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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염색가공업을 대상으로 수도권내에서의 입지변화와 변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양주군과 안산시 

를 대상으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차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입지유형별로 환경오염관리와 특성올 파악 

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 염색가공업은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입지가 변화했으며， 집중된 분산입지 경향올 나타내고 

있다. 정책적 요인과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척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양주군과 안산시 업체들은 

매출액의 5-10% 정도를 환경오염관리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안산시의 업체들은 공동폐수처리장올 이용하고 

있는 반면， 양주군 업체들은 주로 자체폐수처리시설올 운영하고 있다. 셋째， 안산시의 업체들은 환경오염관리 

가 양호하나， 양주군 업체들이 주변환경이라는 공간의 질에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공동폐수처리장 등의 기반 

시셜에 상당히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주요어: 염색가공업， 입지변화， 입지요인， 환경규제， 환경오염관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cationa1 changes of dyeing-processing industries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causes of these changes. 1 ∞Impare ‘the individual location’ represented by the 

firms in Yang-]u County with ‘the planned 1α::ation’ , by th∞e in An -san City; how these two kinds 

of location differ in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what the main problem of th않e types 

of management is. 

First, the dyeing-processing industries changed their locations from Seou1 to the Kyong-gi Province 

area. and the pattern of these moves is ∞ncentrated -dispersa1. The factors of policy and spati외 

behavioral factors of the individual firms synthetically influenα최 the moves of these industries. Second, 

The firms in Yangju County and Ansan City are investing about 5-10% of the total sale income in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firms in Yang-ju County are mostly establishing and 

operating separate processing facilities for polluted water, wher않s the firms in An -san are 뼈ng joint 

processing facilities for polluted water. Third,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매.ution is well carried 

out by the firms located in An-san, but not in Yang-ju County. The latter have a tendency to depend 

greatly upon basic fac피ties 파{8 a joint proces밟J.g fac파ty for polluted water, just as they utilize spa디a1 

quality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or free-rider. 

Key Words: Dyeing-Proces허ng Industry, Lα::ational Ch따1ge， L∞ation려 Factor, Environmental 

Regulation,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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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연구배명과 목적 

같다. 

첫째， 수도권 염색가공업의 입지변화를 살펴보 

고，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기존의 입지요인들과 비교하여 환경규제 

지역적 환경문제의 심화와 이에 대한 인식의 가 입지변화와 입지결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증가는 지역， 산업，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환경요 지 파악한다. 

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기 셋째， 사례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지와 환경 

업 차원에서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와 잇따른 환 오염관리 실태를 통해 지역적 차이와 문제점을 

경오염사건으로 기존의 무임승차(free-rider) 전략 파악한다. 또한 입지정책과 환경규제정책의 문제 

에서 벗어나， 환경요소를 기업성장이나 전략에 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인 고자 한다. 

식하게 되었다. 지역， 산업， 기업과 환경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 

능한 지역산업발전이라는 말이 지역적 차원에서 

산업과 환경， 기업과 환경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이제는 환경의 고려없이 지역， 산업， 그리고 기업 

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일반적으로 염색가공업은 가죽제조업과 함께 

환경오염유발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염 

색가공업은 다량의 용수를 필요로 하고 제조공정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국내외 환경 상 다양한 성상을 가진 다량의 폐수를 방출하기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환경규제에 대한 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업의 대응자세，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가 

경정책， 환경규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 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며， 수도권내에 많이 

한 연구 등 주로 경영학적， 행정학적 측면에 치중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지요인들과 비교하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추상적이며 개념적 여 환경규제의 역할과 이러한 환경규제속에서 업 

논의에만 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이란 지유형별로 실체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상세히 알 

실체적 단위안에서 산업이라는 구체적 대상과 주 아 볼 수 있는 업종이라 생각하여 연구대상으로 

요 행위자(agent) 인 기업과 관련시켜 환경문제를 선정하였다.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사례지역은 안산시와 양주군이다. 두 지역 모두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한 지역의 지역적 환경문제 염색가공업이 많이 입지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정 

를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다루는 연구이고， 공단지 비 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 또한 안산은 

역과 비공단지역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지역간 비 공단지역이며， 양주군은 비공단지역으로 계획입지 

교를 통해 지역， 산업， 기업과 환경문제를 종합 와 개별입지 차원에서 비교 · 연구할 수 있는 지 

적 · 거시적으로 다루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역이다. 그러므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공업입지와 환경문제에 관한 뚜렷한 비교 · 연구를 위해 안산시의 경우는 반월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오염유발업종인 염색 염색전문공단에 입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였 

가공업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통해 양주군와 안 으며， 양주군의 경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시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입지와 환경 문제를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자료조사， 설문조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및 면담조사를 채택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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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념과 정책수단， 그리고 환경규제와 기업 의 변화와 연관된 간접적이고 유인된(induced) 

입지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정리하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Lieu 때d Treyz, 1992). 

였다. 또 하나는 공공재정 (public fu펴næ)분야에서 연 

자료는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반월염색 유된다고 보는 것이다. Tiebout (1956) 에 따르면 

사업협동조합 내부자료， 양주군청 내부자료， 전국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유동적인 개인들은 공공경 

기업체총람， 환경백서， 각종 연구 보고서를 참조 비와 재정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최대로 반영하 

하여 염색가공업의 현황을 알아보는데 주로 이용 는 입지를 선태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과 경비 

하였다. 는 비용과 이익의 수적 계산에 쉽게 포착될 수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일반현황， 입지와 환경규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입지적 선호에 영향을 준 

제 현황， 환경관련사항， 환경관련정책， 환경관리 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연구자들은 환경 

인력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7년 3월 중 우 규제를 비금전적 (nonpecuniary) 비용과 이익을 가 

편설문을 실시하고 우편설문에 응하지 않은 업체 지는 것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규제는 

는 4월과 5월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총 40 지역의 사업분위기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중의 

개 응답업체 중 12개는 우편설문으로 회수하였 하나로서 포함되고 있다. 

고， 나머지 28개는 직접 방문하여 개별면담을 통 

해 회수하였다 1) 지역적 팽창 

양주군 염색가공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세부적 S떠fford(1985)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환경규 

인 자료 구득을 위해 양주군청 지역경제과를 방 제가 강력히 시행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문 면담하고， 공동폐수처리장의 운영실태 파악을 업 고용성장에 있어 미국에서 주도적 지역이었음 

위해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의 관계자를 방문하여 을 말하고 있다. 이는 환경규제가 입지결정에서 

면담조사하였다. 다른 기존의 요인들(시장， 노동， 자본 등)에 비해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공해업종(not c1ean)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아직 환경규제와 관련된 자본 비용 

의 공간적 차이를 인식하고 중요시하는 경영자들 

II. 이론적 배경 

1. 판명규껴|와 '1업입Jtl얘 관한 '1존 논의 
이 소수임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McConnell과 Schwab(199이은 미국의 자동차산 

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기오염규제가 오존 

대기오염규제가 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두가지 이론적 배경을 가진다(Robinson， 

1995:224). 먼저 공간적 이익최대화(spatial profit 비달성 (ozone nonattaimnent) 지역에 새로운 분공 

maximization)에 초점을 둔 전통적 입지이론에 뿌 장이 입지할 가능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비용과 고 하였다. 그러나 오존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각 

이익은 기업의 이익최대화를 위한 회계 (calc띠.us) 한 지역 (0.2ppm 이상)에서는 분공장이 입지할 가 

에 다른 요인들과 함께 부가될 수 있다고 한다. 능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규제의 이익이 공공재이고 측정하기 Fri빼nan et a1. (1992)에 따르면 미국의 다른 

어렵기 때문에 주로 비용측면에 초점을 두었는데， 주정부들에 분공장을 입지시킨 외국기업들이 오 

이러한 비용은 재정비용을 포함한 오염통체장비 염규제에 대한 자본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않았 

와 같은 직접비용이다. 또한 중간구매나 소비에서 다고 한다. 이는 규제비용이 입지결정에서 주정부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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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기업을 국적에 따라 나누어 보면， 일본기업은 

유럽기업보다 높은 규제비용이 필요한 지역에 덜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를 일본 

기업과 유럽기업들간 산업혼합(industry mix)에서 

의 차이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지역적 축소 

B버.es and Asscx;떠tes(1992) 의 캘리포니아 체조 

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외 

부로 생산시설을 이동하거나 확장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사업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사업분위기의 중요한 부분이 환경규제라고 

하면서， 특히 대기오염규제가 더 부정적으로 고 

려되어진다고 하였다. 반면 αx>pers and Lybrand 

(1986) 의 연구에서는 소수의 기업만이 환경규제 

로 인해 공장을 폐쇄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이러한 결과가 의미있는지에 관해 통계 

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방법론적 약점을 가지 

고 있다. 

환경규제가 고용이나 소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u펴

Deno(1992)는 미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대기오염통제비용이 10% 증가하면 sunbelt 

지역에서 제조업 고용이 0.65% 감소하며， frostbelt 

지역에서는 0.45% 감소한다고 하였다. 

환경규제가 기업입지에 명확한 영향을 준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 Davis et aL( 1980:171)은 환 

경규제를 시장요인， 노동비용， 그리고 원료 구득 

의 용이성 등에 종속된 이차적인 요소로 간주하 

고 있다. 물론 몇몇 연구들에서 환경규제가 입지 

요인으로 상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변수 선태의 

문제와 연구 방법론상의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산업입지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입지요인들과 비교하여 환경규제의 상대 

적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111. 수도권 염색가공업의 입지변화 

1. 엄백't공업의 입1t1변화 

전국적인 규모에서 염색가공업의 입지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 10인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 

였을 때， 염색가공업체의 공장수는 81년 510개에 

서 96년 583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 경북 지역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과 

부산 • 경남 지역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표 1>를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염색가공 

업체들이 서울로부터 경기지역으로 입지가 변화 

했으며， 이는 염색가공업이 서울로부터 경기 지역 

으로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또 

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경기지역에서는 안산시와 

양주군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분산 업 

지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경향 

도 있음을 말해준다((그림 1> 참조). 

표 1. 염색가공업체의 공장 분포 

단위: 개， (%) 

1981년 1988년 1995년 1996년 

처'-" 국 510 (100.0) 515(100.0) 520(100.0) 583(100.0) 

수도권 52(29.8) 165(32.0) 164(31.5) 180(30.9) 

서울 82(16.1) 32(6.2) 19(3.7) 9( 1.5) 

*(53.9) *(19.4) *(11.6) *(5.0) 

인천 9( 1.8) 4(0.8) 12(2.3) 7(1.2) 

*(5.9) *(2.4) *(7.3) *(3.9) 

경기 61(12.0) 129(25.0) 133(25.6) 164(28.1) 

*(40.1) *(78.2) *(81.1) *(91.1) 

대구·경북 290(56.9) 246(47.8) 248(47.7) 304(52.1) 

부산·경남 47(9.2) 87 (16.9) 82(15.8) 77(13.2) 

기 타 21(4.1) 17(3.3) 26(5.0) 22(3.8) 

주: 10인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재구성. 

* 수도권 전체에 대한 각각의 비율.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1982/83, 1989, 1996, 1997, 전국기업 

체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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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도권 염색가공업체의 공장분포 

1996년 

2. 입찌요인 

1) 정책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산업정책과 

환경규제정책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 

진다. 정책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적용 

되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소재지에서 나온 

입지요인들의 중요도와 1순위로 선태한 업체수를 

정리해 보았다. 수도권 소재 염색가공업체들은 공 

장부지의 협소， 수도권 분산정책 그리고 환경규제 

의 강화를 중요한 이출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양주군 소재 업체들의 경우 환경규제 강화 

를 가장 중요한 이출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이전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재지에서도 환 

경규제가 기업경영상에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안산 소재 업체들은 환경규제 강화보다는 공장 

부지 협소와 수도권 분산정책 때문에 이전했다는 

업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단 

표 2. 전소재지에서 나온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1순위로 선택한 업체수 

계 안산 양주 

공장부지의 협소 4.23(7) 4.22(5) 4.25(2) 

수도권 분산정책 4.08(8) 4.00(5) 4.25(3) 

환경규제의 강화 4.00(6) 3.56(2) 5.00(4) 

용수공급의 어려웅 3.62(3) 3.56(2) 3.75(1) 

지가상승 2.92(2) 3.33(2) 2.00(0) 

원료조달의 어려움 1.77(0) 2.11(0) 1.00(0) 

주: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총합한 것을 업체수로 나눈 

평균값: 매우중요(5점) , 중요(4점)， 보통(3점)， 

별로중요안함(2점) , 전혀중요안함(1점) . 
총 147fl 이전업체 중 13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함. 

괄호안은 1순위로 선돼한 업체수. 

자료: 설문조사. 

조성 당시 공단내에 공동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 

리장， 그리고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어 환경 

규제 강화보다는 넓은 공장부지 확보와 수도권 

분산정책이 이출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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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적으로 공장부지 확보가 수도권 분산정 

책보다 더 중요한 이출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주 소재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염색가공업체 

의 입지가 변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중 

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도권 산업정책， 주거지역 확대 

로 인한 공장부지의 협소， 그리고 환경규제정책의 

일환인 공해업종 이전정책이 종합적으로 작용하 

여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입지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2)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적 요인 

입지변화는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에 의해서 일 

어 나므로 어 떠 한 입 지 력 (lcx빼onalforæ) 이 그 공 

간행태에 작용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입지성 

격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조혜영， 1989:45). 

그러므로 107ß 의 입지요인항목을 제시하고 현소 

재지에 입지하게 된 이유를 중요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소재지에 입지한 이 

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부지 확보가 용 

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수도권 분산정책 

과 환경오염유발업종이라는 특성상 서울에 입지 

하지 못하고， 또한 기존의 공단지역인 대구나 부 

산 지역으로의 원거리 이동이나 입지도 용이하지 

못하므로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부지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구로구와 성동구 

지역의 염색가공업 밀집지역으로 주거지역이 확 

대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공장부지 확보가 쉬운 

경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한 것이다. 

즉， 서울과 비교할 때 동일한 비용으로 더 넓은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 

에게는 커다란 입지상의 이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공장부지 확보의 용이성은 지가가 저렴 

하다는 점과 맞물려 작용했다고 본다. <표 3)에 

서 볼 수 있듯이， 지가가 싸다는 점도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서울에 비해 안산 

이나 양주 지역이 지가가 저렴하므로 염색가공업 

표 3. 현소재지에 입지한 요인의 중요도와 1순위로 선택한 업체수 

계 안산 양주 기타 

공장부지 확보가용이 3.73(12) 3.56(5) 3.95(7) 3.00(0) 

용수확보가용이 3.48(8) 3.78(5) 3.25(3) 3.00 (이 

지가가싸서 3.30(8) 322(4) 3.45(4) 2.50(0) 

인근에 관련업체들이 많아서 3.18(8) 3.28(3) 320(5) 2.00(0) 

제품판매시장에의 접근 용이 2.88(4) 2.83(1) 2.90(3) 3.00(0) 

노동력 구득 용이 2.83(2) 2.89(0) 2.75(2) 3.00(0) 

환경규제의 강화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서 2.80(6) 3.50(5) 2.15(1) 3.00(0) 

교통이 면리해서 2.78(5) 2.67(0) 2.85(5) 3.00 (이 

원료·부품조달이 용이 2.50(0) 2.56(0) 2.40(0) 3.00(0) 

세금감면 혜태을 받을 수 있어서 1.85 (이 2.06(0) 1.60(0) 2.50(0) 

주: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총합한 것올 업체수로 나눈 평균값: 매우중요(5점)， 중요(4점)， 

보통(3점)， 별로중요안함(2점)， 전혀중요안함(1점). 

괄호안은 1순위로 선태한 업체수.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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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은 공장부지 확보와 더불어 지가가 저렴한 별기업들이 공동출자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 

이들 지역을 선호한 것이다1) 양주 지역 업체들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조합이 무단폐수방 

이 공장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안산 소재 업체들 류로 정지당하면， 모든 조합 가입기업들이 동시에 

에 비해 더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 정지당하고 벌금도 공동분배한다고 한다. 이에 반 

다. 이는 양주 소재 업체들이 기업 규모가 영세 해 양주 소재 업체들은 계속되는 환경규제 강화 

하기 때문에 공장부지 확보가 쉬운 양주 지역에 와 빈번한 단속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처해야 

입지한 것이다. 즉 분양가격이 높은 공단지역보 하므로 경영상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다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양주 지역에 개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별입지한 것이다. 

두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업체들이 응답한 것은 3) 입지결정과 환경규제 

용수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상기한 바대로 염색가공업체의 입지변화 요인 

대로 염색가공업의 특성상 다량의 용수가 필요하 으로서 환경규제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므로 용수문제의 해결이 이들 기업에게 있어 중 그렇다면 환경규제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어 

요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양주군 느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환경규제의 

소재 업체들은 신천 상류에 대부분이 위치하고 강화는 공장 확장이나 신설시 어느 때 더 심각하 

있다(양주군청내부자료， 1996). 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인근에 관련업체들이 많아서 이들 

지역에 입지했다고 하는데， 이는 집적 경제2)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염색가공업은 섬유산업 

의 필수적인 중간공정으로 주로 임가공 형태로 

일반적으로 제조업 시설에 대한 투자결정에 대 

한 연구들에서 입지조사는 시설의 형태와 대략적 

크기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후 시작되며， 소수의 

대안적 입지로 좁혀진다(Schmenner， 1982). Kies-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련업체들이 집적되어 많은 chnick (1978, 11) 에 의하면 환경규제는 어떤 이유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즉， 관련기술의 습득이 용 로 이미 선택된 지역내의 특수한 장소의 선태에 

이하고 원료의 공동조달， 제품의 공동판매 등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뒤에서도 서술하겠 

지만 개별업체보다는 이러한 업체들의 집적은 환 

경규제에도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안산 소재 업체들은 중요한 요인 

으로 꼽고 있는데 반하여， 양주 소재 업체들은 별 

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안산 소재 업 

체들의 경우 염색전문공단에 입주하고 있으며 공 

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하여 폐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 강화를 직접적인 제한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공동폐 

수처리장의 이용으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애로 

사항이 적다고 한다. 반월염색전문공단의 경우 개 

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안산이나 양주 

지역의 염색가공업체들도 앞 절에서 보았듯이 공 

장부지나 용수확보 등의 이유가 중요한 입지 요 

인이었으며， 환경규제라는 요인은 차하의 입지요 

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설문한 염색가공업체의 거의 대부분인 29개업 

체가 입지결정과정에서 환경규제를 초반에 고려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염색가공업체들이 환경을 내 

부적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비용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생 

산 비용， 입지 비용， 자본재 비용， 그리고 행정 비 

용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S없fford， 1985: 228) , 기 

업들이 환경규제를 입지결정과정에서 초반에 고 

려한다는 것은 이것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π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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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환경규제의 중요성을 염색가공 

업체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 

를 고려하여 입지결정과정에서 어떤 지역을 제외 

CD 폐수배출규모 및 처리능력 
폐수배출량 규모에 따라 업체의 폐수배출현황 

을 살펴보면， 안산 소재 업체의 경우 1일 폐수배 

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개 업체만 제외하였 출량이 700rrl 이상인 업체가 61.1%로 폐수배출규 

다고 응답했다. 이는 환경규제의 지역적 차이가 모가 큰데 비하여， 양주 소재 업체들은 200rrl 미 

미미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만인 업체가 66.7%에 이르러 폐수배출규모가 그 

공장부지 확보 문제나 용수 확보에 더 비중을 두 다지 크지 않다.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형별로 실제폐수처리능력을 살펴보면， 안산의 

또한， 기존공장시설의 확충보다는 공장을 신설 염색가공업체들은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하여 폐 

할 때 환경규제가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수처리를 하고 있다. 공동폐수처리장의 일일 폐수 

응답하고 있다. 환경규제의 강화가 새로운 공장의 처리능력은 100，OOOrrl으로 안산 소재 업체들은 자 

건설보다는 기존공장 생산시설의 확충을 선호하 체폐수처리시설 없이 방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동 

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 네가지로 정리해 볼 수 폐수처리장에 보내어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있다(8떠fford， 1985: 229) . 업체의 폐수배출규모를 실제폐수처리능력으로 간 

첫째， 대규모 공장들이 폐수나 폐기물 처리에서 주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 이에 반해 양주군 소재 업체들은 모두 자체폐 

장들보다는 환경통제비용을 더 쉽게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Schriner， 1972: 41) . 즉， 공장의 신 

설시보다는 기존공장시설의 확충시 규모의 경제 

를 이루어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의 신설시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공장 신설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치나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보다는 기존공 

장에서 생산을 확대할 때， 이러한 기준을 얻어내 

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가된 오염물 

은 새로운 입지나 시설보다는 기존 입지나 시설 

에서 더 적은 비율의 증가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넷째， 환경규제， 대안입지조사， 지체 (delay) 등은 

새로운 시설을 위한 입지비용을 증가시키며， 공장 

신설은 기존공장의 확충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N. 입지유형별 환경오염관리 

1.환명오염배출과 관t!1 

1) 환경오염배출규모와 처리능력 

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700버 

미만의 실제폐수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88.2%이다. 또한 업체의 폐수배출규모와 

실제폐수처리능력은 일치하거나， 실제폐수처리능 

력이 폐수배출규모에 비해 더 크다. 

양주군 염색가공업체의 공장 등록 형태별 일일 

평균 폐수발생량 및 폐수배출량을 살펴보면， 정상 

등록공장의 일일 평균 폐수발생량과 폐수방출량 

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무등록 공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일 평균 폐 

수발생량 및 폐수배출량이 공장 등록 형태별 자 

본규모와 비례함을 보여준다. 또한 폐수배출량이 

폐수발생량에 비해 적은 것은 업체들이 미약하나 

마 공정중 폐수의 재이용 확대를 증가시키고 있 

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양주군 모업체의 경 

우 4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한 

후， 정화된 용수를 재이용하고 있었다3)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규모를 고체환산연료 사용량 

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9.2%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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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년간 1，000톤 미 만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안산이나 양주 소재 업체 모두 정확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규모는 산정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 

분야의 규제나 단속에 비해 대기 분야는 아직 미 

미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수질 분야에 비해 대기 

오염 방지시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두 지역간 

의 에너지원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안산의 경우 

地理學論護 第30號(1997. 8) , 69-83. 

있으며， 환경규제 강화와 집중적인 주야간 단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에서 보면， 총매출액에서 5% 이상 10% 

미만의 환경관련투자비를 지출하는 업체들이 13개 

업체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 

으로 5% 미만을 투자하는 업체도 22.0%인 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소재 업체들의 경우， 

공단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어 이곳에서 공급받 42.9%인 6개 업체가 5% 이상 10% 미만을 투자하 

고 있는 데 반하여， 양주 소재 업체의 경우 자체 고 있다. %t주군의 경우 15% 이상을 투자한다고 

보일러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 에너지를 조달하 하는 업체도 6개나 됐는데， 안산에 비해 양주 소 

고 있다. 재 업체들이 매출액 대비 환경관련투자비의 비중 

이 높으며， 영세규모인 이들 업체들은 그만큼 생 

@ 폐기물 배출규모 

전체 업체의 79.4%인 27개 업체가 년간 200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안산 소재 업체 

들도 94.1%의 업체가， 그리고 양주군 소재 업체 

들도 66.7%가 200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소수의 업체들만이 소각장을 이용해 폐기 

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2) 오염방지시설 투자 

안산이나 양주군 소재 업체 모두 수질 분야를 

산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표 4 매출액 대비 환경관련투자비 

(단위: 개. %) 

계 안산 양주 

1% 미만 3(9.1) 2(14.3) 1(5.9) 

1% - 5% 미만 4(12.9 1(7.1) 3(17.6) 

5% - 10% 미만 13(41.9) 6(42.9) 7(41.2) 

10% - 15% 미만 4(12.1) 3(21.4) 1 (5.9) 

15% 이상 7(21.2) 2(14.3) 5(29.4) 

계 31(100.0) 14(100.0) 17(100.0) 

가장 심각히 우려되는 분야로 꼽고 있으나， 안산 자료: 설문조사. 

소재 업체들은 폐기물 분야도 4개 업체가 우려되 

는 분야로 꼽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공동폐수처리장의 이용으로 수질분야는 이러한 

시설에 상당히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폐 

기물은 대부분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향후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자체 소각장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도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어 

려움으로 폐기물 분야도 우려되는 오염물질 분야 

로 간주하고 있다. 양주군 업체의 95%인 19개 업 

체가 수질 분야를 심각한 오염물질 분야로 주목 

하고 있다. 이는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 

으로 입지하고 있어 자체폐수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해야 하므로 생산비 상승의 문제가 내재하고 

전체 업체들의 오염방지시설 투자비는 수질분야 

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기와 폐기물 분 

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 역별로 보면， 안산 소 

재 업체들은 특히 수질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데， 이는 공동폐수처리장의 운영비와 분담금 때문 

이다. 대부분의 양주 소재 업체들은 가장 심각히 

우려하는 분야로 수질분야를 팝고 있는데， 오염방 

지시설투자비 비중면에서도 수질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75.2%이다. 결국 염색가공업체들은 수질분 

야를 가장 심각히 고려하고 있으며， 오염방지시설 

투자비에서도 개별입지나 계획입지간 차이가 거의 

없이 수질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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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관리인력 

환경오염유발업종인 염색가공업은 오염방지시설 

의 설치와 투자비 등이 환경오염관리면에서 중요 

하지만， 또한 이러한 시설을 가동 • 운영하는 관리 

않다고 한다. 

2) 폐수처리 유형 

안산 소재 업체의 경우 반월염색전문단지내에 

인력과 관리체계의 전문성도 고려해야만 한다. 오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한 

염방지나 배출시설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적 업체들은 모두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전담부서가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군 소재 업체들의 경우 

아닌 총무부서나 기타 부서에서 환경오염관리를 95.0%71- 자체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폐수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 자격증 소지자가 하고 있으며， 1개 업체만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고 근무경력이 길지 않으며， 고학력 

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오염방지나 배출시설의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 

니라 지속적인 규제의 강화에 체계적이고 능동적 

인 대처를 어렵게 한다. 환경관리체계나 인력면에 

서 양주나 안산 소재 업체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염색가공업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 

관리상의 총체적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다. 

2. 펴|수쩨리 

1) 폐수배출허용기준상 공장입지 

설문에 의하면 응답한 35개 업체 중 62.9%인 

22개 업체가 나지역에 입주하고 있으며， 34.3%인 

127ß 업체가 가지역에 입주하고 있다. 또한 청정 

지역에 입주한 업체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별로 보면， 안산 소재 업체들은 염색전문 

공단이 폐수배출허용기준상 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반면 양주 

표 5. 폐수처리 유형 

(단위: 개. %) 

계 안산 양주 

공동폐수처리장 18(45.0) 18(100.0) 0 

자체혜수처리장 19(47.5) 0 19(95.0) 

위탁처리 1(2.5) 0 1(5.0) 

계 38(100.0) 18(100.0) 20(100.0) 

자료: 설문조사. 

안산 소재 반월염색전문공단 업체들에 의하면， 

염색가공업의 집단화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준다 

고 한다. 먼저 업체들은 공동폐수처리장，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으로 사용 

하여 많은 이점을 얻고 있다.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해 폐수처리를 하고 열병합발전을 통해 에너 

지를 수급하여， 개별업체들은 시설설치비와 운영 

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폐수처리 기술이나 약품처리 등을 전 

군 소재 업체들은 80%인 12개 업체가 가지역에 문환경관리인이 수행하므로 개별업체들은 생산성 

입주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양주군 소재 업체들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다. 반월염색전문공단 소재 

이 안산 소재 업체들보다 폐수배출기준허용상 더 업체들은 이러한 환경관련 기반시설에 상당히 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운영상 어려웅이 가 존적이 경향이 있다. 특히 폐수처리에 있어서 업 

중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양주 체들은 공동폐수처리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의존 

소재 업체들은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오염방지 

시설 운영비 부족과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행정관청의 주야간 단속을 피해 우 

천시나 주로 야간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적지 

하며， 환경규제 강화를 직접적인 제한요인으로 간 

주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염색가공업의 집단화에도 문제 

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염색전문공단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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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업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상의 업체들은 폐수처리에 어떠한 노력을 하며 문제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다양한 성상을 은 무엇인지를 양주군 소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진 폐수가 방출되므로 이러한 폐수들이 화학적 폐수처리시설 설치방법， 폐수처리기술방식， 투자 

으로 작용하여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어려움 비， 애로사항 동을 통해 살펴본다. 

이 있다고 한다. 둘째， 공동폐수처리장의 용량 초 폐수처리시설 설치방법에 있어 양주군 소재 업 

과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폐 체들은 78.9%에 이르는 15개업체가 폐수처리시설 

수처리장의 건설시 업체들이 평균용수량을 기준 을 국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고 있다. 3개 

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산활동이 집중되는 시간에 업체가 국내 전문업체와 공동제작을 하고 있으며， 

는 폐수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리하 1개 업체는 자체제작을 하고 있다. 

여 우천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 한편 폐수처리기술 개발 방식은， 대부분의 업체 

해 업체들은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들이 방지시설 전문회사에 의뢰하고 있으며 자체 

마지막으로 업체들은 공동폐수처리장에 분담금이 개발하거나 타업체와 공동개발하는 업체도 각각 

나 폐수처리비를 납부할 뿐， 개별적인 폐수처리 1개씩 있다. 

노력이 부족하며 공동폐수처리장에 상당히 의존 

적이다. 개별업체의 1차처리 노력은 생산성과 직 

결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폐수의 수질을 완화시키 

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개별입지에 입 

지한 업체들이 환경이라는 공간의 질 그 자체에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이들 계획입지에 집단화한 

업체들도 공동폐수처리장이라는 기반시설에 무임 

승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색전문공단의 조성 

시 상기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염색가공업의 집단 

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계획입지와의 비교를 위해 개별입지에 입주한 

염색가공업체들의 매출액별 폐수처리시설 운영 

비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업체들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미만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업체들은 대략적으 

로 2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안산 소재 업체들은 53.8%에 해당하 

는 7개 업체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이상 

을 투자하고 있는 데 반하여， 양주군 소재 업체들 

은 80%에 해당하는 업체가 2억 미만의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자체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표 6. 매출액별 폐수처리시설 운영비(1996년) 

(단위: 개) 

안산 양주 

5천만 
5천만 

1-2억 2-5억 5-10억 5천만 
5천만 

1-2억 2-5억 5-10억 매출액 운영비 계 -1억 계 -1억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억미만 1 1 0 0 0 0 9 6 3 0 0 0 

10억 -30억미만 3 2 1 0 0 0 4 l 0 3 0 0 

30억 -50억미만 3 0 0 0 3 0 4 0 1 1 2 0 

50억이상 6 1 0 1 3 l 3 1 0 0 1 l 

계 13 4 l 1 6 1 20 8 4 4 3 1 
」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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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한다. 

양주군 소재 업체들의 폐수처리시설 설치나 증 

설시 애로점을 살펴보면 자금확보 곤란을 제일 

큰 애로점으로 꼽고 있다. 이 지역의 염색가공업 

체들이 기업규모나 매출액면에서 영세하기 때문 

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준농림지역이라 공장 확장 

이 어려운 관계로 증설시 설치 장소가 부족하며， 

폐수처리시설은 신 · 증설시 모든 공정과 시설물 

을 감독받아야 하므로 업체들은 인허가의 어려웅 

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양주군 소재 업체들의 폐수처리시설 관리 · 운 

영시 애로점을 살펴보면， 운영인력 부족과 시설 

부족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 

로는 운영비 부족이다. 운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고 환경관리인력이 있다해도 전문성이나 경 

력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출액 대 

비 운영비 현황에서 보았듯이 폐수처리시설을 설 

치했다해도 운영비 부족으로 가동이 저조한 편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세업체들의 환경관리를 위 

해선 집단화를 통해 공동의 폐수처리와 운영이 

요망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주군 염색가공업 

체들은 전체 91개 업체중 45.1%인 41개 업체가 

폐수배출로 인해 1회 이상의 조업정지나 경고 등 

을 받았으며， 공장등록형태에 거의 상관없이 폐수 

배출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지역 염색가공 

업체들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양주군 염색가공업체의 무단폐수배출전력 

m
-
잉
 

이
내
-
p
U
 

hU 

-A4

‘ 

삐
-
떼
 

자료: 양주군청 내부자료. 

자체의 문제점이 가장 큰 부분이지만， 환경규제정 

책상의 문제도 내재하고 있음을 염색가공업체들 

은 지적하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 

색가공업체들은 환경관련제도 전반에 문제를 제 

기하고 있으며， 특히 무응답업체들의 대부분은 이 

러한 환경관련제도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였다. 

표 8. 개선될 필요가 있는 환경관련제도 

(단위: 빈도. %) 

계 안산 양주 

배출시설허가제도 9(25.7) 5(35.7) 4(28.6) 

농도규제 5(15.6) 4(22.2) 1(7.1) 

배출허용기준 
6(17.1) 3(16.7) 3(21.4) 

사전예고제 

배출부과금체도 4(12.5) 3(16.7) 1(7.1) 

자가측정제도 3(8.6) 1(5.6) 2(14.3) 

환경관리인제도 2(6.3) 1(5.6) 1(7.1) 

기타 3(8.6) 1(5.6) 2(14.3) 

계 32(100.0) 18(100.0) 14(100.0) 

주: 응답업체만 대상. 

자료: 설문조사(복수응답가능). 

3) 용수문제 

업체들이 사용하는 일일 용수량을 살펴보면， 전 

체업체 평균 일일 용수량은 637.2 m'이다. 안산 소 

재 업체들은 1，079m'으로 양주군 소재 업체들의 

239.4 m'에 비해 많은 양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다. 

양주군 소재 업체들의 일일 용수량이 1，OOO m'미만 

인 것을 볼 때， 염색가공업에서는 용수량과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비례하므로 양주군 소재 업체 

들의 기업규모가 영세함과 관계있다. 

여기서 양주 소재 염색가공업체들의 공장등록 

형태별 평균 용수 사용량을 살펴보면， 정상등록공 

장들이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나 무등록 공장에 

비해 많은 용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조 

건부나 무등록 공장들이 업체수와 전체 용수사용 

이러한 염색가공업체들의 폐수배출전력은 업체 량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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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들의 개별입지 난립은 심각한 지하수 오염과 

식수난을 초래한다. 

다음으로 염색가공업체들의 주요 용수원을 살 

펴보면， 안산 소재 업체들은 대부분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주군 소재 업체들은 주로 지 

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반월염색전문단지의 전용 

공업용수는 현재 일일 60，OOOr념이며， 1998년 1월 

15，000nî가 증가될 예정이다(반월염색사업협동조 

地理學論輩 第30號(1997. 8) , 69-83.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의 단초로서， 산업 

입지와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유발업종으로 인식되고 있 

는 염색가공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에서의 입지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살펴보았 

다. 특히 양주군과 안산시의 염색가공업체들을 대 

상으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차원에서 분석하였 

합 내부자료， 1996). 팔당댐에서 취수된 공업용수 으며， 이러한 입지유형별로 환경오염관리 실태를 

는 업체별로 할당되고 있는 데， 과거에는 전용 공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업용수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안산 지역의 생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용수로도 전용되어 부족한 상황이다. 

양주군 소재 업체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하수 

에 의존하고 있는 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로 인해 주변 

지역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의 부족을 초래해 주 

민과의 마찰이 초래되기도 한다4) 지하수는 지표 

첫째， 수도권 염색가공업의 입지변화를 살펴보 

면，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입지가 변화하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 지역이 

뚜렷하게 감소하였으며， 경기지역에서는 안산시 

와 양주군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즉， 염색가공 

업은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된 분산 입지 경향을 

수에 비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입지변화의 요인으로 정책 

리고， 일단 훼손되거나 오염이 진행되면 그 회복 적 요인과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적 요인으로 나누 

이 어렵다. 그리하여 정부는 단속을 하고 있으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 요인으로 

실제로 업체들은 2-3개의 지하수를 개발하고도 1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도 

개로 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왜냐하면， 지하 권 산업 정책，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공장부지의 

수 수질검사의 기준이 까다롭고， 개발시나 폐쇄할 협소， 그리고 환경규제정책의 일환인 공해업종 이 

경우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전정책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개별기업의 공 

표 9. 염색가공업체의 주요 용수원 

(단위: 개) 

구분 안산 n당}2f'-

상수도 1 *1 
공업용수 17 *2 
지하수 0 20 

계 18 20 

주: *3개 업체가 복수응답. 

자료: 설문조사. 

V. 요약 및 결론 

간행태적 요인으로는 공장부지 확보 용이， 용수 

확보 용이， 지가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인근에 

관련업체들이 많아서라는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적 요인은 

입지요인으로서 자본， 토지 및 집적경제가 중요하 

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용수확보의 

용이성은 염색가공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규제 강화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는 점을 안산 소재 업체의 경우 양주 소재 업체 

의 경우보다 더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차원에서 계획입지가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는데 유리한 이점을 가지 

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계획입지는 환경오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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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염색가공업의 입지와 환경오염관리 

리에 적합한 입지 유형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 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별입지에서는 

규제가 하나의 입지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 주변 

에서 염색가공업체들은 환경규제를 입지결정과정 지역의 식수난 및 식수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에서 초반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공 있다. 

장시설의 확충보다는 공장의 신설시에 더 영향을 이상으로 볼 때， 정부의 입지정책과 환경규제정 

주고 있었다. 책은 단순히 환경오염유발업종의 공간적 이전을 

둘째， 염색가공업체들은 수도권내에서 계획입지 야기시켰다고 본다. 즉， 염색가공업은 공단지역이 

보다는 개별입지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상으로 나 어느 특정지역의 집중을 통한 집단화보다는 

볼 때 주로 준농림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양주 서울 주변 수도권 지역에 분산 업지하는 경향이 

소재 업체들은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형태로 운영 있으며， 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환경오염관리 

되고 있다. 수도권내에서 입지변화는 바랍직한 입 의 적정성보다는 오히려 환경오염의 공간적 이전 

지정책이나 환경규제정책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과 확산을 유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별 

단순한 환경오염유발업종의 공간적 이전을 야기 공장들의 집단화를 통해 공동폐수처리장， 열병합 

시켰다. 발전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설치로 환경 

셋째， 이러한 입지변화와 입지를 통해서 양주군 

과 안산시에 입지한 업체들은 개별입지와 계획입 

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오염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매출액 대비 환경관련 투자비 비 

오염방지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입지정책 

과 환경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양주군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산업이 준농림지역 

등에 개별입지하고 있어 이전이 촉구된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영세성， 부지확보의 곤란， 이전비용의 

중을 살펴보면 주로 매출액의 5-10% 정도를 투 과다， 수도권 산업기능의 공간적 연계 등으로 현 

자하고 있으며， 양주 소재 업체들이 기업규모에 소재지에서 공장 운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해 매출액 대비 환경관련투자비 비중이 높다. 대단위 집단화보다는 동일 지역내에서 적정한 입 

염색가공업체들이 심각히 우려하는 오염물질 분 지를 선태하여 동일 업종별로 소규모로 집단화하 

야는 수질분야이며， 오염방지시설 투자비에서도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질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 개별입지하고 있는 유사관련업종(염색가공업을 

관리 체계와 인력면에서 양주와 안산 소재 업체 포함한 섬유업종과 피혁업 등)끼리 소규모로 집 

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전체적으로 체계성이나 단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입지정책이자 환경정책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폐수처리 유형면에서 안산 소재 업체들은 공동 

폐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양주 소재 

업체들은 자체폐수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개별업체들은 폐수처리비용 부담이 많으며， 

생산비 상승에 반영되어 철저한 환경오염관리가 

어렵다. 또한 양주 소재 업체들은 자체폐수처리시 

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와 운영인력 

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러한 시설의 실제 가동률 

은 적다. 마지막으로 계획입지에서는 주로 공업용 

이라고 생각된다. 

〈註〉

1) 안경심 (1997) 의 연구에 따르면， 포천군에 입지한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은 서울의 외부불경제 심화 

와 포천의 낮은 지가와 임대료， 상대적으로 약한 

공업 및 환경규제 등 포천이 여타지역에 비해 갖 

는 상대적 이점 때문에 포천군에 입지했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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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적 경제를 H∞，ver(1948) 의 구분에 따라 나누 

면， 규모의 경제 (sca1e economies) , 국지화경제 

(1oc때zation economi않) , 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ies) 등이 있다. 여기서 국지화경제는 동 

일직종의 업체가 한 지역에 모임으로써 얻는 이 

익으로， 이로 인해 원료 공동구매， 정보교환 용이， 

기술보조， 노동시장 존재로 교육훈련비 절감， 시 

설 및 연구기관 공동설치， 마케팅유리， 기계수리， 

부품공급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기가 용이하다 

( 박상우， 1995:23-24). 

3) 이들은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업체들로， 전문회 

사에 의뢰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 

고 전문환경관리언을 고용하여 이러한 시설을 운 

영 ·관리하고 있다. 

4)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모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염색가공업체의 지하수 개발과 사용으로 주변지 

역의 식수난과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하여 6월-8 

월 사이에는 업체의 지하수를 어느 정도 농업용 

수로 사용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기간동 

안에는 조업 단축이 빈번하여， 생산활동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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