틱, 가구 등 주로 저

위기술에 해당하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수출측면의 경쟁력 확보를 견인

할 수 있으며,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더라도 수출 경쟁력이 낮을 수 있다.

공도, 문평산단은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공도산단은 저위기

술에 해당하는 가구 제조업 비중이 높으나 경쟁력을 갖춘 퍼시스와 시디

즈가 입주하여 산업단지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문평

산단 역시 고무플라스틱 업종의 비중이 높으나 다국적기업인 한국쓰리엠

이 수출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동, 안성2 산단 역시

대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쟁력을 갖춘 입주업체(NVH코리아, 케이

씨텍)에 의하여 수출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생산성과 고용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수출의존도가 낮은

업체들이 입주하거나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낮은 경

우도 존재한다. 금산산단은 도드람 등 육류가공업체들이 집단화된 산업

단지로서 생산성은 비교적 높으나 수출보다는 주로 국내 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고령산단 역시 주물주조 관련 집단화 단지로서 공정산

업에 해당하는 특성 상 수출 비중은 낮다. 반면, 삽진산단의 경우에는 중

소 조선업체가 집단화된 산업단지로서 수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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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명 1인당수출액 입지유형 규모 주요업종 비고

수
출

상
위

여수 1,295 국가 대 석유화학 생산성/고용상위

신호 831 일반 대 자동차 생산성상위

온산 728 국가 대 조선·제철·서유 생산성상위

전주제1 622 일반 중 의복·펄프·화학

광양국가 591 국가 대 제철(자동차강재) 생산성상위

울산 미포 461 국가 대 석유·자동차·조선 생산성/고용상위

진해 424 국가 대 조선

아산국가(경기) 397 국가 대 자동차 생산성상위

포항국가 342 국가 대 제철(철강재) 생산성/고용상위

사천제1 322 일반 중 항공 고용상위

구미국가(1) 307 국가 대 전자, 섬유

청주 301 일반 대 전자·전기·화학·음식료

천안3 295 일반 중 전자, 전기 고용상위

완주 285 일반 대 자동차 고용상위

공도 272 일반 소 가구 생산성상위

외동 270 일반 소 자동차

안성제2 259 일반 소 화학·기계·음식료

문평 246 일반 소 고무플라스틱 생산성상위

인주 243 일반 대 자동차 생산성/고용상위

익산제2 228 일반 대 자동차·화학

오창과학 225 일반 대 전기·정밀기기·화학 고용상위

광주첨단과학 222 국가 대 전기·전자

수
출

하
위

검단 9.7 일반 소 자동차, 섬유 생산성/고용 하위

장원1 9.4 일반 소 조립금속·화학·펄프

강릉중소 9.1 일반 소 기계·전기 생산성/고용 하위

소촌 8.4 일반 소 조립금속·기계 고용 하위

고령 7.9 일반 소 1차금속

강화하점 6.9 일반 소 섬유 생산성/고용 하위

서울온수 6.3 일반 소 기계 생산성/고용 하위

김제순동 5.4 일반 소 음식료·조립금속 생산성 하위

현도 4.9 일반 소 음식료 생산성/고용 하위

학운 4.7 일반 소 조립금속 생산성/고용 하위

양문 4.2 일반 소 섬유 생산성 하위

후평 3.8 일반 소 고무플라스틱·의복 생산성/고용 하위

음성이테크 3.8 일반 소 조립금속 생산성/고용 하위

반월도금 2.7 일반 소 조립금속 고용 하위

정읍제1 1.6 일반 소 음식료·펄프·종이 생산성 상위

덕산 1.2 일반 소 고무플라스틱·화학 고용 하위

송암 0 일반 소 기계, 자동차 생산성 하위

삽진 0 일반 소 조선 생산성/고용 하위

목동 0 일반 소 기계 생산성 하위

월항 0 일반 소 비금속광물·기계 생산성/고용 하위

마정 0 일반 소 기계·조립금속·자동차 생산성/고용하위

영주 0 일반 소 섬유·음식료 고용 하위

금산 0 일반 소 음식료

[표 3-20] 수출 경쟁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노후산단 특성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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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체 활력도

업체 활력도 측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동률은 노후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이 완료된 업체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로 정의된다. 이때, 가동률은 실제 영업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업체 입주가 성숙단계에 있는 노후산업단지에서 쇠퇴 이후 구조조정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산단 수준에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신규업체의 입주로 인하여 가동률은 높

게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업체의 폐

업 이후에 신규업체의 입주가 둔화되어 가동률은 감소하게 된다.

국내 노후산업단지의 가동률은 평균 94.0%, 중위수는 97.3%로 매우

높다(표 3-21 참조). 또한 표준편차는 8.7%로 비교적 낮다. 또한 히스토

그램을 통해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가동률 100%에 노후산단들이 매우

밀집해있으며, 이때, 총 48개(39.7%)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가 가동률

100%를 나타낸다(그림 3-12 참조).

구분 업체가동률

평균 94.0

중위수 97.3

최빈값 100.0

표준편차 8.7

최솟값 53.3

최댓값 100.0

[표 3-21] 노후산단의 업체 가동
률 분포특성

(단위: %)

[그림 3-12] 업체 가동률에 대한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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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체 가동률의 경우 업체 활력도 경쟁력 상위그룹에 해당하는

노후산단을 구분하는 지표로서 활용가능성은 높지 않다. 순위규모를 이

용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업체가동률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후산단

은 가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나며, 일부만이 낮은 가동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3-13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위그룹의 특성

을 살펴보기보다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노후산업단지 18개를 추출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업체 가동률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노후산단은 산단 규모와 입지유형

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위그룹의 노후산업단지는

해당지역의 산업수요가 적거나 공장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다는 특

성이 나타난다. 하위그룹에 포함된 18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11개는 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서지역(강화하

점) 또는 자연보전권역(목동-가평)에 위치하여 산업수요가 높지 않은 특

성을 보인다. 특히, 대규모에 해당하는 북평국가산단을 살펴보면, 배후지

역으로서 강원도는 제조업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지

역으로 해당 산단은 미분양의 문제가 장기간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산의 군산국가1, 2단지

의 경우에는 선도업체(GM대우, 현대중공업)의 위기에 따른 여파로 인해

산단 낮은 업체 가동률이 나타난다.

한편, 가동률 지표는 업체의 활력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하위그룹의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소수의 입주업

체의 일시적인 휴업과 폐업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업체 가동률이 나타나

기도 한다. 공도, 신평, 장원, 두교산단은 등록업체 자체가 4-11개에 불

과하며, 따라서 1-2개의 업체 휴업에도 가동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동률은 업체활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타당성을 지

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동률 지표는 상위그룹을 구분하기 어렵고,

업체의 활력과 관계없이 낮은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가능

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표 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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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순위규모를 통한 업체 가동률 하위그룹 추출

산단명 지역 가동률 입지구분 규모 비고

가
동
률
하
위

강화하점 인천강화군 53.3 일반 소 수도권(도서지역)

북평국가 강원동해시 61.8 국가 대 비수도권

여수오천 전남여수시 65.3 일반 소 비수도권

율촌제1 전남여수시 72.7 일반 대 비수도권

공도 경기안성시 75.0 일반 소 소규모

삽진 전남목포시 76.3 일반 소 비수도권

관창 충남보령시 76.5 일반 중 비수도권

목동 경기가평군 78.6 일반 소 수도권(자연보전권)

군산2 전북군산시 78.6 국가 대 비수도권

광주첨단과학 광주북구·광산구 79.7 국가 대 비수도권

신평 경기포천시 80.0 일반 소 소규모

군산국가 전북군산시 80.5 국가 대 비수도권

인주 충남아산시 81.4 일반 대 비수도권

장원1 경기안성시 81.8 일반 소 소규모

추팔 경기평택시 83.3 일반 소 소규모

온산 울산울주군 84.6 국가 대 비수도권

두교 경기안성시 85.7 일반 소 소규모

충주제1 충북충주시 86.0 일반 중 비수도권

[표 3-22] 업체 가동률 하위그룹 노후산단의 특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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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우리나라 경제에서 노후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이들

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후산

단은 이질성이 크고, 오래된 노후산단에서 높은 생산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법적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착공 후 경과기간으로는 경쟁력

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절한 지표를 통해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문제 산단을 선별하고, 경쟁력 약화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중

요하다. 본 장에서는 노후산단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를 선정하

여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평가는 경쟁력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지역 측면에서 노동생산

성, 고용, 혁신과 산업단지 측면의 수출, 업체활력도의 5개 범주 8개 세

부지표를 통해 각각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세부지표 중에서 수

출 및 업체활력도 측면의 지표들은 적용가능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먼저,

1인당 수출액은 산단 규모, 고용규모, 노동생산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

니고, 상·하위 그룹 간 특성이 중첩된다. 또한 업체활력도 측면에서 가동

률은 산업수요와 관련을 지니지만 대부분의 노후산단이 10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면에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측면의 세부지표의 경우에는 서로 상이

한 특성을 보이면서 상호보완성을 지닌다. 먼저, 노동생산성의 경쟁력 평

가 결과, 상위그룹은 조선·철강·석유 비중이 높은 대규모 중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의 감소가 나타난다. 반면, 하위그룹의 경우에는 입주업

체의 규모와 업종이 아닌 구조조정의 특성에 따라 생산성의 변화가 이루

어진다. 특히, 하위그룹에서 생산성의 향상은 신규업체의 입주와 기존업

체의 성장의 구조조정이 모두 나타나며, 생산성 감소 산단들은 구조조정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경쟁력 평가는

규모와 변화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고용변동에 의

한 ‘불황형 증가(강화하점, 강릉중소)’와 ‘성장형 감소(양산, 상봉암, 음성

이테크)가 존재하므로 고용 지표와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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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 측면의 경쟁력 평가 결과, 고용 경쟁력 상위그룹은 전자,

전기, 자동차 관련 비중이 높은 반면, 하위그룹은 고무플라스틱, 조립금

속, 섬유 관련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고용 변화는 구조조정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하위그룹의 고용

성장은 주로 신규업체의 입주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구조조정의 부재(삽

진, 강화하점, 강릉중소 등)와 영세업체들로 대체(진주상평, 덕산 등)되는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칠괴, 북평국가, 문발, 진해국

가산단은 노동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감소하며, 이는 선도업체의 위기

(STX조선, 쌍용차)와 낮은 산업수요에 따른 장기미분양과 관련이 있다.

셋째, 혁신 측면의 경쟁력 평가 결과, 고위기술의 업종 상위그룹은 전

자, 전기, 의료, 의약, 항공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조성목적에 따라 연구

개발에 특화된 산단(광주첨단, 오창과학, 대덕연구, 향남제약)과 고위기술

군의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천안3, 사천, 구미

-2-4단지, 상봉암 등)로 구분된다. 반면, 저위기술 비중이 높은 하위그룹

은 음식료, 섬유, 의복, 펄프 비중이 높지만, 고용 규모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저위기술의 대기업이 입주한 경우 규모의 경제와 기술 개발의 가능

성이 높지만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혁신

측면의 경쟁력 평가도 타 지표와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세부지표별 경쟁력 평가 결과, 각 지표별로 상이한 특성이

나타난다. 이는 노후산단의 경쟁력이 특정 지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후산단의 경쟁력은

단순히 쇠퇴하는 업종의 비중과 업체의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산

업단지와 입주업체 수준의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후산단의 경쟁력의 평가는 경쟁력에 따라 노후산단을 구분하

고, 경쟁력이 낮은 노후산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

만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4장에서는 세부지표별 경쟁

력 평가결과를 토대로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종합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추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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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틀과 분석 방법

1) 분석 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경쟁

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특히, 세부지표를 통한 경쟁력 평가는 하위그룹의 노후산단을

추출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문제 원인을 진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요인을 추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노후산단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은 [그림 4-1]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된다. 첫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 경

쟁력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며, 둘째, 종합 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경쟁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첫째, 경쟁력 결정요인의 종속변수가 되는 노후산단의 종합 경쟁력 지

수를 산출하였다. 경쟁력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는 특성이 이질적이므로

단일지표를 통해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평가지표별 특성을 반영

한 적절한 합성방법을 선정하여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경쟁력 결정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여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추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구조 특성, 신

규업체의 입주 특성, 근무 및 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모

델에 투입될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때, 산업구조는 락-인의 형성과

집적(불)경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신규업체는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서(Trippl & Otto,

2009: 1223), 신규업체의 입주정도와 신규업체 특성이 경쟁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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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생산·근무 환경은 입주업체

의 생산효율 감소와 취업기피를 발생시키는 요소로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 영역을 의미하며, 배후지역의 특성은 노후산업단

지가 위치한 배후지역의 혁신, 노동력 등의 여건을 포함한다. 이후, 산출

된 종합 경쟁력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때,

물리적 환경은 산단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 모델과

함께 규모별로 구분하여 세부모델을 각각 구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결정모형을 토대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결정

하는 요인들을 풀이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원인과 대응정책

을 거시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노후산단의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

노후산단의 종합 경쟁력 지수 평가

경쟁력 결정요인 모형 구축

모형 풀이 및 해석

- 평가지표별 특성 파악: 상관관계, 기술통계
- 표준화 방법 선정: 선형변환 이용
- 최종합성변수 선정: 변수투입의 민감도 분석(정태/동태)

- 종합경쟁력 지수를 적용한 노후산단의 경쟁력 측정
- 순위규모를 통한 상, 중, 하위그룹 구분과 특성 비교분석

모델에 투입될 변수 선정

- 종속변수: 노후산단 종합 경쟁력 지수
- 독립변수: 4개 부문 16개 변수로 구성

1) 산업구조 특성
2) 신규업체 입주 특성
3) 근무 및 생산 환경
4) 배후지역 특성

다중회귀모형 구축

- 전체 노후산단 모델
- 규모별(대규모/소규모) 세부모델

[그림 4-1] 경쟁력 결정요인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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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평가지표별 분포특성과 지표합성의 필요성을 진

단하기 위하여 지표별 상관관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지표별 분포의 이질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지표의 합성이 필요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서로 상이한 분석단위를 지닌 지표들의 표준화

는 최댓값을 기준으로 하는 선형 변환(Maximum score linear scale

transformation)을 이용하였다. 선형 변환은 벡터의 스칼라 배와 벡터 간

덧셈을 조합하여 새로운 벡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극단값의 영향을 줄

이면서도 기존의 분포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표준화 방법이다. 특히, 노

후산업단지의 경우 극단값의 존재로 인해 표준편차가 크고 비정규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선형 변환이 필요하다. 선형 변환은 각 지표별 최댓

값, 최솟값을 토대로 정의되는 1차 함수로부터 결정되며, 이때 각 지표의

표준화된 변환점수()는 최솟값 0, 최댓값 1의 새로운 벡터로 변환된다

(수식 4-1 참조).

    

   
[수식 4-1]

(여기서, : 지표의 표준화된 변환점수, : 변환 전 지표의 변량,

: 지표의 최댓값, : 지표의 최솟값)

지표들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이후, 지표 합성에 최종적으로 투입될 변

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변수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위해 케이스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최종

적으로 선정된 지표와 합성방법을 토대로 산출된 종합 경쟁력 지수를 이

용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순위규모를 이용하여 상위,

중위, 하위그룹별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종합 경쟁력 지

수의 적용가능성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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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쟁력 지수로 산출된 각 노후산업단지별 경쟁력 점수를 토대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론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

구와 지표별 경쟁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구조조정, 락-인 형성 요인, 근무·생산 환경, 배후지역 등 4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후, 노후산업단지 종합 경쟁

력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와의 선형관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수식 4-2 참조). OLS 회귀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회귀선을 추정함에 있

어 예측치( )와 실측치()의 차이인 잔차()를 제곱한 값들의 합을 가

장 작게 해주는 최적의 회귀선을 추정하게 된다(수식 4-3 참조).

     [수식 4-2]

min  min  
 [수식 4-3]

(여기서,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회귀계수,  : 오차)

2.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산출

1)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 과정

노후산단의 경쟁력은 세부지표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특정 지표

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표별 특성을 종합하는 계량화된 지수가

필요하다.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들이 이용되고

있다. 허문구 외(2012)는 노후산단의 혁심잠재력과 인프라와 관련한 지

표들을 이용한 노후산단 활력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장철순·김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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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역시 기반시설과 산업혁신 부문으로 구성된 다수의 지표들을 이

용하여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측정하여 하위 30%의 노후산단을 추출하였

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경쟁력 결정요인 추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지표들은 경쟁력의 결과와 그 원천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에

반해, 박병호 외(2009)는 고용, 생산액, 수출액, 가동엄체 증감률로 구성

된 산업쇠퇴 진단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이때 각 지표의 표준화와 상대적

인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또한 진정규·허재완(2014) 역시 생산액, 고용,

가동률의 3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복합 쇠퇴지수를 산출하여 경쟁력을 종

합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들의 경우, 경쟁력의 결과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종합 경쟁력을 산출하였지만 생산액과 수출액 자체는 산단 규

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과 산단별 차이로 인해 각 지표별 편차가 크고

극단치가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세부지표별 경쟁력 평가

결과 적용가능성을 지니는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 측면의 지표로 구성된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5개의 세부지표는 경쟁력의 결과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지표별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표별 특성이 상

이하고 상호보완성을 지닌다(그림 4-2 참조).

노후산단
종합 경쟁력

지수

노동
생산성

고용 혁신

규모:
노동생
산성

변화:
생산성
증감률

규모:
업체당
종사자

변화:
고용

증감률

고위기술

비중
(종사자)

[그림 4-2] 노후산단 종합 경쟁력 지수의 구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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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합성의
필요성 진단

⇨

지표의 표준화
방법 결정

⇨

최종
투입변수
확정

⇨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 및
특성 분석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선형변환
변수투입의
민감도 분석

[그림 4-3] 노후산단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 과정

노후산단의 종합 경쟁력 지수의 산출 과정은 [그림 4-3]과 같다. 먼저,

지표 합성의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을 수

행하였다. 둘째, 경쟁력 세부지표별로 상이한 분석단위를 통일시키기 위

하여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측정 단위를 갖는 지표들을 종합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표준화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표준화 방법에 따라서 지표의 특성이 손실되거나 실제 분포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후산단의 경우에는 산단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각 지표별 편차가

매우 크고, 극단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

되는 Z-score 또는 순위합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표준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각 지표별 분포특성을 먼저 파악하여

적절한 표준화 방법을 탐색하였으며, 선형 변환을 통해 표준화를 수행하

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합성에 투입될 변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지표 투

입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민감도는 정태적인 측면에서 생산

성, 고용, 혁신 부문과, 동태적인 측면에서 생산성과 고용의 변화로 구분

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동태적인 요소들은 대규모 고용감

축에 따른 ‘불황형’ 생산성 증가와 고용성장에 의한 ‘성장형’ 노동생산성

감소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변수

들을 투입한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상, 중, 하위 그룹으로 구분

하여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종합 경쟁력 지수의 적용가능성을 진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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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표 합성의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경쟁력 평가를 위한 5개

의 세부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지표들 사이

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고 분포특성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참조). 특히, 지표들 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업체당종사자와

노동생산성(0.325), 업체당종사자와 고위기술비중(0.456)의 경우에도 상관

계수가 0.5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지표로 간주하여 임의

로 제외시키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평가하

는 세부지표들은 서로 이질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종합하는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부 평가지표들을

합성할 필요가 있다.

구분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

노동생산성 생산성증감률업체당종사자 고용증감률 고위기술비중

노동
생산성

노동생산성 1 0.046 0.325*** -0.055 -0.045

생산성증감률 1 0.023 -0.124 -0.015

고용
업체당종사자 1 -0.038 0.456***

고용증감률 1 -0.027

혁신 고위기술비중 1

*,**,***: =0.1,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1] 세부 평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

노동생산성 생산성증감률업체당종사자 고용증감률 고위기술비중

평균 473.4 54.2 52.9 84.8 12.9

표준편차 427.3 101.0 51.4 327.2 20.9

왜도 2.725 2.014 2.111 7.715 2.166

최댓값 46.7 -85.0 3.6 -91.3 0.0

최솟값 2994.4 482.5 282.2 3117.5 96.0

[표 4-2] 경쟁력 평가 지표의 분포 특성
(단위: 백만 원/인,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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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의 분석 단위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각 지표별 분포특성을 파악한 결과, 국내 노후산단은 지표별로

표준편차가 평균에 비해 크고, 모두 왜도가 2 이상으로서 큰 수치의 극

단값들이 존재하는 오른쪽 꼬리분포를 보인다(표 4-2 참조). 따라서 지

표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원자료의 분포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극단값에 대

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표의 표준화는 Z점수, 순위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최댓값을 기준으로 하는 선형변환 방식을 이용하였다. 표준화

에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Z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각 변수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표준편차상의 위치를 산출하지만

극단값으로 인한 비정규분포를 보이는 노후산업단지에는 적용하기 어렵

다. 반대로 극단값의 영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순위점수 방식의 경우

각 지표별 순위를 이용하여 최솟값을 1로, 최댓값을 n으로 변환한다. 하

지만 기존의 분포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사례수가 121개로 크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선형변환의 경우 최댓값과 최솟값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선형의 1차함수로부터 새로운 벡터가 형성되며, 극단

값의 영향을 줄이면서도 기존의 분포특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최댓값을 1로, 최솟값을 0으로 하는 새로운 벡터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선형변환에 의해 표준화된 각 지표는 [그림 4-4]와

같이 노후산업단지의 각 지표별 원자료의 분포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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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원자료) 노동생산성(선형변환)

생산성증감률(원자료) 생산성증감률(선형변환)

업체당종사자수(원자료) 업체당종사자수(선형변환)

고용증감률(원자료) 고용증감률(선형변환)

고위기술비중(원자료) 고위기술비중(선형변환)

[그림 4-4] 선형변환 전후의 투입지표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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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정된 5개의 지표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변수를 투

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민감

도 분석은 합성에 투입되는 변수의 조합에 따른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

며, 정태적 지표들과 동태적 지표를 구분하여 변수 조합 케이스를 선정

하였다. 이는 경쟁력의 개념이 높고(정태적), 지속가능한(동태적) 경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욱

이, 동태적 지표는 대규모 고용변화에 따른 ‘불황형 노동생산성 향상’과

‘성장형 노동생산성 감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업체당종사자, 고위기술비중의 정태적 지표만으로 구성된 경

우와 생산성증감률, 고용증감률의 동태적 지표만으로 구성된 경우, 정태

적인 지표와 동태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를 조합하여 각 케이스별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표 4-3 참조). 그 결과, 정태적 지표만으로 구성

된 CASE1은 모든 지표가 합성된 CASE3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

타나지만 동태적 지표로 구성된 CASE2와 전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표 4-4 참조). 이는 정태적 지표와 동태적 지표들은 서로 다른 분

포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 경쟁력

을 측정하는 지수는 5개 지표는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합

성에 모두 이용될 필요가 있다.

구분 투입변수

CASE 1
(정태적)

노동생산성+업체당종사자
+고위기술비중

CASE 2
(동태적)

생산성증감률+고용증감률

CASE 3
(정태적+
동태적)

노동생산성+업체당종사자
+고위기술비중

+생산성증감률+고용증감률

[표 4-3] 변수 투입의 케이스 조합

구분 CASE 1 CASE2 CASE3

CASE 1 1 -0.010 0.895***

CASE 2 1 0.436***

CASE 3 1

*,**,***: =0.1,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4] 투입 변수 케이스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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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표들 사이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가중치 부여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연구자에 따라 결과

가 상이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

중치 부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각 노후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고유의 발전경로를 형성해왔기 때

문에 경쟁력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니는 요소는 동일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

의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였다13).

최종적으로 종합 경쟁력 지수는 각 지표별 표준화 점수의 합으로 정

의되며, 이는 [수식 4-3]과 같다. 종합 경쟁력 지수는 고용증감률을 제외

하고 0.3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업체당종사자와 고위기술비중은 0.6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순위합 방식을 이용한 지표합성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지표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

경쟁력 지수가 정보의 손실을 줄이면서 모든 지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4-5 참조).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은 고용규모와 혁신측면의 지표들의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  ∆ [수식 4-3]

(여기서, : 종합 경쟁력 지수, : 부문의 표준화 점수,

부문는 생산성(), 고용(), 혁신()으로 구성)

구분 노동생산성 생산성증감률업체당종사자 고용증감률 고위기술비중

순위합 방법 0.453*** 0.238*** 0.600*** 0.029 0.541***

종합
경쟁력지수(CI)

0.454*** 0.397*** 0.760*** 0.136 0.665***

*,**,***: =0.1,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5] 지표 합성 결과와 투입된 세부지표간의 상관관계

13) 실증적으로 각 투입변수별 2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를 부여한 케이스와 부여하지 않은 케이스 사이의 상관계수는 모두 0.962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결과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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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경쟁력 지수 산출 결과

종합 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여 121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산출하

였다. 그 결과, 국내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지수는 평균 0.756점,

중위수 0.643으로 낮으며, 표준편차는 0.435점을 보인다(표 4-6 참조). 또

한 최댓값은 3.046점(천안3)으로 총점 5점에서 2점이나 낮은 수치를 보

이고 있어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지니는 노후산업단지는 존재하지 않

는다. 더욱이,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종합 경쟁력 지수가 1점 이하인 산

업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그림 4-5 참조).

종합 경쟁력 지수에 따른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수의 적

용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순위규모를 이용하여 종합 경쟁력 지수에

따라 상, 중, 하위그룹을 구분하였다(그림 4-6 참조). 그 결과, 노후산단

은 20개의 상위그룹, 65개의 중위그룹, 36개의 하위그룹으로 구분되었다

(표 4-7 참조). 이때 상위그룹의 종합 경쟁력 지수는 1.16 - 3.05점, 중위

그룹은 0.51 - 1.06점, 하위그룹은 0.5점 이하의 점수분포를 보인다.

구분 업체가동률

평균 0.756

중위수 0.643

표준편차 0.435

최솟값 0.151

최댓값 3.046

[표 4-6] 종합경쟁력지수의분포

[그림 4-5] 종합 경쟁력 지수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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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종합 경쟁력 상·중·하위 그룹의 구분

구분 산단명

상위그룹
(20)

군산2국가, 청주, 여수, 오창과학, 인주, 구미국가(2-4단지), 익산국가, 관창, 사천1,
천안3, 소촌, 전주2, 현도, 건천1, 향남제약, 미양2, 상봉암, 부강, 문발2, 어연한산

중위그룹
(65)

성서3차, 광주첨단과학, 성서2차, 대덕연구개발특구, 평동, 하남, 신호, 칠서,
아산국가(경기), 아산국가(충남), 창원, 구미국가(1), 익산2, 온산, 군산일반,

광양국가, 완주, 포항국가, 울산 미포, 성남, 한국수출(디지털), 한국수출(부평·주안),
달성2차, 정읍3, 왜관, 대전1·2, 대죽, 전주1, 경산1, 송탄, 충주1, 양산, 월항, 영주,
음성이테크, 반월도금, 용현, 정읍2, 경산2, 인천서부, 송암, 동항, 정읍제1, 본촌,
장원1, 순천, 공도, 외동, 음성하이텍, 문막, 금산, 평택, 대구염색, 안성제2, 천안제2,

추팔, 대풍, 안성1, 금왕, 우산, 조치원, 천흥, 원곡, 장당, 문평

하위그룹
(36)

반월특수지역, 남동, 북평국가, 대불국가, 명지·녹산, 군산국가, 달성1차, 진해,
율촌제1, 인천, 진주상평, 성서1차, 신평·장림, 어곡, 서울온수, 개진, 학운, 삽진,
마정, 후평, 강화하점, 강릉중소, 검단, 덕산, 인천기계, 여수오천, 마천, 목동, 양문,

김제순동, 문발1, 고령, 상수, 신평, 칠괴, 두교

[표 4-7] 국내 노후산단의 종합 경쟁력 구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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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쟁력 그룹별로 투입된 지표들의 중위수를 살펴본 결과, 하위

그룹에 해당할수록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다(그림 4-7 참조).

특히, 종합 경쟁력 지수 하위그룹은 5개 지표 모두 경쟁력이 취약한 상

황이다. 하위그룹의 노동생산성의 중위수는 약 1.8억 원으로 6.6억에 달

하는 상위그룹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위기술비중은 1.6%로

상위그룹(33.8%)에 비해 매우 낮다. 더욱이, 하위그룹의 고용증감률의 중

위수는 –0.7%로 절반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고용감소가 이루어져왔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표 4-8 참조). 이는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은 5개 지표 모두 매우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종합 경쟁력 지수가 투입된 5가지의 모

든 지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지수는 적용가능성을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노동생산성 생산성증감률 업체당종사자 고용증감률 고위기술비중

상위그룹 656.8 48.5 132.2 58.4 33.8

중위그룹 436.2 43.3 39.8 24.4 3.7

하위그룹 183.4 13.0 18.9 -0.7 1.6

[표 4-8] 종합 경쟁력 그룹별 세부 평가지표 특성
(단위: 백만 원/인,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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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종합 경쟁력 그룹별 평가지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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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쟁력 지수 상, 중, 하위그룹별로 착공 후 경과기간, 규모, 지역,

입지유형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4-9 참조). 먼저, 착공 후 경과기간과 입

지유형에 의해서는 상위, 중위, 하위그룹별 비중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오래되거나 일반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하위그

룹의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노후산업단

지의 종합 경쟁력은 물리적인 경과기간과 입지유형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노후산업단지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서는 상위그룹과 하위

그룹의 비중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산단 규모를 살펴보면, 소규모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하위그룹의 비중이 33.8%로 중규모와 대규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입지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비중이 39.5%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하

위그룹 노후산업단지가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4-8 참조). 이들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 이후 도시 확장 및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

면서 도시 내부로 편입되었거나, 수도권 내에서도 산업수요가 높지 않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비수도권을 경우에는 비수도권 시에 위치한 노후

산업단지에서 상위그룹의 비중이 20.8%로 가장 높으며, 특히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상위그룹의 노후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 등

인구유발시설의 입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다. 반면, 비수

도권의 군 지역에 위치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상위그룹에 해당하는 산

업단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노후산업단지의 경

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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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 합계

경과
기간

20-30년
13

(16.9%)
42

(54.5%)
22

(28.6%)
77

(100.0%)

31-40년
4

(16.0%)
12

(48.0%)
9

(36.0%)
25

(100.0%)

40년 초과
3

(15.8%)
11

(57.9%)
5

(26.3%)
19

(100.0%)

입지
유형

국가산단
4

(17.4%)
12

(52.2%)
7

(30.4%)
23

(100.0%)

일반산단
16

(16.3%)
53

(54.1%)
29

(29.6%)
98

(100.0%)

규모

소규모
10

(15.4%)
33

(50.8%)
22

(33.8%)
65

(100.0%)

중규모
4

(18.2%)
13

(59.1%)
5

(22.7%)
22

(100.0%)

대규모
6

(17.6%)
19

(55.9%)
9

(26.5%)
34

(100.0%)

지역

수도권
5

(13.2%)
18

(47.4%)
15

(39.5%)
38

(100.0%)

비수도권 시
15

(20.8%)
39

(54.2%)
18

(25.0%)
72

(100.0%)

비수도권 군
0

(0.0%)
8

(72.7%)
3

(27.3%)
11

(100.0%)

[표 4-9] 종합 경쟁력 그룹별 현황 비교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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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종합 경쟁력 지수에 따른 노후산단 분포

한편, 종합 경쟁력 순위에 따른 각 그룹별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은 [표

4-10]과 같다. 먼저, 산업구조 측면에서 하위그룹은 상위그룹에 비해 산

업집중도와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그룹의 자본재

생산 업체 의 비중은 27.9%로 상위그룹의 약 3배에 달한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하위그룹은 지원시설과 공공시설용지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상위그룹의 중위수는 약 5만 ㎡인

반면 하위그룹은 약 1만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용지

역시 상위그룹은 약 24만 ㎡인 반면 하위그룹은 약 9만 ㎡에 불과하다.



- 109 -

신규업체 측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규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

중, 하위그룹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지만 신규업체의 특성은 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상위그룹의 경우, 신규업체 평균용지면적은 약 9천

㎡으로 비교적 크지만 하위그룹의 경우 약 3천 ㎡에 불과하며, 신규업체

중 영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위그룹은 58.8%에 달한다. 또한 상

위그룹은 신규업체 중 고위기술업체 비중이 29.0%로 높고 저위기술의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하위그룹의 신규업체 중 고위기술은 약 2.0%

로 매우 적으며, 저위기술 업체의 비중은 9.6%에 달한다. 이는 노후산업

단지의 경쟁력은 신규업체의 양보다 규모와 기술수준 측면의 질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시설 특성 역시 종합 경쟁력 지수의 크기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난다. 상위그룹의 업체당 평균용지면적은 약 1만 5천 ㎡로 크

고, 노후공장 비중은 1.5%에 불과한 반면, 하위그룹의 업체당 평균용지

면적은 약 3천㎡로 작다. 이는 하위그룹의 노후산단들의 상위그룹에 비

해 생산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

산업
구조

고위기술 비중(종사자) 33.8 3.7 1.6

저위기술 비중(종사자) 6.6 19.1 17.0

산업집중도 1.9 1.2 1.5

자본재 생산 비중(종사자) 8.6 19.6 27.9

토지
이용

지원시설용지 44.5 29.3 12.7

공공시설용지 241.2 242.1 92.8

신규
업체
(06-16)

신규업체 비중 54.2 60.2 59.7

신규업체 평균용지면적 9.1 4.4 3.0

신규업체 영세업체 비중 28.1 41.0 58.8

신규업체 고위기술 비중 29.0 4.4 2.0

신규업체 저위기술 비중 1.0 15.3 9.6

생산
시설

업체당 평균용지면적 14.9 8.1 2.8

노후공장 비중 1.5 6.0 3.5

주: 노후공장 비율은 등록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장을 의미함

[표 4-10] 종합 경쟁력 그룹별 노후산단 특성
(단위: %,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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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인 추정

1) 분석 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기술통계를 통한 경쟁력의

평가는 경쟁력이 높거나 낮은 노후산업단지를 구분하고, 전반적인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경쟁력의 약화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추론통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그림 4-9]의 절차로 수행하였다. 첫째, 전체 노후산단의 경쟁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부문별 경쟁력 평가결

과를 토대로 모델에 투입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특히, 독립변수는 산업

구조 특성, 신규업체 입주 특성, 근무/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에 초점

을 맞추되, 지역 더미를 이용하여 지역별 경쟁력 차이를 반영하였다. 이

때, 산업구조 특성은 산업지역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

로서(Lengyel, 2004: 12), 집적(불)경제와 락-인을 형성하는 산업구조 요

인의 영향력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신규업체는 오래된 산업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

닌다(Tripple & Otto, 2009: 1219). 특히, 세부지표별 경쟁력 평가 결과

상위그룹은 경쟁력을 지닌 신규업체의 입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근

무·생산 환경은 노후산단의 생산효율과 노동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및 생산설비 등 물리적인 특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배후지역 여건 역시 산업단지의 경쟁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김성제 외, 2017: 92).

둘째, 전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모델 추정 결과를 토대로 규모별로

구분된 세부모델을 구축하였다. 산업단지는 규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

치기준이 상이하며, 입주업체 역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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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산단일수록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쟁력 세부모

델의 구축은 소규모와 대규모 노후산업단지에 초점을 두었다. 종합 경쟁

력 평가 결과, 소규모 노후산단은 하위그룹의 비중이 높으며, 물리적인

측면에서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별도의 모델구축이 필요하다. 반면, 대규모 산단의 경우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주요 산단들이 포함되며, 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크

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특정을 지닌다. 이때, 투입되는 변수는

사례수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모델에서 유의성을 지

닌 변수를 추출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전체 노후산단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규모별 세부

모델을 종합하여 국내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내 노후산단의 관리방향을 도출하였다.

전체 노후산단의 경쟁력 모델 구축

모델 구축을 위한 변수 선정

- 산업구조 특성, 신규업체 특성, 근무/생산환경, 배후지역 특성, 지역 더미

산단 규모별 세부 모델 구축

소규모와 대규모에 초점

- 소규모: 종합 경쟁력 하위그룹 비중이 높으며, 지원,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움
- 대규모: 기간산업이 다수 포함되며, 정비사업 투입 재원이 커 사업추진이 어려움

- 규모별 세부모델은 사례수가 많지 않음(대규모: 34, 소규모: 65)
- 전체 노후산단의 경쟁력 모델에서 유의성을 지닌 6개 변수 투입

모델 해석 및 풀이 / 규모별 영향요인 비교

전체 산단 경쟁력 모델 구축

규모에 따른 산단의 물리적 환경(근무/생산 환경) 차이

전체모델에서 유의성 지닌 변수 초점

규모별 세부모델 구축

[그림 4-9] 경쟁력 결정요인 추론을 위한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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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선정

노후산단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선정된 변수는 [표 4-11]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노후산단의 종합 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산업구조, 신규업체 특성, 근무/생산 환경, 배후지역과 관련

된 변수들과 지역더미를 포함한 15개 변수로 구성된다.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산업구조 특성은 산업집중도, 산업집중도의 변

화량, 자본재 생산업종의 종사자 비중 등 3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산업집

중도는 노후산단에 집적경제의 영향이 작용하는지, 아니면 집적불경제로

전환되어 되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만약 노후산단에 집적경제가

형성되어 있다면 종합 경쟁력 지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집적불

경제로 전환되었다면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산업집중도의 변

화량은 구조조정의 경로 중에서 기존 업체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구조가

강화되는 조정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성공적인 조정에 의한 경쟁력 향상이 나타난다면 (+)의 영향이 산업구조

의 다각화의 영향력이 발견된다면 (-)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산업집중도는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상대엔트로피14)를 이용하였으

며, 담배제조업15)을 제외한 20개 제조업종(중분류)별 종사자수를 기준으

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재 생산업종16)의 비중은 구조조정이 잘 이

루어지지 못하는 산업구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과도하게 자

본집약도가 높고 동질적인 산업구조에서는 고착화된 경제시스템으로 인

14) 상대엔트로피는 식은 다음과 같으며, 수치가 클수록 산업이 집중되었음 것을 의미한

다. 20개 제조업의 상대엔트로피는 0(완전균등)～2.5597(완전집중)의 범위를 지닌다.

 : 상대엔트로피(집중도), m ax : 최대엔트로피,  : 엔트로피지수

 : 전체 업종   m ax    ln  




ln

 수, : 업종의 종사자수

15) 담배제조업은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KT&G에서 독점

적으로 생산되는 특수 업종에 해당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16) 자본재 업종 분류는 산업연구원(2016)의 주요산업동향지표의 기준을 적용하였으

며, 자동차·조선·철도·항공·기타수송·일반기계·특수기계·정밀·전기기기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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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쇠퇴 이후에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

(Greco & Di Fabbio, 2014: 427).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를 지닌 노후산

단에서 경쟁력의 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의 영향이 예상된다.

둘째, 신규업체는 오래된 산업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는 주체로

서(Tripple & Otto, 2009: 1219), 신규업체의 비중, 신규업체 중 대기업의

비중, 신규업체 중 고위기술의 비중, 신규업체의 평균용지면적의 4개 변

수를 선정하였다. 신규업체 비중은 전체 업체 중에서 분석 기간 중 신규

로 입주한 업체의 비중을 의미하며, 노후산업단지 내 신규업체의 활발한

입주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 영향이 예상

된다. 신규업체 중 대기업 비중과 고위기술 비중, 신규업체의 평균용지면

적은 신규 입주한 업체의 규모 및 기술수준 측면의 경쟁력과 관련되며

(+)의 영향관계가 예상된다.

셋째, 근무·생산 환경은 노후산단의 물리적 환경 특성이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과 생산설비의 특성과 관련

한 5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주거시설, 지원시

설, 공공시설 용지면적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최근 근무여건과 혁신 차

원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산단의 정주여건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는 크게 산업시설, 복합시설, 주거시설, 지

원시설,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며,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은 근무

환경의 질과 인재 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7) 먼저, 주거시설용지는

주택, 기숙사 등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일터로의 접근성 제고와

관련되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기능을 지원하는 용지로서 대부분의 상

업·교육·연구·문화·복지시설과 유상주차장은 지원시설용지를 통해 공급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용지는 조성 이후 무상으로 지자체에 양도되

는 시설용지로서 노후산단의 경우 도로와 녹지의 비중이 높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경쟁력에 (+)의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17)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단 내 생산기능 외 주거·상업·교육·연구·문화·복지 기

능의 복합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 2.0 구상에서는 산업

단지를 창업과 혁신의 보금자리로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 유입을 위한 주거·보

육·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강화를 포함한다(조성철, 2017: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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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측면에서 노후공장 비율과 업체당 평균용지면적은 업체의 생산

효율과 관련되며, 노후공장 비율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의 영향

이 예상되고 업체당 평균용지면적은 (+)의 영향이 예상된다.

넷째, 배후지역의 특성은 지역 수준의 혁신 역량과 젊은 제조업 노동

력 풀 등 2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장철순·김주훈(2017)에 따르면 산업

단지 배후지역의 혁신역량은 파급효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혁신 부문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제조업체당 기

업연구소수를 투입변수로 선정하였다.18) 배후지역에 기업연구소가 많을

수록 경쟁력에 (+)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년 노동력

풀은 산업단지 내 젊은 인력수급과 관련되며, 취업기피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산단에서 기술축적과도 관련을 지닌다. 청년 노동력 풀 변수는 30세

미만19) 제조업 종사자수를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경쟁력에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경쟁력의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

도권 해당여부를 지역 더미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는 산업입지 정책이 수

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만약 수도권에 인구유발시설로서 대기업 공장의 입주 제한에 따른 수도

권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가 발생한다면 (-)의 영향이 발생할 것이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가 풍부한 인적자본과 인프라 여

건 등의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경쟁력 향상이 발생한다면 (+)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18)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19) 청년의 기준은 통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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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단위 내용
예상
결과

출처

종속
변수

노후산단의
종합 경쟁력 지수

- - - -

독립
변수

산업
구조

산업집중도 -
제조업엔트로피지수
(제조업중분류기준) (+)/(-) 공장등록현황

산업집중도
변화량

- 2016 산업집중도–2006 산업집중도 (+)/(-) 공장등록현황

자본재업체비중
(종사자기준)

%
자본재업종종사자수/
전체종사자수

(-) 공장등록현황

신규
업체
입주
특성

신규업체비중
(종사자기준)

% 2006-16신규업체수/
전체입주업체수

(+) 공장등록현황

신규업체중
대기업1) 비중

%
2006-16 대기업신규업체수/
2006-16 신규업체수

(+) 공장등록현황

신규업체중
고위기술비중 %

2006-16 고기술신규업체수/
2006-16 신규업체수 (+) 공장등록현황

신규업체
평균용지면적

2006-16 신규업체용지면적합계/
2006-16 신규업체수

(+) 공장등록현황

근무/
생산
환경

ln(주거시설
용지면적) - ln(주거시설용지면적) (+)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ln(지원시설
용지면적)

- ln(지원시설용지면적) (+)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ln(공공시설
용지면적) - ln(공공시설용지면적) (+)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노후공장비율 %
등록후 20년이상경과한공장수/

전체공장수 (-) 공장등록현황

업체당평균
용지면적

전체공장용지면적/
전체공장수

(+) 공장등록현황

배후
지역
특성

제조업체당
기업연구소수

개
배후지역제조업기업연구소수/

전체제조업체수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청년노동력풀 -
ln(배후지역의

30세미만제조업종사자수)
(+) 전국사업체조사

더미
변수

지역더미
(수도권 여부)

- 비수도권: 0, 수도권: 1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1) 대기업은 종사자 300인 이상의 고용노동부 기준을 적용

[표 4-11] 노후산단의 경쟁력 결정요인 추론을 위해 선정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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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추정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선정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1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서 노후산업단지 종합 경쟁력 지수는 평균 0.76, 중위수 0.64로 가능한

최고점이 5점임을 고려하면 낮은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산업구조 측면에서 산업집중도의 중

위수는 1.30을 나타내며, 산업집중도의 변화는 중위수 기준 –0.03으로

절반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산업집중도가 감소하여 점차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신규업체의 입주특성을 살펴보면, 2006-16년 사이에 입주한 신규업체

의 비중은 중위수 기준 38.4%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경

쟁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대기업과 고위기술의 신규 입주는 거의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신규업체 중 대기업 비중의 중위수는 0%로 절반 이

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신규업

체 중 고위기술 비중의 중위수는 4.1%에 불과하다. 또한, 신규업체의 평

균용지면적은 중위수 기준 4,367 ㎡로 다소 작지만 표준편차가 약 3만

㎡로 평균에 비해 매우 커 노후산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근무·생산 환경 측면의 변수를 살펴보면, 주거시설 용지면적의 중위수

는 0으로 절반 이상의 노후산단이 주거시설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

나 표준편차가 중위수와 평균에 비해 매우 크다. 또한 지원시설용지의

중위수는 약 2만 5천㎡, 공공시설용지의 중위수는 약 17만 4천㎡를 나타

낸다. 또한 업체당 평균용지면적의 중위수는 7,565 ㎡의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각 시설용지면적과 업체당 평균용지면적 역시 표준편차가 중위수

대비 매우 크기 때문에 산단별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후지역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제조업체당 기

업연구소수의 중위수는 0.06개 수준이며, 청년노동력 풀은 중위수 기준

1,428명을 나타내며, 표준편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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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후산단의 경쟁력은 낮은

편에 해당하며 대기업 또는 고위기술 업체의 신규입주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더욱이, 물리적 특성의 경우 산업단지별로 큰 차이

를 보이는데 업체의 평균용지면적, 각종 시설용지면적, 신규업체 중 대기

업 비중 변수의 경우 표준편차가 매우 큰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물리적

특성의 경우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특히 대

규모에 해당할수록 각종 시설용지면적과 업체당 용지면적, 대기업의 입

주는 증가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구분 변수
전체 노후산단(N=121)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종속 노후산단경쟁력종합지수 0.76 0.64 0.44

독립

산업
구조

산업집중도 1.43 1.30 0.63

산업집중도변화량 -0.10 -0.03 0.37

자본재생산비중 26.87 21.95 24.28

신규
업체
입주
특성

신규업체비중 41.43 38.39 26.00

신규업체중대기업비중 0.94 0.00 4.55

신규업체중고기술비중 12.30 4.10 19.00

신규업체평균용지면적 13,023 4,367 31,260

근무/
생산
환경

ln(주거시설용지면적) 1.38(203.7) 0.0(0.0) 2.53(952.8)

ln(지원시설용지면적) 3.21(442.6) 3.22(25.0) 2.64(1,706.2)

ln(공공시설용지면적) 5.35(1,385.6) 5.16(174.3) 1.97(4,783.1)

노후공장비율 11.93 5.33 15.41

업체당평균용지면적 20,134 7,565 30,076

배후지역
특성

제조업체당기업연구소수 0.07 0.06 0.03

청년노동력풀 7.14(1,780) 7.26(1,428) 0.91(1,467)

지역더미 수도권여부 0.31 0.0 0.47

[표 4-12] 선정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 ㎡, 천 ㎡,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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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은 선정된 변수를 소규모와 대규모 노후산업단지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규모별로 구분한 경우, 일부 변수를 중심으로

소규모와 대규모 산단의 분포특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편차가

전체 노후산단의 결과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본재 생산

비중의 경우 대규모 노후산단의 중위수는 34.1% 수준이지만 소규모의

경우 13.2%에 불과하다. 이는 대규모 설비와 부지를 요구하는 자본재 생

산업체의 특성상 대규모 산단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업체 비율은 대규모 노후산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업체 평균용지면적, 주거·지원·공공시설면적, 업체당 평균 용지면적

의 경우 소규모와 대규모 산단의 분포가 명확히 차이를 나타낸다. 즉, 대

규모 산단의 경우 각종 시설면적과 업체 면적이 더욱 크다. 따라서 노후

산단의 경쟁력 결정요인은 전체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과 함께 각

규모별 세부모델을 각각 구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분 변수
소규모(N=65) 대규모(N=34)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종속 노후산단경쟁력종합지수 0.71 0.63 0.37 0.81 0.78 0.37

독립

산업
구조

산업집중도 1.61 1.55 0.63 1.31 1.28 0.52

산업집중도변화량 -0.11 -0.06 0.36 -0.06 -0.01 0.32

자본재생산비중 21.72 13.17 22.23 37.03 34.05 26.37

신규업체
특성

신규업체비중 35.91 31.44 25.82 46.88 44.71 27.50

신규업체중대기업비중 0.29 0.0 2.26 1.01 0.51 1.34

신규업체중고기술비중 11.01 0.82 18.24 11.68 3.11 18.10

신규업체평균용지면적 7,003 3,687 9,650 23,482 11,567 52,087

근무/생산
환경

ln(주거시설용지면적) 0.11 0.0 0.64 3.73 5.00 3.30

ln(지원시설용지면적) 1.32 0.74 1.54 6.32 6.46 1.41

ln(공공시설용지면적) 4.00 4.25 1.09 7.52 7.45 1.68

노후공장비율 13.96 6.15 17.41 9.29 2.14 13.57

업체당평균용지면적 12,693 6,198 15,623 34,366 18,571 43,394

제조업체당기업연구소수 0.07 0.07 0.03 0.06 0.06 0.03배후지역
특성 청년노동력풀 7.07 7.26 1.01 7.18 7.32 0.78

지역더미 수도권여부 0.46 0.0 0.5 0.09 0.0 0.29

[표 4-13] 산단 규모별 선정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 ㎡,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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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된 모델의 풀이 및 해석

노후산단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전체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과 산단 규모에 따라 대규모와 소규모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한

세부모델로 구성되며, 이는 [표 4-14]와 같다.

먼저, 전체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때, 선

정된 독립변수들 가운데 평균용지면적, 주거시설 용지면적, 공공시설 용

지면적 등 3개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공선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

외한 12개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회귀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들은 종합

경쟁력 지수의 분산을 60.3% 설명한다. 또한 추정된 모형은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인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독립변

수들의  는 모두 2 미만으로 공선성을 보이지 않아, 추정된 회귀모형

은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전체 노후산단 모델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 신규업체 특성,

근무/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과 지역더미 모두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구조 특성 중에서 산업집

중도와 자본재 생산비중은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집중도가 높거나 자본집약도가 낮은

산업구조를 지닌 노후산단일수록 높은 경쟁력 수준을 보인다고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산업집중도의 경우 집적경제의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집

적불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력 약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자본재

생산 업체 비중이 높은 노후산단에서 경쟁력의 약화가 확인되었는데, 이

들의 경우 고착화된 경제시스템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쇠퇴의 고

착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본집약도가 높으면서 경쟁력이 약화가

발생하는 노후산단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산업

집중도의 변화량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

데, 이는 노후산단의 경쟁력의 향상은 단순히 산업구조를 전문화하거나

다각화하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단편적인 시각에서 전문화 또는 다

각화 전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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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 특성의 변수들은 표준화계수()가 0.3 이상으로 높아 경쟁

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신규업체 비중과 신규업체의 용

지면적의 경우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신규업체 중에서 대기업과 고위기술에 해당하는 업체 비중의 경우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업체의 입주 정도보

다 어떤 업체가 새로 입주하였는지가 노후산단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

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후산단 내 신규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지라도 대기업 또는 고위기술에 해당하는 업체의 비중이 낮다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신규 입주업체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근무 및 생산 환경 측면에서는 노후공장 비율은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지원시설용지 면적의 영향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상

업·문화·복지시설과 유상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부족이

노후산단의 경쟁력의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완료된 노후산단의 지원시설 확충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배후지역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청년노동력 풀은 노후산단의 경

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제조업체당 기업연

구소수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산단의 경쟁력은 산

단 자체의 역량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배후지역의 혁신역량이

풍부할수록 파급효과로 인해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더미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해당하는 노후산단은 비수

도권에 해당하는 노후산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

㎡ 이상의 공장의 신·증설규제와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규제가 적용되

는 수도권의 노후산단들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후산단 중 경과기간이 비교적 짧은 노후산단들은 대부

분 소규모 산단으로서 비교적 규제가 적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성장관리

권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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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닌 변수들을 추출하여 규

모별 세부모델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세부모델 역시 회귀모형의 기본가

정을 충족하며, 공선성을 보이지 않아 적합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모델의 설명력과 변수들의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대규모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한 세부모델의 경우 모델의 설명력

은 58.4%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투입된 변수가 7개인 점을 고려하면

특정변수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먼저, 신규업체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본재 생산 비중과 지원시설

용지 면적의 영향력은 전체모델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즉, 대규모의 경

우 자본집약도가 높고, 지원시설면적이 부족한 노후산단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규모 노후산단의 구조조정

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집약도

가 높은 산업구조를 지닌 경우 새로운 부문으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기 어려우며, 더욱이 지자체가 지원시설용지를 새롭게 확보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노후산단의 지원시설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자본집약도가 높은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기존산업

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을 진단하여 기존산업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기

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것인지 대한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반면에, 소규모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38.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

이는데, 이는 소규모 노후산단의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먼

저, 자본재 생산 비중, 신규업체 중 대기업 비중, 지원시설용지 면적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규업체 중 고위기술 비

중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표준화계수가

0.38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시설용지가 거의 확보되지

않고, 대기업의 신규 입주가 어려운 소규모에서는 신규업체의 기술수준

이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소규모의 경우 일반 산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도 지

자체 수준에서 신규 입주업체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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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후산단(N=121)>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
t-sta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상수 -.059 .259 -.226 .822

산업
구조

산업집중도 .150*** .046 .233 3.294 .001 1.328

산업집중도 변화량 -.065 .073 -.059 -.890 .376 1.172

자본재 생산업체 비중 -.002* .001 -.114 -1.716 .089 1.159

신규업체
입주특성

신규업체 비중 -.001 .001 -.096 -1.117 .267 1.955

신규업체중대기업비중 .033*** .006 .373 5.393 .000 1.264

신규업체중고위기술비중 .007*** .002 .320 4.190 .000 1.544

신규업체 평균용지면적 .000 .000 .041 .602 .548 1.236

근무/생산
환경

지원시설용지면적 .033*** .011 .215 2.877 .005 1.479

노후공장비율 .001 .002 .054 .649 .518 1.801

배후지역
특성

제조업체당기업연구소수 2.131** .846 .180 2.517 .013 1.352

청년노동력 풀 .047 .033 .104 1.442 .152 1.387

지역더미 수도권 여부 -.130** .064 -.150 -2.031 .045 1.447

 : 0.603, Adj. : 0.558, : 13.300*** (p=0.000)

<규모별 노후산단>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sta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대
규
모
(N=
34)

상수 -.235 .277 -.845 .406

산업집중도 .280** .105 .394 2.652 .014 1.327

자본재 생산업체 비중 -.006** .003 -.401 -2.251 .033 1.909

신규업체중대기업비중 .027 .038 .098 .711 .484 1.154

신규업체중고위기술비중 .004 .003 .189 1.200 .241 1.498

지원시설면적 .067** .032 .316 2.064 .050 1.415

제조업체당기업연구소수 6.522** 2.398 .415 2.720 .012 1.402

수도권 여부 -.221 .197 -.171 -1.125 .271 1.392

 : 0.584, Adj. : 0.468, : 5.023*** (p=0.001)

소
규
모
(N=
65)

상수 .300 .177 1.693 .096

산업집중도 .117* .061 .221 1.908 .062 1.193

자본재 생산업체 비중 -.003 .002 -.170 -1.515 .135 1.124

신규업체중대기업비중 .023 .016 .159 1.403 .166 1.138

신규업체중고위기술비중 .007*** .002 .387 3.417 .001 1.143

지원시설용지면적 .022 .026 .101 .842 .403 1.280

제조업체당기업연구소수 2.478** 1.167 .260 2.123 .038 1.342

수도권 여부 -.089 .076 -.134 -1.167 .248 1.171

 : 0.383, Adj. : 0.304, : 4.876*** (p=0.000)

*,**,***: =0.1,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14] 노후산단의 경쟁력 결정요인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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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약

화 원인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추론하였다.

첫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특성을 종합하는 종합 경쟁력 지

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가능성을 지닌 노

동생산성, 고용, 혁신 측면의 5개 지표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표의 표준

화는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면서 원자료의 분포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

형변환을 이용하였다. 지수 산출 결과, 국내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지닌 산단은 없

었다. 또한, 종합 경쟁력 하위그룹에 해당할수록 5개 지표 모두 낮은 수

치를 나타내어 산출된 지수는 투입된 5개 지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

었으며, 특히 하위그룹의 노후산단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또한 상위

그룹과 하위그룹 노후산단의 특성은 차이가 존재한다. 소규모 산단과 수

도권에 위치한 노후산업단지에서는 하위그룹의 비중이 다소 높다. 또한

하위그룹의 경우, 산업집중도가 낮고 자본재 생산업종 비중이 높으며, 상

위그룹에 비해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작고, 신규업체의 절반은

영세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출된 종합 경쟁력 지수를 바탕으로 노후산단의 경쟁력 결정요

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물리적 특성 변수들이 산단 규

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별로 구분하여 세부모델을 함께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 노후산단의 산업집중도,

자본재 생산 비중, 신규업체 중 대기업 및 고위기술의 비중, 지원시설용

지 면적, 배후지역의 기업연구소수 등 6개 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산업구조 측면에서 산업집중도가 낮거나 자본집약도가

높은 노후산단일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후산업

단지의 집적경제가 불경제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본집약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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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노후산단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둘째, 신규업체 입주

특성의 경우, 노후산단의 경쟁력은 신규업체의 입주 정도보다 신규업체

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산단의 신규업체 중에

서 대기업 또는 고위기술에 해당하는 업체 비중이 적을수록 경쟁력은 약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 및 생산 환경 측면에서는 지원시설

용지가 적을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시설용지는

산단 내에 대부분의 상업·문화·복지시설과 유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로서, 근무환경은 물론 인력수급과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

째, 배후지역 특성으로서 해당지역에 기업연구소수가 많을수록 노후산단

의 경쟁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후지역의 혁신역량이 풍

부한 경우 그 파급효과는 노후산단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더미로서 수도권에 위치한 노후산단은

비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대규모

공장 신설과 산업단지의 개발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 편입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인 생산기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서울과 인접한 노후산단 중 경

쟁력 약화 산단을 중심으로 우수한 접근성과 고급인력 등의 혁신 인프라

를 바탕으로 구조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규모별 세부모델을 구축한 결과, 소규모와 대규모의 경우 경쟁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노후산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별로 차별적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먼저, 대규모 노후산단의 경우 자본재 생산 업체 비중과 지원시설용

지 면적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경

우, 지자체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

다. 특히, 경쟁력이 약화되는 대규모 노후산단 중 쇠퇴 고착화의 가능성

이 높은 자본집약적인 노후산단 중에서 산업구조상 성장 잠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노후산단의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휴·폐업 용지 및 미활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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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활용과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는 복

합용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소규모 노후산단의 경

우 신규업체 중 고위기술 비중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이는 대기업의 유치와 지원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노후산단

의 경우 지자체 수준에서의 경쟁력 있는 업체의 유치와 입주업체의 관리

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진

단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쟁력 결정요인을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하지만 전체 노후산단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은 종합 경

쟁력 지수의 분산을 약 60% 설명하며, 규모별 세부모델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요인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후산단은 고유의 제도와 특수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경쟁력 약화의 핵심요인인 락-인은 네트워크 차원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므로 모델을 통해 추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실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현

장 심층조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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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례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 실태와 쇠퇴 메커니즘

1. 사례 노후산단의 선정과 분석 방법

1) 사례 노후산단의 선정 과정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산단의 특성에 근거한 맞

춤형 정책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각 노후산단은 고유의 제도와 기업

문화를 지닐 뿐만 아니라 쇠퇴의 고착화는 네트워크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산단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실태 파악과 쇠퇴를 추동하는 요인 탐색이 필요하

며, 사례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쟁력 약화 실태 분석을 위한 사례 노후산업단지의 선

정은 [그림 5-1]의 절차에 의해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경쟁력 측

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종합 경쟁력 지수

를 이용하여 하위그룹에 포함된 36개 노후산업단지를 추출하였다. 둘째,

사례 노후산단으로서 적합한 규모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물리적인 요

소들은 물론 경쟁력에 영향요인은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단 규모는 산업단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관리와 정비사업의 규

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와 대규모 노후산

단 각각 1곳을 사례 노후산단으로 선정하였다. 소규모의 경우 경쟁력 하

위그룹에서 비중이 높으며, 특히 독립적인 관리주체를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입주업체의 관리가 어렵

다. 이에 반해, 대규모는 정비사업의 규모가 크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

기 때문에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시설 확보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사

례 노후산단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때, 선정

기준은 종합 경쟁력 순위, 쇠퇴의 고착화 가능성, 신규업체의 특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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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노후도 등 4개이다. 먼저, 종합 경쟁력 순위는 전반적인 경쟁력이

낮은 노후산단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반면 쇠퇴의 고착화 가능성은 구조

조정을 방해하는 락-인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닌 산단을 추출하

기 위함이며, 입주 업체의 수가 감소하는 산단에 초점을 두었다. 노후산

단의 입주업체 증감률의 중위수는 20%로 대부분의 입주업체는 증가하였

으나 입주업체가 감소한 노후산단들의 경우 대부분 폐업 이후에 신규업

체가 입주되지 못한 상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신규 업체

의 특성은 노후산단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구조조

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신규업체 중 대기업 및 고위기술 비중이 낮은 노후산단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신규 업체가 노후산단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생산설비의 노후도는 물리적 차원의

노후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으로서 노후공장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이

를 통해 종합 경쟁력 순위가 낮고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

며, 새롭게 입주하는 업체가 경쟁력이 없으며, 생산설비의 노후도가 심한

노후산업단지를 사례 노후산단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종합경쟁력 하위그룹

사례 산단 규모 선정

종합 경쟁력 순위

대규모와 소규모 선정: 물리적 특성 / 경쟁력 영향요인 차이

• 소규모 노후산단
- 경쟁력 하위 노후산단은 소규모의 비중이 높음
- 소규모 산단은 독립적인 관리주체를 지니기 어려움

• 대규모 노후산단
- 대규모 산단의 정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36개 노후산단 추출

사례 산단 선정 기준 설정

쇠퇴의 고착화 가능성 신규업체의 특성 생산설비의 노후도

최종 사례 산업단지 선정

[그림 5-1] 사례 노후산업단지의 선정 절차



- 128 -

[표 5-1]은 종합 경쟁력 하위그룹 중 대규모와 소규모에 해당하는 노

후산단을 종합 경쟁력 지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대규모 노후산단을 살펴보면, 북평국가산단은 종합 경쟁력 지수 0.22점으

로 가장 낮으며, 입주업체가 43.3%로 감소하여 쇠퇴가 고착화된 상황이

다. 하지만 부족한 산업수요로 인해 장기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등록 후

20년 이상 경과한 업체 자체가 없어 쇠퇴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진해국가산단은 조선업의 침체에 따라 종합 경쟁력 지수가

0.41점으로 낮지만 STX조선을 비롯한 3개의 입주업체로 구성되기 때문

에 산단 수준의 구조조정을 파악하기에 부적합하다. 또한 명지·녹산과

율촌1산단은 1990년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져 등록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장이 없으며, 구조조정이 아닌 신규로 분양된 업체들에 많기 때

문에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실태를 살펴보기에 부적합하다. 이에

반해, 달성1차는 1980년에 착공된 노후산단으로 종합 경쟁력 지수가 0.46

으로 다섯 번째로 낮으면서 노후공장비율이 22.7%로 두 번째로 높다. 또

한 입주업체의 수는 –0.6% 감소하여, 폐업 이후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업체들 중에서 경쟁력을 향상을 견인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전혀 없고, 고위기술 비중 역시 낮다. 따라서 달성1

차는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노후화에 따른 실태 파악에 적합하므로

대규모의 심층 분석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소규모 노후산업단지를 살펴보면, 먼저 김제순동산단이 종합 경쟁력

지수 0.15점으로 가장 낮다. 하지만 착공연도가 1996년으로 경과기간이

길지 않고 입주업체 증감률이 56.5%로 높으며 노후공장이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산단의 신규업체는 새롭게 분양을 통해 입주한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사례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삽진산단은 1996년

착공되어 노후공장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더욱이 삽진산단의 경쟁

력 약화는 조선업의 침체라는 대외적인 충격의 영향이 매우 크며, 더욱

이 노후공장비율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정비 측면에서

경쟁력 향상을 모색하기에 부적합하다. 또한 서울온수산단의 경우에는

종합 경쟁력 지수가 0.23점으로 낮고, 입주업체의 증가역시 3.9%로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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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노후공장 비율 역시 23.8%로 높아 사례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 하

지만 온수산단은 이미 경쟁력강화사업의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강릉중소 산단

은 종합 경쟁력 지수가 0.24점으로 낮으며, 노후공장의 비율이 64.3%에

달한다. 더욱이 2006년-16년 사이에 입주업체는 –35.7% 감소하여 폐업

이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업체들은 대기업과 고

위기술 업체가 없어 경쟁력이 낮다. 따라서 소규모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구분
종합

경쟁력지수
입주업체
증감률

신규업체중
대기업비중

신규업체중
고기술비중

노후공장
비율

착공일

대
규
모

대불국가 0.49 6.2 2.5 0.4 1.1 1989-10-31

반월특수 0.48 125.7 0.1 10.8 5.3 1977-04-30

남동 0.47 59.5 0.1 10.1 9.6 1985-04-20

군산국가 0.47 52.0 2.6 0.2 1.3 1990-04-01

달성1차 0.46 -0.6 0.0 3.0 22.7 1980-05-20

율촌제1 0.45 685.7 2.4 2.0 0.0 1994-12-24

명지·녹산 0.41 14.0 0.1 3.2 0.0 1990-07-23

진해 0.41 0.0 0.0 0.0 50.0 1983-10-22

북평국가 0.22 -43.3 0.0 0.0 0.0 1990-12-22

소
규
모

강화하점 0.42 0.0 0.0 0.0 69.2 1993-03-01

학운 0.40 3.4 0.0 25.8 0.0 1994-12-10

상수 0.39 0.0 0.0 0.0 37.5 1990-04-11

여수오천 0.39 19.5 0.0 9.5 12.0 1980-08-09

양문 0.39 7.0 0.0 0.0 0.0 1995-12-01

두교 0.38 75.0 0.0 0.0 0.0 1996-06-27

목동 0.35 7.7 0.0 6.7 0.0 1995-12-29

후평 0.35 47.3 0.0 2.1 6.1 1968-11-06

검단 0.33 53.9 0.0 5.8 1.0 1974-04-30

마정 0.32 42.3 0.0 12.1 1.4 1996-01-01

덕산 0.31 27.3 0.0 0.0 0.0 1996-04-12

문발1 0.28 25.0 0.0 0.0 0.0 1992-08-16

인천기계 0.28 63.0 0.0 4.1 7.4 1969-09-24

강릉중소 0.24 -35.7 0.0 0.0 64.3 1981-05-01

서울온수 0.23 3.9 0.0 0.0 23.8 1970-11-25

삽진 0.20 2.7 0.0 0.0 2.3 1996-03-28

김제순동 0.15 56.5 0.0 4.5 0.0 1996-12-30

[표 5-1] 규모별 종합 경쟁력 하위그룹 노후산단의 특성



- 130 -

2) 분석 내용과 방법

본 장에서는 사례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경쟁력 약화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여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사례

노후산단에서 형성된 락-인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쇠퇴를 고착화시키

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 살펴보고,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

석은 사례 선정, 실태 파악, 쇠퇴 추동원인과 메커니즘 분석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는 [그림 5-2]와 같다.

먼저,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례 노후산단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

해 산업단지 규모, 종합 경쟁력 순위, 쇠퇴의 고착화 가능성, 신규업체

특성, 생산설비의 노후도에 초점을 두고 구조조정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

의 문제가 나타나는 노후산단을 2개를 선정하였다(소규모 사례: 강릉중

소, 대규모 사례: 달성1차).

둘째, 사례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 실태와 추동요인을 파악하였다.

먼저, 경쟁력 약화 실태는 물리적 측면, 사회·네트워크 측면,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때, 물리적 측면은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의 근무 및 생산 환경과 관련된 노후산단 내 생산시설, 기반시

설, 토지이용 측면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사회·네트

워크 측면은 입주업체와 관리주체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 특성을 의미

하며, 특히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하여 모델을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락-인의 특성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산업·

경제적 측면은 노후산단의 쇠퇴와 관련한 산업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

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각 사례 노후산단의 입주업체 및 신규업체

특성과 산업구조 변화 과정을 파악하였다. 각 사례 노후산단의 경쟁력

약화 실태 분석 이후에는 쇠퇴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히 각 사례 노후산단에 형성된 락-인 특성과 차이에 초점을 두고 쇠

퇴가 고착화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쟁력 약화 실태와 추동요인의 파악은 각종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조

사와 심층 인터뷰를 이용하였다. 현장조사는 2017년 12월 8일(금)～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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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걸쳐 총 4일간 이루어졌고, 심층 인터뷰는 12월 8일과 11일 이틀

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인터뷰 대상은 각 산업단지의 관

리주체 담당직원 1명과 입주업체 대표 또는 직원 4-5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5-2 참조). 특히 업체 관계자는 규모와 입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되, 각 노후산단에서 근무한 지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업체 대표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변

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

를 토대로 1:1로 진행하였고, 개인 당 약 30-60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녹취가 이루어졌다.

구분 직위 성별 업체, 조직 특성

강릉
중소

관리
주체

강릉시 주무관 남성(40대)
� 강릉시 내 일반산단 및
공장업무 총괄

입주업
체조직

중소
공업회

회원 여성(50대)
� 유일한 산단 입주업체 조직
� 1990년대 결성

입주
업체

W사 사장 남성(60대)
� 2002년 입주, 영세업체
� 기계류 생산

Y사 사장 여성(40대)
� 1990년 입주, 영세업체
� 철물구조, 기계류 생산

S사
과장
(‘01입사)

남성(40대)
� 1992년 입주, 가장 규모가 큼
� 건설장비류 생산

D사 사장 여성(50대)
� 1990년 입주, 영세업체
� 철강, 주방제품 생산

달성
1차

관리
주체

관리공단 과장 남성(50대)
� 산단 내 기반시설, 공장입주,
기업지원 등 제반업무 총괄

입주
업체

M사 팀장 남성(40대)
� 카본, 세라믹 생산, 영세업체
� 1990년 입주

S사 사장 남성(70대)
� 연마석 생산, 종업원 200명
� 2005년 입주

J사 사장 남성(50대)
� 중장비부품, 종업원 21명
� 1992년 입주

H사 사장 남성(40대)
� 섬유생산, 종업원 100명
� 1986년 입주

[표 5-2] 사례 노후산업단지 심층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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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사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실태와 추동요인들

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쇠퇴 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특히, 구조조

정을 방해하여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핵심요소로서 락-인이 각 사례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가에 초점을 두고, 쇠퇴를 추동하는 요인들과 문

제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사례 노후산업단지 선정

사례 노후산단 선정기준 설정

사례 노후산단 현황 파악

경쟁력 약화 실태와 추동요인 파악

사례 산단의 쇠퇴 메커니즘

- 산단규모, 종합경쟁력 지수, 구조조정 특성, 노후도 고려

경쟁력 약화 실태 파악

- 물리적 측면: 생산시설, 기반시설, 토지이용, 근무환경
- 사회적 측면: 네트워크 특성, 관리주체와의 관계
- 산업·경제적 측면: 산업구조, 인력수급, 생산연령

경쟁력 약화를 추동 요인 고찰

- 외부적 요인: 산업구조적 특성, 입지여건 변화
- 내부적 요인: 산업경제적 특성, 입주업체 조직 특성
- 락-인 특성: 정치적, 기능적, 인지적 락-인 고찰

- 관련 문헌, 통계자료를 이용한 거시적 특성 파악
- 위치, 조성시기, 조성목적, 입주업체 특성 등

- 쇠퇴를 추동하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

현장조사, 입주업체/관리주체 심층 인터뷰

[그림 5-2] 사례 노후산단의 심층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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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릉중소 일반산업단지 실태와 추동요인

1) 강릉중소 일반산업단지 현황

강릉중소 일반산업단지는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일대에 위치한 소규

모 노후산업단지이다(그림 5-3 참조). 강릉중소 산단은 강릉시 내부에

산재한 제조업체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1981년에 착공이 이루

어져 경과기간은 약 37년에 달한다.

2016년 생산액은 387억 원이며, 총 면적은 16만㎡로 작다. 시설용지별

로 살펴보면, 산업시설이 7만 ㎡(43%), 지원시설이 약 6만 ㎡(35%)를 차

지한다. 2016년 기준 45개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82%는 영세업체에 해당

한다. 경쟁력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낮다. 노동생산

성은 7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생산성의 증가(18.3%)는 고용의 대규

모 감소(-48.8%)에서 비롯된 ‘불황형’ 향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업체당

종사자는 13명에 불과하며, 고위기술업체가 전혀 없다(표 5-3 참조).

강릉중소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쇠퇴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가동

업체와 고용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다수의 업체의 휴·

폐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신규업체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

는 45개 업체, 588명의 종사자가 입주해있는 상황이다(그림 5-4 참조).

0́ 2 41
Kilometers
km

강릉시

두산동

입암동

강릉중소
일반산업단지

[그림 5-3] 강릉중소 산단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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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강릉중소 산단의 가동업체
및 고용자 추이(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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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시설용지별) 입주업체 현황

지정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업체수 대기업 영세업체

163.7
(100.0)

70.2
(42.9)

57.3
(35.0)

36.2
(22.1)

45
(100.0)

0
(0.0)

37
(82.2)

(단위: 백만 원/인, %, 명)

부문별 경쟁력 평가 결과

노동생산성 생산성증감률 업체당종사자수 고용증감률 고위기술비중

66.0 18.3 13.1 -48.8 0.0

[표 5-3] 강릉중소 산단 현황과 부문별 경쟁력 평가 결과
(단위: 천㎡, 개, %)

강릉중소 산단은 조립금속, 기계, 목재 업종이 약 89%를 차지하고 있

다(표 5-4 참조). 규모가 큰 기계 제조업체인 신일정밀과 21세기 기업이

단지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영세한 기계 및 조립금속 업체들이 단지

중앙에 밀집되어 입주해있다. 또한 자동차 정비공장들이 많은 면적을 차

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쪽에 약 8천 ㎡의 부지에 버스회사(동진버스)가

입주해있다(그림 5-5 참조). 또한 제조업체들의 폐업 이후에는 비제조업

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다.

업종명 업체수

조립금속 15(33.3)

기계 15(33.3)

목재 7(15.6)

기타 8(17.8)

합계 45(100.0)

자료: 공장등록통계(2016)

[표 5-4] 강릉중소 산단

입주업종현황
(단위: 개, %)

동진버스
차고지

현대자동차
정비소

GM대우
정비소

신일정밀

쌍용차
서비스센터

21세기기업

영세중소업체
밀집구역

[그림 5-5] 강릉중소 산단 입주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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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력 약화 실태

(1) 물리적 측면

① 생산설비의 노후화

강릉중소 산단은 착공 후 37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노

후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먼저, 다수의 건축물 외벽은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손상되어 있으며, 부족한 공간을 대신해 임시로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5-6 참조). 더욱이, 건물과

설비가 과거에 설계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산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생산설비 노후화>

“당시에는 건물이 높다고 지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가 낮아서 큰 물건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큰 차가 못 들어와서 어렵죠.” (강릉중소 입주업체, Y사)

“여기는 만들어진 지 오래되고 부지도 작고 그래서 큰 업체가 들어오지도 못

해요.” (강릉중소 입주업체, W사)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2017.12.)

[그림 5-6] 건축물 노후화와 임시구조물을 통한 증축(강릉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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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들의
합벽건축물

사진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2017.12.)

[그림 5-7] 단지 중앙에 위치한 합벽 건축물(강릉중소)

특히, 단지 중앙의 영세 기계업체가 밀집된 블록의 경우 합벽건축물로

건축되면서 개보수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그림 5-7 참조). 해당 건

물의 경우 과거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를 위해 다른 업

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현재는 필지가 분할되어 개별

업체별로 소유권을 지니지만 그럼에도 신축과 증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업체가 건물을 노후화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집주인이 32명이다보니 건축이나 증축하려고 하면 도장이 다 들어가야 한다

는 거예요.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개인소유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신축이나 개보수가 사실 쉽지는 않죠.” (강릉중소 입주업체, 중소공업회)

② 기반시설의 방치

강릉중소 산단의 기반시설 역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지원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폐기물이

방치되어 보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 도로는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주변에 도시화와 정비업체 입주로 교통

량이 증가했지만 도로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통 체증과 물류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5-8 참조).



- 137 -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2017.12.)

[그림 5-8] 강릉중소 산단 내 방치된 기반시설 현황

“입암동에 있는 중소산단은 시설 및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죠. 저희 같은 경

우에는 대형 베어링을 생산하는데 사실 운송이 조금 어려운 실정이죠. 기반시설

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입주업체 S사)

“기반시설 측면에 문제가 많죠.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안쪽으로는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입주업체 D사)

물리적인 문제는 생산측면의 문제로 이어져 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제조업체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경쟁력 약화는 가

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와 임대 목적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으며, 업체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건물이나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매출이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요.

전기사용량만 봐도 엄청 차이나죠. 겨울에는 작업용보다 난방용이 더 많이 나온

다니까.. 최소 전기사용량이 1/3은 줄었다 봐야 해요.”(강릉중소 입주업체, D사)

“여기가 되게 싸요. 그래서 공장하러 오는 게 아니고 싼 맛에 온다고. 적은

돈으로는 시내에서 집 밖에 못 마련하니까 세 주고 한 달에 얼마 받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잖아.”(강릉중소 입주업체, W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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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네트워크 측면

① 입주업체간 네트워크 부재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입주업체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의 창출에서 비롯되며, 이들 사이의 집적경제가 불경제로 전

환되는 것 역시 네트워크의 고착화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강릉중소 산단

의 경우에는 업체들의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입주

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소규모 제품을 자체적으로 주문제작하

고 있기 때문에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단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주변 공장과 같이 제품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입주업체 S사)

“대부분 영세업체라 주문 제작 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대량생산하

고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협력 이런 건 사실 없죠.”(입주업체조직 중소공업회)

② 입주업체 대표조직 부재

강릉중소 산단의 경우 입주업체를 대표하는 조직이 없다. 특히, 독립

적인 관리주체가 없이 강릉시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

서 내부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지닌 입주업체 대표조직 부

재로 인해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은 물론 산업단지의 기본적

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일한 산업단지 내 입주업

체 조직인 중소공업회가 결성되어 있지만 해당 조직은 대표조직이 아닌

집합건축물의 전력관리를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

“지금 업체들 사이에 조직은 없죠. 공장 관리 협의회가 처음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 안 됐는지 1999년에 들어올 때에는 없어져 있었어요. 현재 관리를

위한 조직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중소공업회도 사실 32개 밀집건물의 변압기

설치문제로 결성된 거예요.”(입주업체조직 중소공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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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경제적 측면

① 입주업체의 관리 부족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강릉중소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자동차 정비

업종의 재생·개조·개량 관련 일부 업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서 정비업

체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다(그림 5-9 참조). 특히,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

한 지원시설용지의 대부분을 정비업체가 차지하고 있다(표 5-5 참조).

“입주업체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개인들이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사람은 죽

고 공장은 안하고 그러니까 액자집 들어오고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

요.”(입주업체 W사)

“시에서 거의 손을 놓은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가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유롭게 하니까….”(중소공업회)

“사실 입주업종 관리 자체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래 토지이용과 입

주업종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입주가능

한) 비제조업은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산업단지라고 하긴 하지만 이

미 20년 이상 개인들의 소유가 되다보니까….” (관리주체, 강릉시 공무원)

구분
시설설치현황(2013)

업체수 면적

운송·정비 13 55,118

가스시설 1 1,005

차량부품 1 992

기타 1 192

계 16 57,307

자료: 강릉중소 산단 관리기본계획(2013)

[표 5-5] 지원시설설치현황(강릉중소)
(개, ㎡)

현대자동차
정비소

GM대우
정비소

쌍용차
정비소

동진버스
차고지

자동차
정비업체증가

[그림 5-9] 자동차 정비업체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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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업 기피와 생산연령의 고령화

강릉중소 산단은 취업 기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육체적인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영세한

기계, 금속 등의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업체들은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젊은 사람들의 취업 기피>

“전국수준과 비교해도 여기가 임금이 많이 약해요. 또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더 심각하다고...”(입주업체 D사)

“젊은 사람들이 기름 만지고 어려운 일 하려고 하나요? 그렇다고 월급이 다

른 데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안하려고 하지. 당연히. 사람이 없어서 외국 사람

들 써야하는데 그거도 잘 안 돼요.”(입주업체 W사)

젊은 인력의 취업기피의 문제는 생산연령의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산

업단지 내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입주업체들의 생산성은 약화되

고 있다. 더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젊은 세대에

게 제대로 이전되지 못하면서 축적된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고령화에 따른 산단 내 기술축적의 어려움>

“기술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되려나? 아버지 세대에서 어렵게 기술을 축적

했지만 젊은 사람이 충원이 안 되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40대 사람들

이 가장 많았거든요. 지금은 다 60대 이상이에요.”(중소공업회)

“인력충원이 되어도 1달 정도 해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그만두고, 저희 같은

업종은 인원충원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술력의 확보도 문제죠.”(입주업체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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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력 약화의 원인

[표 5-6]은 강릉중소 산단의 경쟁력 약화 실태의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생산설비의 노후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관리 부족, 비효율적인 건축구조, 비제조업의 입주 증가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효율 감소와 영세화 및 노후화, 근무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네트워크 측면에서 이해당사자들 사이

의 네트워크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의사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산성 감소는 물론 산업단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고, 기술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임금

수준의 하락과 업체의 영세화, 젊은 인력의 취업기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연령의 고령화와 기술 및 혁신역량 축적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강릉중소 산단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약화를 추동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분 문제점 문제에 따른 결과

물리적

건물 및 생산설비의 노후화
� 생산량 및 생산성 감소
� 근무여건 악화, 휴·폐업 증가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관리 부족
� 생산량 및 생산성 감소
� 근무여건 악화, 교통체증

비효율적 건축구조(합벽, 낮은 층고)
� 시설 개선 불가, 노후화 가속
� 생산의 비효율성

비제조업 및 임대목적 입주 증가
� 산업단지의 기능 약화
� 업체의 영세화와 노후화 가속

사회
네트워
크적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부재
� 기술적 고착화
� 생산성 감소

강릉시-산단 간 의사소통 부재
�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방치
� 입주업체, 업종 관리 부족

독립적 관리주체·입주업체조직 부재
� 문제점 발굴과 개선 제한
� 강릉시의 지원과 관리 불가

산업
경제적

임금수준 하락과 입주업체의 영세화
� 인력 충원의 어려움
� 생산성의 감소

입주업체 관리의 부재
� 비제조업 및 임대건물 증가,
� 업체 간 연계·협력 제한, 생산성 감소

젊은 인력의 충원 부족
� 축적된 기술이전 불가
� 생산연령의 고령화

[표 5-6] 강릉중소 산단의 경쟁력 약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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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적 요인

입주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둘러싼 외부적 요인은 강릉중소 산단의 경

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득 수

준 향상에 따른 국내 근로자의 기대임금 향상과 근로문화의 변화는 강릉

중소 산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제

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지역의 젊은

인력은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고,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제조업보

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강릉중소 산단의 입

주업체들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작업 환경이 좋지 않으며, 기계,

금속을 생산하는 업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부적 변화로

인한 충격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

다.

<경쟁력 약화의 외부적 요인>

“(쇠퇴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죠.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

고 하고, 또 여기는 지방이니까. 근로자들은 작은 업체들의 기대임금수준과 맞

지 않고, 또 업체들은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담당 공무원)

“저희 회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중국이 이 분야 긴축정책

을 쓴 2011년 이후 급격히 내리막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입주업체 S사)

(2) 정치적 락-인의 형성: 지자체의 개선 의지와 여력 부족

강릉중소 산단의 경우 관리주체인 강릉시의 정치적 락-인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강릉시는

제조업보다 관광 관련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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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적은 편이다. 강릉

시의 제조업(대)의 LQ20)는 0.43에 불과한 반면, 관광 산업과 가장 관련

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대)은 1.62의 특화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

분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숙박업의 LQ지수가 3.79로 매우 높다(표 5-7

참조). 따라서 강릉시는 제조업보다는 관광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21),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

재 강릉중소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으며, 공장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제한된 공무원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더욱이, 강릉

중소 산단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탁 관리도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강릉시가 관광업 부문으로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인 락-인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강릉이 관광도시다보니까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거든요. 지원도 부족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없는 거죠.”(입주업체 D사)

“인근에 과학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실제 기업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강릉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입주업체 S사)

구분 제조업(대)
숙박 및 음식업

숙박 및 음식점(대) 숙박업(중) 음식점 및 주점업(중)

LQ지수 0.43 1.62 3.79 1.43

주: ()는 산업분류 기준을 의미하며, (대)는 대분류, (중)은 중분류를 의미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6)

[표 5-7] 강릉시의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업의 LQ지수 비교

20) LQ지수는 지역 내 산업별 특화정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LQ가 1 이상인 경

우 전국 수준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특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전국 산업종사자비중
지역내 산업종사자비중

21) 강릉시의 브랜드는 ‘솔향강릉’으로서, “마음과 평안을 주는 강릉 소나무의 이미

지를 통해 관광휴양 도시로서의 강릉의 가치”를 의미한다.(강릉시 홈페이지,

https://www.g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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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인에 의해 고착화가 이루어진 산업지역에서는 외부 자극이 없이

자생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성숙한 클러

스터는 행위자들의 반복적인 선택과 피드백을 통해 자기강화되기 때문이

다(Greco & Di Fabbio, 2014: 414). 따라서 강릉중소 산단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선정을 위한 추진의지22)

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리권자인 강릉시는 관광업 부문으로 정치적

락-인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지원하려면 지자체 여건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아직

강릉시는 결정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또, 올림픽 개최도시다보

니”(강릉시 담당공무원)

(3) 인지적 락-인의 형성: 고령화에 따른 인지적 고착화

규모가 작은 강릉중소 산단의 경우에는 젊은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와

기업의 영세화로 인해 생산연령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생산 연령

의 증가로 인해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설 투자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대표조직의 구성 또는 참여에도 소극적이며, 경

쟁력 약화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도 낮다. 이로 인해 형성된 인지적 락-

인으로 인해 강릉중소 산단의 시설은 방치되고 있으며, 업체 수준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

부는 산업단지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소산단의 업체들이 대부분 1인, 2인의 소규모 업체들이고, 나이들이

다 있어요. 연령대가. 그래서 개선의지가 없는 거죠”(강릉시 담당 공무원)

22)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동공모 지침」(산업부·국토부, 2015)

에 따르면, 정부의 경쟁력 강화사업의 선정 평가기준에 사업 추진체계 구성, 지자

체 재원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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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어렵지. 우리는 나이도 들고 먹고살기 바쁜데 뭐. 그리고 우리가

바꾸자고 노력한다고 뭐 잘 되겠어?”(입주업체 W사)

“발전을 위해서 (중소공업회) 회장님이 얘기해도 업체들이 사실 잘 안 따라

줘요. 워낙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변화를 원치 않으세요…. 일부는 해제를 원해

요. 개선은 안 되고 산업단지로 묶여 규제는 있고 그러니까.”(중소공업회)

(4) 관리주체와 업체 대표조직의 부재

독립적인 관리주체 및 입주업체를 대표하는 조직의 부재는 강릉중소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현재 강릉중소 산업단지는 소규모 산업단지로서 독립적인 관리주체

가 없다. 더욱이 입주업체들의 인지적 락-인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제

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취합하고 이를 강릉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입주업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이나 입주업체의 관리 측면에

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관리

권자인 강릉시는 강릉중소 산단을 포함한 다수의 산업단지를 제한된 인

력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부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입암동에 있는 중소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명확한 대표하는 단체가 있어야 하

는데 그게 없어요. 현재 저희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것까

지 신경 쓸 여력은 사실 없어요.”(강릉시 담당공무원)

“강릉시에서 시설이나 업체들을 조사하러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현재는

개인 소유로 전환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관리의 명분의 없어졌죠. 개인적으로 의

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입주업체, D사)

“지금 공동의 목소리를 낼만 한 사람이 없죠. 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빠지려고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걸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요.”(중소공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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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실태와 추동요인

1)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현황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

로 1979년에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일대에 지정되었다(그림 5-10 참조).

2016년 연간 생산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강릉중소 산단의 약 150배에 달

하며, 지정면적은 4백 만㎡로 대규모 산업단지에 해당한다. 면적의 62%

는 생산시설용지, 33%는 공공시설로 구성되며, 지원시설용지는 4.8%에

불과하다. 또한, 8개의 대기업을 포함한 총 322개 업체가 입주해있으나

영세업체가 131개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표 5-8 참조).

한편 세부지표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약 4.3

억 원이며, 생산성과 고용이 각각 2.5%, 10.6% 증가하여 강릉중소 산단

에 비해 모든 지표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고위기술이 차지하는 비

중이 0.7%에 불과하며, 대규모 산업단지임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높은 수

준이라 볼 수는 없다(표 5-9 참조).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 이

후인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동업체와 고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다(그

림 5-1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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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0 4 82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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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그림 5-10] 달성1차 산단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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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시설용지별) 입주업체 현황

지정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업체수 대기업 영세업체

4,079
(100.0)

2,537
(62.2)

195
(4.8)

1,346
(33.0)

322
(100.0)

8
(2.5)

131
(40.7)

자료: 산업단지현황통계(2016), 공장등록현황(2016)

[표 5-8] 달성1차 산단 현황과 부문별 경쟁력 평가 결과
(단위: 천㎡, 개, %)

구분 경쟁력

노동생산성 427.5

생산성증감률 2.5

업체당종사자 44.2

고용증감률 10.6

고위기술비중 0.7

자료: 공장등록통계(2016)

[표 5-9] 달성1차 평가지표별

경쟁력특성
(단위: 백만 원/인, %, 명)

구분
2006년 2016년 비중변화

(06-16)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섬유 88 29.7 103 31.8 2.1

자동차 51 17.2 58 17.9 0.7

기계 27 9.1 17 5.2 -3.9

조립금속 20 6.8 27 8.3 1.6

1차 금속 18 6.1 18 5.6 -0.5

고무플라스틱 16 5.4 21 6.5 1.1

비금속광물 16 5.4 10 3.1 -2.3

전기 11 3.7 10 3.1 -0.6

음식료품 10 3.4 13 4.0 0.6

목재 10 3.4 3 0.9 -2.5

상위10개 합 267 90.2 280 86.4 -3.8
자료: 공장등록통계(2006, 2016)

[표 5-10] 달성1차 산업단지 업종 현황
(단위: 개, %)

입주업종을 살펴보면, 모든 제조업종이 입주해있으며, 상위 10개 업종

은 전체 약 86.4%를 차지한다(표 5-10 참조). 특히 최근 10년(2006-16)

동안 상위 10개 업종의 비중은 약 3.8% 감소하였으나 절반을 차지하는

2개 업종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여, 기존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섬유업체

수는 103개로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16년 사이 비중은 2.1%

증가하였다. 또한 자동차 관련 업체 역시 58개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업

체수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달성1차 산단 역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성1차 산단에 입주한 주요업체를 살펴보면, 종사자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는 주로 자동차, 기계, 금속가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섬유업체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다(표 5-11 참조). 또한 입주업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단지 서쪽에는 규모가 큰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입주



- 148 -

해있으며, 동쪽에는 주로 섬유업체를 포함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입주

해있다(그림 5-12 참조).

업체명 종업원수 등록연도 용지면적 업종명 주요 생산품

이래오토 모티브시스템 1,970 1985 346,063 자동차엔진용부품 제조업 카에어컨,컴프레샤

평화오일씰공업 864 1988 27,199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오일씰,오링

이수페타시스 851 1989 30,348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인쇄회로기판(PCB)

대동공업 662 1984 223,394 농업및임업용기계 제조업 콤바인,트랙터외

상신브레이크 654 1991 47,168 기타자동차부품 제조업 브레이크라이닝외

남선알미늄 450 1987 44,196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 알미늄샷시

샤니 342 1989 33,682 제과용혼합분말및반죽제조업 빵류

남양금속 300 1988 71,467 기타자동차부품 제조업 크랭크샤푸터외

평화산업 268 1988 53,132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호스류, 차량부품

태경농산 207 2001 36,702 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라면스프

자료: 공장등록통계(2006, 2016)

[표 5-11] 달성1차 산단의 주요업체 현황
(단위: 명, 년, ㎡)

자동차
부품 공장

섬유

이수페타시스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평화오일씰공업

샤니(음식료)

덕진섬유현대화섬

비락(음식료)

동아제약

자료: 산업단지 시설용지도면(2017), 새주소 건물(2018), 연속지적도(2018)를 중첩하였음

[그림 5-12] 달성1차 산단 내 주요 업체 입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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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력 약화 실태

(1) 물리적 측면

① 생산설비의 노후화와 빈 공장 증가

대규모인 달성1차 산단의 경우 물리적인 노후화 문제가 무엇보다 심

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건축물과 생산설비는 노후화로 인해 외벽이 손

상되어 있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장들이 많은 비중23)을 차지

한다(그림 5-13 참조). 특히, 슬레이트 지붕은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지붕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유해물질에 해당하여 막대한 처리

비용이 소요되어 지붕 개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공장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지붕개량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업체

규모가 영세하거나 사업주가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붕개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생산설비의 노후화>

“건물도 낡고, 지금 천장도 여기저기 다 샌다. 슬레이트지붕 그거를 우리가

부분, 부분 계속 때웠거든? 근데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샌다. 오래되어서 여기

도 때우고 저기도 때우고.”(입주업체 S사)

“30년 전에 짓다보니까 건물지붕이 슬레이트라.. 이게 악성 폐기물이라 철거가

판넬을 새로 세우는 거보다 어려워요…. 특히, 이거를 지원하려 해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창고나 공장은 지원대상이 아니니까.”(관리공단 담당자)

23) 달성1차 산단 내 슬레이트 지붕구조의 설비를 지닌 업체는 57개에 달하며, 면적

합계는 약 12,000㎡에 달한다(관리공단 직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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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2017.12.)

[그림 5-13] 생산설비 노후화와 슬레이트 지붕 현황(달성1차)

건축물과 생산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산업단지 내에 휴업 및 폐

업, 임대공장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산업단지 내

등록된 공장 322개 중 18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다수의 부지들은

낡고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빈공장의 증가와 고착화>

“여기저기 공장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변에 빈 공장들도 좀 있더라고.

단지 안에. 여기 올라가면 빈 공장들이 있거든. 휴업이나 폐업이 생기면 얽혀있는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지.”(입주업체 S사)

“신규업체들의 충원은 전혀(이루어지지 못하죠). 여기 근처에도 비어있는 공

장이 상당히 많아요.”(입주업체, J사)

② 기반시설의 부족

대규모인 달성1차 산단은 기반시설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관리를 위해 필요한 면적 자체가 넓어 곳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지 동쪽의 국도를 통한 우회 진입로는

경사가 급하고 도로 폭이 좁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의 이면도

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그림 5-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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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급경사 구간

주차공간
부족

주차공간

부족 주차공간
부족

[그림 5-14] 달성1차 산단의 기반시설 문제

산단이 산지 주변에 조성되면서 북동쪽의 진입로는 경사가 매우 급하

고 도로 폭이 매우 좁다24). 따라서 단지 내로 들어오는 화물차의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그림 5-15 참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산지 주변에 가면

경사가 이래 급해서 비나 눈 오면 완전히 마비됩니다.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많

이 나거든요. 화물차가 내려오다가 전봇대 박아서 전기 끊기고 조업이 중단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관리공단 직원)

“도로가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가 비좁죠. 골목으로 들어오면

18톤 차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큰 차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옛날 기준으로 지어지다 보니까….(입주업체, J사)

24) 단지 내의 이면도로의 폭은 8미터에 불과하다(산업입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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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증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영주차

장이 없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도로

에는 불법 주차는 물론 이중주차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형 화

물차의 통행이 어렵고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5-16 참조).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면도로 가보면 차가 양쪽으로 서있어서

주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실태거든요. 30년 전에 조성 되다보니까.”(관리공단 직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하죠. 성서처럼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가용 늘어나고 악순환이죠. (주차 때문에) 화물차 진입도 어렵고.”(입주업체 M사)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2017.12.)

[그림 5-15] 달성1차 산단 동쪽 진입로의 급경사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2017.12.)

[그림 5-16]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차량 통행의 어려움(달성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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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시설 부족

달성1차 산단은 대규모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이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시설용지는 약 19.5만㎡로 전

체 4.7%에 불과하다25)(표 5-12 참조). 특히, 지원시설 중에서도 단지 중

앙의 돌구산과 달성군민 운동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단지 서쪽의 6만 ㎡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곳에는 폴리텍

대학, 공공직업훈련시설과 학교가 위치해있다(그림 5-17 참조).

<지원시설 부족>

“지금 지원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실질적인 지원시설 부지는 여기 서쪽뿐이

에요. 아주 부족합니다.… 지원시설을 확장을 하려고 부지확보가 실질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관리공단 직원)

구분
시설설치현황

면적 비율

운동장 31,622 16

의료시설 28,793 15

교육·연구 59,307 30

발전소 13,676 7

수질오염방지 36,697 19

기타 24,963 13

계 195,058 100

출처: 산업입지정보관리시스템

[표5-12] 달성1차지원시설현황
(㎡, %)

폴리텍 대학

논공중

남동초

달성군민
운동장

돌구산

요양병원

[그림 5-17] 지원시설 현황(달성1차)

25) 2002년에 지정된 인근의 성서4차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57,409㎡로

단지 전체의 13.2%에 달하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업시설과 물류시설, 지방

중소기업청 등이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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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네트워크 측면

① 입주업체 사이의 네트워크

달성1차 산단의 경우 업체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은 업종과 규모에 따

라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들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섬유업

체, 주물업체 등 규모가 작은 업체들 사이에는 연계와 협력의 관계가 형

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섬유업종의 경우에는 본사와 연구기능은 접근성

이 좋은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에는 생산기능만을 담당하

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 사이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계와 협력은 전

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네트워크>

“다른 업종은 몰라도 자동차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련업체들끼리 협력은

일어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서로 맞물려있거든요.”(관리공단 직원)

“자동차부품 관련해서는 조직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협력이 대체로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입주업체 M사)

<기타 업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여기 섬유업체들은 다 생산 쪽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는 않아. 대구에 있

는 본사 쪽은 몰라도 여기는 연계가 잘 안 돼.”(입주업체, H사)

“같이 제품개발은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공단 안에 주물공장이 많지가 않으

니까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하는 게 사실 어렵죠.”(입주업체, J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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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입주업체 사이의 네트워크

달성1차 산단의 관리주체, 지자체, 입주업체들 사이에는 긴밀한 네트

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관리주체인 달성1차 관리공단은 대구시, 달

성군, 입주업체들 사이에서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

리공단은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공장입주 등 전반적인 산업단지의 계획 및 관리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공단은 입주업체의 실무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조직하여 1년

에 약 4-5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산업단

지 내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대구시와 달성군과도 기반시설의 보

수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관리공단-입주업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각 업체의 실무원들이 주축이 된 협의회가 있어서 모여서 공지사항을 전달

하고 하지요. 1년에 4-5번 회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업체들에게 요청을 하면 협

조를 잘해주는 편이에요.”(관리공단 직원)

“입주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조사해보니까 교통이나 기반시설 문

제, 인력채용문제입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채용박람회도 열고 있

고, 고용플러스센터도 입주시켰습니다. 또 구인구직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교육을 지원하고 인근 특성화고와 대학과도 MOU를 맺어서….”(관리공단 직원)

<지자체-관리공단 사이의 네트워크>

“(대구)시하고 공단이랑의 관계도 잘 구축되어 있어요. 시도 우리를 잘 도와

주려 하고요. 얼마 전에는 경쟁력강화사업에도 지원을 했어요.”(관리공단 직원)

“특히 공공시설 관리는 전부 시비나 군비가 있어야 하니까. 대구시, 달성군과

함께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죠. 대대적인 보수는 어렵지만 급한 거에 대해서 1년

예산 얼마, 얼마 해서 조금씩 개선하죠.”(관리공단 직원)



- 156 -

(3) 산업·경제적 측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점은 주력 업종의 침체와 국제적 경쟁력 약화이다. 현재 달성1차 산단은

섬유업체와 자동차부품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해당 업종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섬유업종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며,

자동차 부품 역시 지난 3년간에 성과는 이전 수준에 비해 좋지 못하다.

특히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관련 가장 큰 업체인 이래오토모티브(구:

한국델파이)는 과거 대우자동차 계열의 자동차부품업체로서 미국 델파이

사와 분리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비교

적 큰 농기계 생산업체인 대동공업 역시 농업 경쟁력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에는 농기계 생산부문을 진주로 이전한 상태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경우 수많은 협력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해당 업종에 위기가 발생하면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위

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섬유업의 침체>

“우리 섬유 쪽만 보면 침체된 지 한 5년 정도 됐어. 중국 때문에. 주변에 잘

된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 예전에는 여기 섬유공장이 엄청 많았는데 이사도

가고 부도도 나고.”(입주업체 H사)

<자동차 업체의 위기>

“자동차 부품 쪽도 요새 안 좋아요. 지금 논공에서 잘나간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쇠퇴했지. 델파이도 지금 자꾸 분할매각한다고. 그렇게 큰 업

체가 빠지면 누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다니까 노후해서.”(입주업체 J사)

“한국델파이가 미국델파이와 분리되고 나서 많이 어려워졌죠. 매출액도 반

토막 났고요. (중략)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는 서로 협력사로 맞물려 있어서 큰

기업들이 위기가 오면 3-4차 영세한 협력업체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단가는

조이고, 인건비 올라가고 하니까 못 버티는 거라고”(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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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달성1차 산단은 생산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더욱이, 달선1차산단은 대구시로부터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젊은 인력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달성1차 산단 인근에는 지하철역이 없으며, 간선버스 노선은 600번, 655

번 2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2개의 버스노선은 대구도심을 통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도로 우회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길다(그림 5-18 참조).

<인력 충원의 어려움: 근무환경>

“젊은 사람들이 조금 편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근무환경, 복리후생 좋

고 한 곳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본을 다루다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이 썩 선호하지 않죠. 장기근속을 안 해요.”(입주업체 M사)

<인력 충원의 어려움: 접근성>

“자차가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상당히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와야 하죠. 회

사 통근버스가 없는 소규모 같은 인력충원이 잘 안 되죠”(입주업체 M사)

<취업기피에 따른 기술축적의 어려움>

“사람구하기가 어려워요. 인건비는 비싼데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임시 인력을 충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같은 주물공장은 또 노하우 전수가 안

되죠. 한 60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입주업체 J사)

달성1차

대구시청

655번
노선

대구시청

달성1차

600번
노선

출처: 다음지도(map.daum.net)

[그림 5-18] 달성1차 산단의 간선버스 운행경로(좌: 655번, 우: 6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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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력 약화의 원인

달성1차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실태를 종합한 결과는 [표 5-13]과

같다. 무엇보다 달성1차 산단은 물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심각하다. 건축

물과 생산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슬레이트 지붕 구조를 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도로가 비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지원시설 역시 부

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은 악화되고, 취업기피 현상은 증가

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교통체증과 사고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관리공단을 중

심으로 업체-지자체-산단 사이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입주업체들 사이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한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수

직적인 하도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혁신창출을 위한 협력은 방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주요 업종인 자동차와 섬유업

체의 경제적 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여러 단계에

걸친 협력업체들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기술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분 문제점 문제에 따른 결과

물리적

건물 및 생산시설의 노후화,
슬레이트 지붕 구조

� 근무환경 악화, 취업 기피
� 생산량·생산성 감소, 휴폐업 증가

좁은 도로, 주차 공간 부족
� 화물차 진입 어려움
� 출퇴근 대중교통 불편

급경사 도로와 전봇대
� 눈, 비에 따른 산사태의 위험
� 교통사고 증가

지원시설 부족
� 생산성 감소
� 근무환경 약화

사회
네트워
크적

자동차 부품업종을 중심으로
지나친 수직적 네트워크 형성

� 하도급 관계 형성
� 혁신의 시너지 창출 방해
� 산업단지의 구조조정 적응력 감소

산업
경제적

비중 높은 주력 업종의 경제적 침체
(섬유, 자동차부품)

�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경제적 침체
� 관련 업체들의 연쇄적인 폐업

젊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지나치게 잦은 이직

� 기술력 축적의 어려움
� 품질, 기술력 약화

[표 5-13] 달성1차 산단의 경쟁력 약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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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적 요인

① 주력업종의 경쟁력 감소

달성1차 산단을 둘러싼 외부의 여건의 변화로서 주력 업종의 국제적

경쟁력 감소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달성1차

산업단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업종은 2000년대 이후

전반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 저렴한 노동비

용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내 섬유업종의 경쟁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력 업종의 침체>

“지금은 중국이랑 경쟁이 안 된다니까. 최소한 야드에 1200원에 팔아야하는

데 중국에서는 800원에 팔아버리니까. 한국 거를 안 쓰지.”(입주업체 H사)

“근데 자동차 부품, 섬유 쪽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침체되고 축소되는 거

죠. 2016년에 자동차 쪽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어요.”(관리공단 직원)

② 지속적인 신규 산단 공급에 따른 업체 필터링

달성1차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산업단지가 공급되었다. [표 5-14]는 달성1차 산업단지가 착공된 이후

대구시에서 신규로 공급된 산업단지를 정리한 것으로, 9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새로 공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규 산업단지의

대부분은 달성1차 산업단지와 가까운 달성군과 달서구에 집중적으로 공

급되어 왔다(그림 5-19 참조). 특히, 부가가치가 높아 비싼 부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쾌적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로의 이탈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에 입주해야 하

는 업체들이 달성1차 산단에 입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터링(filtering)

은 해당 산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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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여기가 노후한데다가 자꾸 새로 2차, 3차 다른 게 자꾸 생기니

까 축 처지는 거지. 매물이 많이 나와도 누가 들어오려고도 안하고…. 시설 자

체가 다 오래됐잖아. 큰 회사들도 자꾸 빠진다고.”(입주업체, H사)

“여기는 건물환경이나 근로환경 등 제반사항이 노후화되고 열악하고 하니까

(업체들이) 테크노폴리스나 다른 데로 빠져나갔어요. 이런 거 때문에 지역상권

이 많이 또 침체가 되고 그러죠.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입주업체 M사)

단지명 지역 입지유형 지정면적 착공일

달성1 대구 달성군 일반 4,079 1980-05-20

성서2 대구 달서구 일반 4,750 1988-10-01

성서3 대구 달서구 일반 3,329 1994-08-01

달성2 대구 달성군 일반 2,707 1995-11-20

성서4 대구 달서구 일반 433 2004-02-01

대구이시아폴리스 대구 동구 일반 1,176 2007-10-24

성서5 대구 달성군 일반 1,470 2008-04-10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 달성군 일반 7,262 2008-12-01

대구출판 대구 달서구 일반 243 2010-07-30

대구국가 대구 달성군 국가 8,548 2012-12-31
출처: 2014 전국산업단지통계

[표 5-14] 달성1차 산단 착공 이후 대구시에 공급된 산업단지

달성1차

성서2차
성서3차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

대구국가

성서4차

성서5차

이시아폴리스

[그림 5-19] 달성1차 산단 인근에 신규 공급된 산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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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 및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비효율성

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비효율성 역시 달성1차 산단의 경쟁

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기준 달성1차 산단에는 등록

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장이 80개로 22.7%를 차지하며, 용지면적

합계는 약 1.5㎢로 58.3%에 달한다(표 5-15 참조). 특히, 시설의 노후화

와 비효율성은 업체의 생산성 약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업체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 더욱이, 기반시설과 생산

설비의 문제로 인해 근무환경이 약화는 취업기피에도 영향을 미치며, 산

업단지 내 기술축적과 혁신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분
입주업체 용지면적

업체수 비율 용지면적 합 비율

노후공장 80 22.7 1,530 58.3

비노후공장 273 77.3 1,096 41.7
주: 노후공장은 등록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공장을 의미함
자료: 공장등록통계(2016)

[표 5-15] 달성1차 산단 내 노후공장 현황
(단위: 개, 천㎡, %)

“모든 게 다 오래됐으니까. 도로 확충은 안 되고 또 주차도 문제고. 또 공장

도 다 옛날 기준으로 지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죠. 설비를 확

장하려고 해도 사실 부지확보나 이런 면에서 잘 안 되고”(입주업체 J사)

“지금도 근로자들이 성서공단을 갈래? 달성에 올래? 하고 물어보면 다 성서

공단을 갑니다. 거기는 차편도 많고 지하철도 있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차나 버스 아니면 안 되잖아요. 노후화도 심하고.”(입주업체 M사)

과거의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

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지확보와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생산설비의 경우에는 입주업체별로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이 가능하지만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문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므로

입주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대구시와 달성군의 예산으



- 162 -

로는 부분적인 보수 이상의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16년에

관리공단은 대구시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 중 재생사업에 지원했지만 대

구에 이미 3개 산업단지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정 되면서 달성1차 산업

단지는 선정되지 못하였다.

“지금 공단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2개거든요. 위쪽은 확장을 하고 있는데, 밑

에는 공장들이 개인소유다보니까 확장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대구)시와

함께 순환도로를 만드는 재생사업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왜냐면 대구 쪽에

서 이미 4개가 선정됐기 때문에….”(관리공단 직원)

(3) 기능적 락-인의 형성: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수직적 통합

달성1차 산업단지 중 자동차 관련 업종은 현재 수직적인 네트워크 구

조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업체 간 수직적인 네트워크 구

조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2차, 3차 협력업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영

세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거래에 있어 대기업과 협력

업체 간 교섭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의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

어지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현금의 유동성이

좋지 못하여 대금지원이 지연되는 경우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구, 2007: 222-223). 더욱이, 하위에 있는 협

력업체일 수록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달성1차 산업단지의

경우 자동차 관련 다수의 부품 협력업체들이 수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년 간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좋지 못하면서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의 관

점에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수직적 구조는 혁신 창출의 측면에서도 좋

지 못한데,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학습과 조정을 어렵게 하면서 혁신역

량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Boschma & Lambooy, 1999a: 393). 즉, 달성1

차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의 수직적 통합은 기능적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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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형성하여 산업단지의 구조조정을 위한 적응력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연계는 강하지만 협력과 기술개발은 어려워요. 어

떻게 보면 2차, 3차 하도급 관계로 이어져서…. 제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개발이 못 이루어지는 거죠”(관리공단 직원)

4. 사례 노후산업단지의 쇠퇴 메커니즘

1) 사례 노후산단에 형성된 락-인 특성

현장조사와 심층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각 사례 노후산업단지

의 락-인 특성은 [표 5-16]과 같다. 먼저, 강릉중소 산업단지의 경우 정

치적 락-인과 인지적 락-인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먼저, 정치적인 락

-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강릉시는 관광 산업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원정책이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노후산단의 관리를 위한 의지와 여

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릉중소 산단의 쇠퇴는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인지적 락-인도 형성되어 있다. 강릉중소 산단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생산 연령이 매우 높고,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산업단지

의 개선의 필요성과 의지가 없는 상황이며,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의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업체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은

물론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강릉중소 산단의 쇠

퇴가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에 기능적인 락-인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산업단지 내에서 특정업종(기계, 금속)에 대한 집중도는 높

을지라도 기업 간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규모 산업단지인 달성1차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락-

인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 사이에서 수직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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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발생하면서 혁신창출을 방해함은 물론 산업단지의 적응력을 감소시

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수직적 통합은 2차, 3차 이상의 수많은 협력업

체의 하도급 관계로 구성되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완성차 업체의 실적

이 좋지 못하면서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단

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락-인과

인지적인 락-인은 강릉중소 산단에 비해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달성1차 산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문제에서 발

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구시나 관리공단에서는 비중이 높

은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편향된 지원을 하기 보다는 기반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들 역시 현재의 경쟁력 약화

와 관련한 문제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

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산업단지에서 형성되는 락-인의 유형과 특성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요소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형성된 락-인에 초점을 두

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추동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쇠퇴의 메

커니즘에 근거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락-인 강도 내용

강릉
중소

기능적 락-인 약함
� 산업이 기계, 금속에 집중되어 있지만
기업 간 연계·협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정치적 락-인 강함
� 강릉시는 관광 산업에 더욱 초점
�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의지와 여건 부족

인지적 락-인 강함
� 생산연령 증가로 인해 산단 개선과 변화
에 회의적인 태도

달성
1차

기능적 락-인 강함
� 자본재(자동차) 관련 업종의 수직적 통합
� 산단의 적응력 감소와 혁신역량 감소

정치적 락-인 약함
� 지자체·관리공단의 지원은 특정 업종에
초점을 두기보다 기반시설 문제에 초점

인지적 락-인 약함
� 입주업체와 관리주체는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변화·개선)의 필요성을 인식

[표 5-16] 사례 노후산업단지에 형성된 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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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노후산단의 쇠퇴 추동요인 간의 관계

강릉중소 산단의 쇠퇴 추동요인 간의 관계는 [그림 5-20]과 같다. 먼

저, 산단 내 형성된 인지적 락-인과 정치적 락-인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방해되고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경

쟁력이 약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지적 락-인의 경우 산업단지와 입주업체 수준의 개선과 변화를 거

부하는 인지적인 고착화에서 비롯되며, 생산 연령의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때, 강릉중소 산단의 생산연령 증가는 젊은 인력의 취

업 기피와 강릉시의 제조업 노동력 풀 부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인지적

락-인은 강릉중소 산단의 업체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먼저, 생산설비의 관리 부족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고용과 생

산성이 감소하게 되며, 업체 간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입주업체들 사

이의 혁신의 시너지는 형성되기 어려우며, 이는 생산연령의 증가와 맞물

려 산단 내 기술축적을 방해하고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적 락-인은 관광 산업에 초점을 둔 강릉시의 산업구

조에서 비롯되며, 강릉시가 해당 노후산단의 개선을 위한 의지와 여건을

지니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특히, 현재 강릉중소 산단의 경우 제한된 공

무원에 의해 산업단지 관리와 제조업 공장 등록 등의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강릉중소 산단의 독립적인 관리주체가 부재한 상황이이

며, 이는 입주업체 대표조직의 부재의 상황과 맞물려 강릉중소 산단 내

각종 시설은 방치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의 약화는 또 다시 젊은

인력의 취업 기피와 연결되어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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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락-인

정치적 락-인
노후산단 개선 의지, 

여건 부족

관광업에 초점 둔
산업구조 기반시설 관리 부족

입주업체 관리 부족

근무환경 악화
젊은 인력의

취업 기피

비제조업/

임대 공장 증가

강릉시-산단

네트워크 부재

입주업체

대표조직 부재

기대 임금 증가,

산업구조 변화

경쟁력 약화

외부적 요인

락인의 형성

개선의지 부족, 
변화에 회의적`

생산설비 노후화

비효율적 구조

생산성 감소

생산연령 증가, 

입주업체 영세화

기술축적 어려움
혁신역량 감소

기반시설 방치,

노후화

생산시설 관리 부족

독립적
관리주체 부재

업체수준의

구조조정 방해

산단수준의

구조조정 방해

업체 간
네트워크 부재

고용감소

쇠퇴 고착화

산단 내부 문제

공론화 및 전달 불가

연계, 협력의

시너지창출 불가

제조업 노동력 풀

부족

[그림 5-20] 강릉중소 산단의 경쟁력 약화 추동요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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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1차 산업단지의 쇠퇴 메커니즘은 [그림 5-21]과 같다. 강릉중소

산단과 달리 달성1차 산단에서는 기능적 락-인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쇠

퇴가 고착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기능적 락-인은 주로 산단 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수직적인 네트워크 구조에서 비

롯된다. 이로 인해, 산단 내 적응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하도급 형태의

구조로 인해 소규모 업체의 기술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위기의 외부 경제적 충격이 이루어지면서

산단 내 업체들의 연쇄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달성1차 산업단지는 물리적인 측면의 문제 역시 산단의 경쟁력 약화

를 추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달성1차 산단은 대규모 산단으로서 각종

시설의 노후화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대구시내로부터 대

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산단 내부의 도로는 폭이 좁

아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화물차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교통사

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기반시설은 부분적인 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설 확충과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대구시에서는 지속적으

로 신규 산업단지가 공급되면서 달성1차 산단에 입주한 경쟁력을 지닌

업체들의 이탈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는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업체들로 대체되는 업체의 필터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달

성1차 산단의 생산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산업단

지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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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락인
수직적 통합

(협력업체 하도급화)

자동차관련업종 집적

적응력 감소

기술축적의 어려움

혁신역량 감소

생산 및

근무여건 악화

고용감소

생산성 감소

외부 경제적 충격

건물 및 생산설비

노후화, 비효율성

입주업체의

경쟁력 약화

지원시설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와 부족

취업 기피,
인력수급의 어려움

신규산단의

지속적인 개발

경쟁력 있는 업체의
이탈과 필터링

생산설비 개선의

어려움

경쟁력 약화

외부적 요인

락-인의 형성

물리적 문제

지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정비 어려움

접근성 취약 및

자가용 증가

산단 수준의

구조조정 방해

쇠퇴 고착화

연쇄적인

업체 위기와 침체

업체의 영세화, 

생산연령 증가

[그림 5-21] 달성1차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추동요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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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노후산업단지별로 쇠퇴 양상과 문제의 원인은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종합

경쟁력 순위가 낮고 쇠퇴의 고착화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 노후산업단지

를 대상으로 경쟁력 약화 실태와 이를 추동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경

쟁력 향상을 위한 각 산업단지별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소규모에 해당하는 강릉중소 산단은 생산설비의 노후화는 물론 각종

시설이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자

체가 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입주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서 지원시설은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영업 공간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관

광업에 초점을 둔 강릉시는 노후산단의 정비를 위한 의지와 여력이 부족

한 상황이며, 제한된 인력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산단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 연령 증가로 인해 업체 수준

의 구조조정이 방해되고 있으며, 산단 내부의 문제를 취합하고 강릉시에

전달하는 조직 형성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다.

대규모에 해당하는 달성1차 산단의 경우 무엇보다 각종 설비의 노후

화와 지원시설 부족 등 물리적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 적응력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의 침체는 산단의 전반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달성1차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발생시키는 외부적 요인은 주력업

체의 경쟁력 감소와 지속적인 신규 산업단지 공급에 따른 입주업체의 필

터링에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관련 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기능적

락-인의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하도급화로 인해 구

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다.

노후산단의 문제양상과 원인은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업종 고도화가 공통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강릉중소 산단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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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정치적, 인지적 락-인으로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산단의 이점보다 규제의 영향이 더욱 큰 상황이다. 특히, 강릉시

의 적극적인 개선의지 없이 중앙정부의 재정비 사업 추진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산업수요로 인해 성공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강릉중소 산단

의 경우 중앙정부 정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

며, 강릉시와 입주업체에 형성된 락-인을 타파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아가 강릉시는 산단의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지자체 수준에서

열악한 기반시설의 개선과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입주

업체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 간

의 단절된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과 역할분

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릉시의 촉진자적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불투

명하다면 산업단지의 해제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달성

1차 산단의 경우 물리적인 문제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기능적 락-인

의 문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달성1차 산단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수직적 네트워크 구

조 타파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산단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의 약화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산업단

지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산업구

조의 다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노후산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각 산업단지의 문제 양상과 원인에 대해 물리적 또는 산

업구조 뿐만 아니라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또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전면적인 재정비 방

식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기보다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하여 추진하되

형성된 락-인을 진단하여 구조조정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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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단지는 노후화로 인

한 생산성 감소와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고착화로 인해 산업단지의 기능

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

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원의

투입이 필요한 정비 사업의 특성상 한정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후산업단지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

다. 또한 아직까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경쟁

력의 약화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면서 효율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고 경쟁력 약화 특성을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경쟁력

약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

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 실태와 원인을 심층 분석하였으며,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락-인에 초점을 두고 경쟁력 약화 메커니즘을 분

석하였다. 더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지표별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노후산단의

경쟁력은 특정 지표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 노후산업단지를 구분하는 법적기준은 착공 후 경과기간에 있으며,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업종의 고

부가가치화에 있다. 하지만 지표별 경쟁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은 단순

히 경과기간 또는 업종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경쟁력 있는 신규업체

의 입주와 기존업체의 성장에 의한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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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특히, 경쟁력이 낮은 노후산업단지는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

지 못하여 쇠퇴가 고착화되거나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로 대체되면서 발

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평가지표들 사이에서

도 세부적인 특성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생산성과

고용규모가 크더라도 감소되는 노후산업단지가 다수 존재하며, 반대로

생산성과 고용규모가 작더라도 성장하는 노후산단 역시 존재한다. 더욱

이, ‘불황형’ 생산성 증가와 ‘성장형’ 생산성 감소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은 특정 지표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종합

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여 전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

요인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은 낮

은 수준이며, 노후산업단지의 산업구조, 신규업체의 입주 특성, 근무 및

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들은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는 비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

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의 개

발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도시 확장과 주변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셋째, 노후산업단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단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자본

재 생산 업체 비중과 지원시설용지 면적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재 생산 업체 비중이 높으면서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는 대규모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산업구조와 대외 여건 변화, 주력 산

업의 재도약 가능성을 진단하여 구조조정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

며, 나아가 부족한 지원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소규

모 노후산업단지는 신규업체 중 고위기술 비중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

났는데, 이는 소규모 산단의 경쟁력 향상을 관리주체 수준에서 입주 업

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종합 경쟁력이 낮고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는 강릉중소 및 달성1

차 산단을 대상으로 경쟁력 약화 실태와 추동요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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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들 모두 물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인력 수급과 기술축적

문제로 인해 생산성과 고용이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문제 양상과 원인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강릉중소 산업

단지의 경우 물리적인 측면을 넘어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정치적, 인지적 락-인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었다. 특히, 관광업에 초점이 둔 지자체의 산업정책으로 노

후산업단지의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입주업체들은 설비 개선과 구조조정의 의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단절

된 상태이다. 이에 반해, 달성1차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주로 물리적인 문

제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와 함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수직적인 네트

워크로 인한 기능적 락-인으로 적응력 감소와 외부 충격에 따른 연쇄적

인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하위그룹의 노후산업단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의 개념 및 측정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경쟁력의 결과에 초

점을 맞추어 세부지표별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적용가능성을 지닌

지표들로 구성된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여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노

후산업단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121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노후산업단지 관련 연구는 주로 특정 노후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과 정책적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경쟁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른 물리적인 특성 차이를 반영하여 소규모와 대규모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결정요인들을 추론하였다. 이는 거시적으로 노후산업단

지의 바람직한 관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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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례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약화 실태와 쇠퇴 원인을

규명하였다. 특히, 쇠퇴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각 노후산업단지에

형성된 락-인에 초점을 두어 경쟁력 약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으며, 이

를 토대로 각 노후산업단지 정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진단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구조조정을

위해 어떠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2. 시사점 및 연구 한계

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전

반적인 산업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따

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원인을 파악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에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노후산

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정책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종합 경쟁력 평가, 결정요인 추정, 경쟁력 약화

실태를 분석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에 근거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생과 구조고도화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업종 고도

화에 초점을 둔 사후 처방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의 경

쟁력 약화는 물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착화된 네트워크에 의한 락-인

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의 경

쟁력 강화 전략은 각 산단에 형성된 락-인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쇠퇴의 고착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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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구조조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선별하여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종합 경쟁

력 평가 결과, 모든 노후산업단지에서 경쟁력 약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

니었으며, 경쟁력 약화의 양상과 원인은 산업단지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성공가능성을 진단하여 차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전반적인 산업단지 기능을 상실하고 정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은

강릉중소 산단의 경우 무리하게 대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대신에, 강릉시는 해당 산단의 경쟁력 약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 수준의 시설 개선과 인력수급 지원, 입주업체 관리 방안

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 인력 확충 및

단절된 네트워크 회복이 중요하다. 반면에, 물리적인 취약성과 기능적 락

-인이 강하게 나타나는 달성1차 산단의 경우, 물리적 환경 설비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직적

네트워크 구조를 타파하고, 신규 산업단지 공급에 따른 업체 필터링에

대응하여 입주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산업단지의 지역 특성과 산단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역시

필요하다. 대규모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산업구조와 주력 산업의 장기적

인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여 구조조정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휴·폐업 및 미활용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반해, 소규모 노후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업체의 관리

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는 대규모

산단 및 공장의 입지 규제가 뿐만 아니라 도시 확장에 따른 지가 상승으

로 전통적 생산 기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어려우므로 서울과 인접한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우수한 접근성과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구조고도화

를 추진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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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관리권자, 관리주체, 입주업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분담체계와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강릉중소 산단과 같

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단절되거나 지자체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경우 산업단지의 문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으며, 입주

업체 및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산

업단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주체를 주축으로 하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분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하다. 우선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경

쟁력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노후산

업단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물리적 노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비

사업의 선정 기준 역시 모호하다. 하지만 착공 후 경과기간이 길더라도

산업구조에 따라, 구조조정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를 정의하고, 정비 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

한 법적 기준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들의 무리한 신규 산업단지 공급을 억제하고 노후산업단지

의 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노후산업단지의

정비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평국가산단과

같이 산업수요가 낮은 일부 지역의 노후산업단지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달성1차 산단과 같이 입주업체의 필터링의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노후산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무분별한 신규 산업단지의 공급을 억제하고 노후산업단

지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전체 노후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의 결과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들을 이용하여 경쟁

력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부가가치가 아닌 생산

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 투입된 중간재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중요시되는 투입-산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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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산업단지별 부가가치에

대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산

업단지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모형을 이용하여 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들

에 한정되었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전체 모델이 60.3%, 규모별 세부모델

이 38.3-58.4%를 나타낸다. 따라서 향후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결정요

인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변수의 탐색과 실증분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축적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의 문제에서 비롯된 락

-인은 특정 데이터를 통해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례 노후산업단지

를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사례 노후산업단

지로 선정된 달성1차 산단과 강릉중소 산단의 경쟁력 약화 원인과 메커

니즘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사례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가 모든 노후산업단지에 일반화된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

히, 경쟁력의 약화를 추동하는 락-인은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더욱 많은 노후

산업단지의 쇠퇴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국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 문제에 효

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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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alizing old industrial complexes is recently surfacing as a 

nation-wide issue as they deteriorate over time whilst havi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South Korea.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apacity is declining due to the 

deterioration of infrastructure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industrial complexes. At the same time, their function as 

industrial complexes is diminishing with labor shortage stemming 

from substandard working conditions. Moreover, there is a very 

high likelihood that the decline may become fixated because of 

path-dependency. Given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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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ly and, furthermore, to analyze the causes and the 

mechanism of decline, from which policy implications for 

restructuring old industrial complexes will be draw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analysi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show that higher competitiveness group and lower 

competitiveness group of each index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operating years and type of industry. This suggests that 

specific indices cannot serve as the sole criterion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that an 

evaluation from a comprehensive aspect is required.

Secondly,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index of old 

industrial complexes was developed. Alongside this, the 

researcher estimated determinants of competitiveness.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inflowing enterprises, 

working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 features of the 

hinterland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positive influence of industrial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 thus verifying the effects of 

economic agglomeration; also,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flowing enterprises is the most decisive factor 

in determining the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adjustment on the enterprise and the complex level. In addition, 

old industrial complexes in the capital area are less competitive 

compared to those outside the capital area.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legal regulation on large-scale factory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nd the appreciation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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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due to urban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periphery 

areas.

Meanwhile, different determinants of competitiveness apply to 

old industrial complexes of different scales. In case of large-scale 

old industrial complexes, the influences of ratio of capital goods 

manufacturers and the size of area for support facilities are 

significant, whereas in smaller-scale complexes, the level of 

inflowing enterprises’ technologie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overall competitiveness.

Lastly, having analyzed the state of diminishing competitiveness 

and decline mechanism, this study found out that despite the 

shared physical vulnerability, The Gangneung Industrial Comple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Dalseong 1st 

Industrial Complex demonstrate distinctive problems and causes 

of deterioration. In Gangneung, lock-in effects in both 

Gangneung’s political and the occupant enterprises’ cognitive 

aspects hindered the formation of network and fixated the 

decline of the industrial complex. In contrast, the Dalseong 1st 

Industrial Complex has experienced diminished adaptability to 

external shocks and a consequent series of crises in relevant 

enterprises due to the functional lock-in effects from the vertical 

network of enterpris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had 

difficulties in maintaining diverse and large facilitie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preemptive actions based on the factors that reduce old 

industrial complexes’ competitiveness need to be taken. The 

current policy aimed at improving old industrial complexes’ 

competitiveness focuses on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after the decline. However, the dec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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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does not only have to 

do with physical issues but also with lock-in effects stemming 

from fixated networks. Hence,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ables structural adjustment both on the 

complex’s and enterprises’ level without friction by eliminating 

causes of lock-in effects.

Secondly, customized policies to treat selective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in need of reinforcement for effective renewal 

projects in old industrial complexes are recommended. The 

results of this study’s competitiveness assessment show that not 

all old industrial complexes of 20 years or longer experience 

diminished competitiveness. Also, factors which influence the 

competitiveness differ by the region and scale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Hence, measures that reflect the scal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Furthermore, a monitoring 

system to manage old industrial complexes effectively and in an 

organized manner is need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legal standards for 

the definition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and selection of 

renewal projects. The current law on old industrial complexes 

concentrate on the number of years upon groundbreaking, that 

is, on physical deterioration. In addition, actual contents of the 

new competitiveness improvement projects are no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ndividual projects – regeneration and structural 

advancement. However, each old industrial complex may present 

a different level of competitiveness depending o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size of industrial complex, and restructure details. 

Accordingly, detailed institutional guideline to define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to determine the object of and plan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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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projects need to be established.

Lastly, a network between stakeholder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a role allocation system should be formed. Should 

the local government lack willingnes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old industrial complexes or in case a 

stakeholders’ network is missing, the management of locating 

proper firms and facility maintenance might stay neglected 

because of the difficulty to diagnose the problems within the 

industrial complex. Thus,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occupying firms need to form a proper network. Additionally, in 

the face of slow-growth and population decline, it is imperative 

to prevent local governments from developing imprudent 

industrial complexes an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remedy to 

strengthen old industrial complexes’ competitiveness. 

keywords : old industrial complex, competitiveness, determinants, 

lock-in, restructuring, actual condition, declin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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