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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한국의 각 지역의 국제화수준을 비교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이 발전할수 있는국제화전략을제시하 

는 데 그 목적이 었다. 한국에서 국제화수준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지난 10여년사이에 지역간의 격차가 약간 완화되는 경향 

을 보였지만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한국의 지방은 국제화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구 

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1970년대 이후 공업화과정에서 심화된 공간분업의 문제， 취약한 지역산업구조， 지역의 낮은 금 

융접근성，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의 부진 등 제반 문제들은 국제화의 추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제화추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역의 헥신역량을 높이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 당면한 문제를 고려하고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국제화기 

반조성，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월경경제지역화의 실현과 동북아지역산업협력체계의 구축， 외국인 투 

자환경의 개선과 국제화를 위한 조직 강화 등의 다섯 가지 방향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 전략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 

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보완적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국제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기술혁 

선과 지식창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 국제화， 혁신클러스터， 월경경제지역화， 지역혁신체계，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compare the level of intemationalization of regions in Korea 

and to suggest intemationalization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Except Seoul and Jeju-do, the level of intemationalization in Korea is relatively low,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slightly decreasing trend of the disparity of the level of the intemationalization during the last 10 

years. Non-Capital regions in Korea have structural problems which can be regarded as difficulties in the 

promotion of intemationalization.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ntensified spatial division of labor, 

vulnerabl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weak financial accessibility, and weak innovation networks in the 

regions are negative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intemationaliz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intemationalization should be solvεd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regional competences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problem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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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ial regions and the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suggests strategies in five directions. They are 

establishment of regional infrastructure of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of innovation c1uster, 

construction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realization of cross-border economic regions and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operation systems in the Northeast Asia,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intensifying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ization. These 

strategies are not independent, but are interdependent and complementary each other becaus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knowledge creation in a region are critical for the progress of intemationalization of the 

region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Key Words internationalization, innovation c1uster, realization of cross-border economic region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ternational innovation networks 

1. 서론 

21세기에 들어서 세계경제는 정보화， 세계화， 지 

식기반경제의 진전과 더불어 급속한 변화와 공간 

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는 물론 경제활동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은 날로 급증하여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경제 즉， 

디지털경제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와있으며，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사이버공간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 “디지털경제” 등의 용어를 출현하게 하였 

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이러한 새로운 용어 

의 출현은 단순히 유행어의 창조카 아니라 경제활 

동전반에 걸쳐서 세계경제공간을 재음미하게 하 

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하고 있 

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 

나는 특성은 정보와 형식적 지식의 원활한 유동， 

포드주의의 대량생산체계로부터 유연적 생산체계 

로의 전환， 노동의 유연성 향상， 다양한 소비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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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혁신적 기업가정신과 새로운 기업모형의 등장， 

기업활동에 새로운 금융제도의 등장， 그리고 기술 

혁신에서 공동학습의 중요성 등이다 (park, 2003). 

패러다임변화의 특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진전 

과 정보의 유동이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결코 지 

역이나 장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이루어낸 오늘날의 인터넷 

은 정보의 유통에서 시간과 공간을 수렴하게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공간과 거리를 극복하는 

인터넷의 발달은 오늘날 전자공간 또는 사이버공 

간을만들어 냈다. 그러나이러한사이버공간이 실 

사회에서 장소나 지역의 중요성을 소멸시키지는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지 역이나 장소의 중 

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Park, 2004). 이는 

첫째로， 전자공간이 무작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되고 있기 때문이 

다 (Castells, 2000; 2002). 즉， 전자공간에서 상호작 

용은 정보하부구조의 구축없이는 불가능하며 정 

보흐름의 중심지는 정보하부구조가 잘 발달된 곳 



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오늘날 인터넷 허브나 웹 

사이트의 호스트는 주로 세계적 대도시에 집중되 

어 있는 점은 이를 증명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둘 

째로，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의 흐름이 자유롭다하 

더라도 결국 물자의 생산과 분배는 경제공간의 중 

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사이버 

공간이 거리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지식기반경제 

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력이나 두뇌집단은 공간 

에널리 확산된것이 아니라특정장소나지역에 집 

중해 있으며 이러한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기술개 

발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Florida , 

2002) , 지식정보화사회에 형성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성은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필요 

로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제공간의 조직은 

지역화와 세계화라는 두 힘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탈냉전시대 이후 세계시장에 

서의 경쟁의 심화와 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은 산업의 국제화를 더욱 촉 

진시키고있다. 이러한추세는앞으로더욱확대될 

것이며， 앞으로 정치적 국경이 경제활동의 지리적 

확대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단일 시장으 

로 통합됨으로써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경제공 

간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와 통합추세는 생산요소， 재화， 서비스， 기업 등의 

국제적 이동성을 급격히 높여서 국가경제뿐만 아 

니라 지 역경제의 개념 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즉， 한 국가내에서 국가경제의 소단위를 구성하 

는 지역경제는 그 국가내의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외국의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외국지역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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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식정보사회의 이러한 공간적 역동성으로 인해 

국제화의 전략적 개념은 최근 들어서 세계 여러 나 

라에서 국가적인차원만이 아니라각지역에서 경 

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역자치제가 실시되면 

서 지역의 국제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과거의 중앙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체제에서 다수의 국민이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이 중요시되는 체제로 변화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 

서 지역의 국제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 

다. 즉，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화시대 

가 전개되고 있어서 한국의 각 지 역은 선진국을 향 

한발전의 에너지를지역에서 창출하고지역의 국 

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 지역나름의 독자 

적인 국제화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지역의 국제화는 지역자치단체가 추진주체 

가 되어 지 역의 특성을 살리고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여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는데 그목적이 있다고강조되기도한다. 

지역의 국제화를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할 때， 지역의 

국제화는 국가와 각 지역이 경제 ·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 

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의 국제경쟁 

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좌승희， 1994) , 이 때문에 지역 

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한국 대부분의 지역이 제대 

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제화추진기반을 조성하 

는 일에서부터 지역산업의 국제화는 물론 지역주 

민의 국제적 감각과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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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종기 · 주성재， 1994).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적 유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지 

식의 교류와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는 지 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립되어서는 안 되 

며 , 국제화 또는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각 지역의 국제화수준을 가능 

한 지표로 비교하고 국제화추진에서 당면한 문제 

점을 검토한 후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 

이 발전할 수 있는 국제화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식창출과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1) 지식창출과지역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의 경쟁력은 신지식의 창 

출과확산에 밀접히관련되어 있다. 새로운지식이 

창출되고 그 지식이 지역산업에 파급되어 제품혁 

신과 공정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때 지역의 경쟁력은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식의 창출은 공간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정보 

화， 세계화시대에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에서 지역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식정보화시대에 기술혁신에 지역이 중 

요한 것은 Nonaka와 Takeuchi(199S)의 지 식 전환 

과정에서 공간적인 차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Nonaka와 Takeuchi는 지식의 창출이 암 

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상호전환과정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암묵적 지식 

과 형식적 지식이 상호 작용하여 지식의 전환이 이 

루어지며 그 전환과정을 4가지 유형으로 표현하였 

는데 여기 에 공간적 인 차원을 추가해보자 〈표 1).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지식전환과정의 공 

간적 차원이다. 형식적 지식은 이제 세계 어느 지 

역에서든지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보편화가 크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비용을 들지 않고 인터넷을 통 

하여 접할 수 있는 형식적 지식은 무수하다. 이런 

측면에서 형식적 지식의 확산은 세계화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자화하거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암묵적 지식은 적어도 현재까 

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될 수 없다. 

암묵적 지식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현 

〈표 1) 지식전환방식과 공간적 차원 

ÃI헥쩔變 ‘ σ 뿔석 ÃI씩9.f l협癡 l 、 뤘폈혁￡댐협 

TK • TK 사회화 공감하는지삭 국지화 

TK • CK 외부화 개념적 지식 국지지역과세계의 연계 

CK • CK 결합화 체계적 지식 세계적차원 

CK • TK 내부화 조작적지식 세계와국지지역의 연계 

주) TK 암묵적 지식; CK: 형식적 지식 

출처: 지식전환， 방식， 및 지식의 내용은 Nonaka와 Takeuchi (1995): 공간적 차원은 Park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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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험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 

지식에서 다른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 

회화 방식에 의해서 생성하는 공감하는 지식 

(sympathized knowledge)은 특정 국지지 역 에 한 

정되기 마련이다. 이는 공감하는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변환과정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전적으로 

국지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국한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외부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인력이 특정지역에 와서 그지역사람과암묵적 지 

식의 교류와 전환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론 이러한 외부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 

기 위해서는 외부지역의 인력이 특정지역에 뿌리 

내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공동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문화적 , 제도적 근접성과 신뢰가 구축되어 

야할것이다. 

특정지역의 암묵적 지식이 형식화된 지식으로 

전환되면 그 형식적 지식은 타지역으로 이동이 가 

능하다. 한국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설립 

하고 그곳에서 획득한 다양한 암묵적 지식을 이용 

하여 현지에서의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 

술개발을 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받을 

경우 문자화된 내용을 한국의 본사에 전달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외부화 과정을 통해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을 실리콘밸 

리로부터 한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지지역과 

세계와의 연계를 이루게 한다. 

형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을 종합하는 결합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체계화된 지식 (systemic 

knowledge)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정주제를 대 

상으로 여러 학술논문을 읽고 종합하여 체계화하 

여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논문에 담을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문헌연구를통해 평론을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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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결합화를 통한 체계화된 지식을 창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합화를 통하여 새로운 형식적 지식으로 전환하 

고 전달하는 것은 이제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적 

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체계적 지식을 

창출하는 데는 공간적 근접성이 별로 문제가 되 

지않는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지식은 토론과 깊은 사고 및 

연구를 통한 내부화 과정을 거쳐서 암묵적 지식으 

로전환될수있다. 이러한내부화과정에서 세계적 

네트워크가 국지적 네트워크에 접목되어 세계로부 

터 국지지역으로의 지식이전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자기들이 개발한 신기 

술에 대한 지식을 유럽에 투자한 분공장에 전달하 

여 그곳에서 그 형식적 지식을 이용해 현지시장이 

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제품개발 아이디어를 생 

성할 경우 이는 조작적 지식의 장출이라 볼 수 있 

다. 여기에서 다국적기업이 이미 체계화되고 확립 

된 형식적인 지식을 투자대상 국의 현지에 적용시 

키는 예는 지식전환의 내부화 방식이 갖는 공간적 

인 차원을 잘 나타내준다. 

기술혁신은이와같은 4가지 지식전환과정이 지속 

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 

런데 암묵적 지식 자체가 거리를 쉽게 극복할 수 없 

기 때문에 기술혁신에서 지역의 중요성을간과할수 

없다. 이 때문에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 

데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중심지는특정지역에 한정 

하여 나타나며， 지식기반 경제에서 기술헥신을 위한 

지역의 의미는 과거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이는 기 

술혁신에서 공간적 차원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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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지식정보화시대에 특정지역과 국가에서 산업의 

혁신성은 바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주체들간에 연계를 통하여 

기술혁신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혁신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혁신네트워크는 혁신 

에 공헌하는 주요 경제주체들의 상호교류와 협력 

을나타낸다. 즉，새로운지식이나제품또는서비 

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조직내의 부문간은 물론 조 

직간의 협력과교류를의미한다. 보다구체적으로， 

기술혁신과정의 상호작용은 기업내부의 연구개 

발， 생산， 마케팅， 유통 등의 각부서간에의 내부적 

협력뿐만 아니라 공급자， 고객， 경쟁기업 등 타 기 

업과의 협력， 대학 등과 같은 지식제공자， 그리고 

금융， 인력훈련，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때문에 희신네트워크 

는 거래비용의 절감이나 집적의 이점만을 고려한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상호교류 

와 공동학습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창조성을 높이 

는 한편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줄이는 역동적인 

개념 이다(Camagni ， 1991; 박삼옥， 2002). 

이 때문에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혁신을 위해서 

는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혁신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지적인 네트워크가 너무 

강하여 지역의 폐쇄성이 현저할 경우， 지역내의 강 

한 혁신네트워크는 오히려 지역발전이나 기술혁 

신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 내 네트워크가너무강하고개방적이지 

못할 경우 새로운 지식의 유입을 방해하고 기술과 

지식의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강한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가 변화 

를 허용하지 않고 지역 내 관행에만 의존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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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의 유입이 어렵고 지식변환과정이 순 

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지역발전의 한 

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스위스 쥬 

라지역의 시계산업이 세계적 시장변화에 적응하 

지 못하고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지식의 고착 

효과를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 때문 

에 지역의 혁신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외부의 새 

로운 지식의 유입을 통하여 지식변환과정의 순환 

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지역경쟁력과 연계될 수 

있을것이다. 

지역의 혁신성은 생산네트워크， 고차서비스， 고 

급인력， 연구기능과 대학， 지원하부구조， 공동학습 

과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Park, 2005). 지역의 기술혁신성의 정도와 지역내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의 강도에 따라서 지 역 

을 4개로 구분할 경우 지역의 혁신성이 높고 네트 

워크가 강한 지역은 혁신성의 기본요소들의 네트 

워크가 모두 매우 강한 반면 혁신성도 낮고 네트워 

크도 약한 지 역은 기본요소들의 네트워크도 대부 

분 약하게 나타난다((그림 1) ). 또한 다른 한편으 

로지역 혁신성이 높은지역은국제적인차원에서 

지식과 기술， 인력， 자본， 제품， 고차서비스， 전략 

과 권한의 지 역간 흐름과 네트워크를 주도하기 마 

련이다((그림 2) ). 

이러한 혁신지역의 국제적 네트워크 유형이 보 

이는 것은 지 역내 혁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지 

역혁신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국가의 정책 및 제도 

와 연결된국가혁신체계，그리고 세계적인 혁신중 

심지와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필요로 하는 혁 

신체계간의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나타 

낸다. 이는지역의 기술혁신성을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혁신네트워크가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세계적인 기술혁신지와 끊임없이 교류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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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혁신지역의 유형 

출처 : 박삼옥， 2003 

의미하고 이러한 교류를 지역의 국제화에 활용해 

야함을보여준다. 

3. 우리나라 지역벌 국제화수준 

앞에서 밝힌 국제화의 정의에 따라 지역의 국제 

화 수준을 분석한다는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작적으로 측정 

이 가능한 몇 개의 국제화 관련 변수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국제화 수준을 단 

편적으로라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분이 지 역산 

업의 국제화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 

地理學論議 저145호 (2005. 2) 

@ 

Glob머 Networks: 

(}) Internation히 Ilow 01 knO\씨edge and technoloov 
@ International Ilow 01 !!!효!!!2.으쁘린 
@ International Ilow 01 떤인띄 
@) International Ilow 01 l!.잉와μ다§ 
@ International Ilow 01 advanced ser、Aces

@ International Ilow 01 strateCl v and oower 

----. Strong networks 

~ Netwαks 

〈그림 2) 혁신지역유형간의 국제적 네트워크 
출처 : Park, 2005. 

화 수준을 국제교류와 산업국제화의 두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며， 1990년대 중반이후의 변화도 파 

악하고자 1990년대 중반 경을 중심으로 조사되었 

던 조사항목과 유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Park ， 

1998). 국제교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 개최수， 국제회의 시설수， 해외 시도와의 자 

매결연수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산업의 국제화를 

비교하는 지표로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정도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정도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업 외국인 투자(FDI) 업체수， 국내 서비 

스분야 FDI 업체수， 한국기업의 해외총투자 건수 

와 총투자금액을 활용하였다. 물론 이들 변수들이 

-45-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역의 국제화전략 

과연 국제교류와 산업국제화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 

으나 자료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국제화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변수들이라 여겨진다. 

이들 국제화 관련지표들의 지역별 비중을 구한 

것이 〈표 2) 이다. 선정된 7개의 변수중 해외도시 

또는 지역과의 자매결연수와 국내제조업 외국인 

투자수의 변수를 제외하고는 서울의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국내 서비스분야 FDI중 7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비스분야의 서울 집중도가 매 

우 높다. 해외지역과의 자매결연수에서는 동남권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제교류를 위 

한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드러 

난다. 한편，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의 비중은 인 

천 · 경기지역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같 

이 주요 국제화관련변수들의 지 역별 비중을 보면 

일반적으로 서울의 국제화 수준이 가장 높고 동남 

권과 인천 · 경기지역이 그 다음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표 2)와 같은 지역별 비중만으로는 지 

역간 국제화 수준을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지 역별 인구의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변수의 

지역별 비중의 비룰 구하였다. 편의상 그 비를 인 

구대비지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지수는 입지 

계수와 같이 “1"이면 한 지역의 국제화 관련변수 

의 전국에 대한 비중이 그 지 역인구의 전국에 대한 

비중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그 지역의 

국제화 수준이 전국평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7개의 변수에 대해서 인구비를 중심으로 인 

구대비지수를 구하여 이들을 평균한 값은 어느 정 

도 각 지 역의 국제화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수라 

고볼수있다. 여기에서각변수를동일시 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각 변수의 가중치를 구하는 

것도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 

여기서는 편의상 변수들이 각각 국제화를 나타내 

는한지표라고보고각변수의 인구대비지수를단 

순 평균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3) 이다. 표 3에서 

보면 제주도의 지수 평균치가 가장 크고 다음이 서 

울이다. 표3에 나타난 지수의 평균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한국에서 제주도와 서울의 국제화 수준 

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으로 매우 높고， 강원지 역 

이 전국평균의 90%정도， 인천 · 경기가 80%, 중부 

권이 62%정도， 동남권이 59010정도를 나타내며， 서 

남권이 35%로제일낮게 나타난다. 

〈표 2) 국제화 관련 지표의 지역별 비중 
(단위 %) 

、δ A흉옳 요펀·경기 훌부짧 셔납뀔 훌훌훌휩/ 鍵뤘ι §월깅휴 Z췄 

국제회의 개최수(2001) 66.7% 5.8% 6.5% 1. 7% 105% 2.4% 6.5% 100.0% 

국제회의 시설수(2001) 40.2% 4.7% 56% 4.7% 271% 8‘ 4% 93% 100.0% 

해외시도와의 자매결연(2004. 3. 16) 16.6% 20.0% 13.0% 11. 8% 28.4% 7.3% 3.0% 100.0% 

국내 제조업 FDI 업체쉬2002.6.3이 307% 334% 108% 5.2% 19.0% 0.8% 0.1% 100.0% 

국내 서비스업 FDI 엽제수@α)2.6.30) 79.0% 112% 1. 9% 1. 3% 5.5% 0.5% 0.6% 100.0% 

해외총투자건수(2004.7.31，누적) 48.3% 28.3% 4.5% 2.7% 15.4% 0.6% 01% 100.0% 

해외총투자금액(2004.7.31，누적) 51. 8% 36.2% 1. 7% 0.8% 91% 0.4% 01% 100.0% 
---1--

자료 : 산업자원부， 2002 , 외국인투자기업현황; 한F국관광공사， 2002, 2001 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홈 
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매결연 현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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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제화 관련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 (인구대비 지수) 
(단위 입지계수) 

)..1옳 었쳤혔·짧71 중훌휩f쯤 )..1앓웠 뚫냥~ 앓f랬 쩌i쭈 Z했 

국제회의 개최수(2001) 3.11 023 0.64 015 038 0.74 074 581 

국제회의 시설수(2001) 187 0.19 055 041 097 261 2.61 840 

해외시도와의 자매결연(2004.3.1이 077 081 128 104 102 226 2.26 2.66 

국내 제조엽 FDI 엽제수(2002.6.30) 143 135 107 0.45 068 0.24 0.24 011 

국내 서비스업 FDI 업제수\2002.6.30) 3.68 045 0.18 0.11 0.20 016 0.16 0.55 

해외총투자건수(2004.7.31，누적) 2.25 1.14 0.45 0.24 0.55 0.20 0.20 0.10 

해외총투자금액(2004.7.31，누적) 242 1. 46 0.17 0.07 0.33 0.11 0.11 0.02 

인구대비지수평균 2.22 0.80 0.62 0.35 059 0.90 0.90 2.52 

주) 인구대비 지수(RIJ)=(i지역 l유형으| 총수/전지역 j유형의 총수)를 (i지역 인구수/전지역의 인구수)로 나눈값. 이때 인구는 2000년 통계청 추계 
인구임(통계청， 2001 ， 한국 주요 경제지표) 

자료: 산업자원부， 2002 ， 외국인투자기업현황; 한국관광공사， 2002, 2001 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흠페 
이 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매결연 - 현황 (홈패이 지) 

여기에서 제주도의 지수평균치가 1990년대 중반 

이나 현재나 가장 크다고 해서 국제화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이론을 제기 할 수도 

있다. 특히， 각 변수의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 

주도의 평균수치가 높은 것은 국제회의 시설수의 

지수가 8.4로 매우 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욱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제주도는 국제교류와 관련한 변수들 

의 지수가 모두 매우 크기 때문에 제주도의 국제교 

류수준은 한국에서 월등히 높다는 면을 보여준다. 

제주도가 비록 산업의 국제화정도는 매우 낮지 

만 국제교류의 정도가 한국의 타 지역에 비하여 월 

등히 높기 때문에 제주도의 국제화 수준을 높게 평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산업분야에 

특화함으로써 국제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제주도에서 산업 

의 국제화수준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제화 수준이 높다는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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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수 있다. 따라서 표3에서 나타난 입지계수 

의 평균치를 한국 각지 역의 국제화수준을 나타내 

는 한 지수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니다. 

〈표 3) 에서 보면， 서울은 자매결연수의 지수만 

“1" 이하일 뿐 6개의 변수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내 

어서 서울이 한국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와 국제회의 

개최수의 지수가 각각 “3" 이상으로 매우 높고， 서 

울지역 기업의 해외투자 건수나 금액의 지수가 

“2" 이상이어서 서울의 국제화가 지식과 정보의 

실질적인 국제교류와 산업의 국제화에 의해서 주 

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 · 경기지역은 제조 

업 FDI수와 해외총투자분야에서 지수가 “1"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나서 이 지 역은 산업 특히 제조업분 

야의 국제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남권은 

자매결연 수만 유일하게 지수가 “1"을 약간 상회 

하고 국제회의 시설수의 지수가 “1" 에 가까워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국제교류시설투자 및 해 

외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의 기반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역의 국제화전략 

조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중부권은 자매결 

연수와 제조업외국인 투자에서 지수가 “1"보다 크 

게 나타나서 국제교류를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인 노력과 상대적으로 입지적 이점이 있어서 국제 

화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 지역의 기업 

이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화를 선도하는 기능은 매 

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강원지역은 국제회의 시 

설 수와 자매결연수의 지수가 “2"이상이어서 이 

지역의 국제화는 지반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도는 국제회의 시설 수와 국제회의 개최수에서 

“5" 이상의 매우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자매결연 수 

에서도 그 지수가 “2" 이상를 나타내어서 산업의 

국제화수준은 미약하지만 국제교류가 매우 활발 

함을보여준다. 

이상의 2000년대 초의 국제화 지수를 1990년대 

중반의 자료와 비교하면， 제주도와 서울의 국제화 

지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두 지역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 높고 제주도가 가장 높은 점은 변함이 없 

다 (Park, 1998). 그 외 지 역은 1990년대 중반무렵 

동남권과 경기도의 국제화 지수가 전국평균의 

61o/c얘t 56%를 각각 차지하고， 중부권과 강원지 역 

이 각각 전국평균의 48%를， 서남권이 전국평균의 

28%를 보였었다. 이들 지 역은 1990년대 중반이나 

지금이나 모두 국제화 지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지 

수가 높아졌다. 이러한 전국적인 변화의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 역간의 국제화 지수의 차이 

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 역간 차이의 크기는 감소 

하여서 서울이나 제주도의 국제화 진전에 비하여 

그외 지역의 국제화가상대적으로약간빠르게 진 

전되었음을 보인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를 가져온 내용을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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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개최짜는 강원， 중부권， 제주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제회의 시설지수는 제주도의 비 

중이 약간 낮아진 반면 강원도가 급격히 증가하였 

다. 반면 해외지역과 자매결연수와 제조업 FDI업 

체수의 지수는 서울의 지수가 높아지고 강원지 역 

의 경우는오히려 낮아졌다. 

이상에서 한국 각 지역의 국제화수준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행되는 내용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주 

도의 국제화수준이 서울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단 

순히 지표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주도의 국제교류가 매우 활발하여 그 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여겨진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과 제주도 이외 지 역의 국제화 지수 

가 약간이라도 높아져서 각 지 역간 국제화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어가는 추세 

를보이고있다고볼수있다. 

4. 지방 국제화의 문제점 

앞의 지역별 국제화 수준 비교에서 보았듯이 우 

리나라 수도권과 제주도 이외 지 역의 국제화 수준 

은 매우 낮다. 지표상으로는 대부분 지방의 국제화 

수준이 서울의 1/3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앞에 

서도 지적하였듯이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의 자 

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해 국제교 

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제화수준을높이는문제는용이한문 

제가 아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 

방은 그동안 지 역개발의 수단으로 공업화를 추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비중의 공업이 지역으 

로 분산하여 입지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의 

공업비중은 인구비중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서남권과 강원 및 제주지역에 

서는 공업의 비중이 인구비중에 못미치고 있는 반 

면 인천 · 경기지역과 동남권의 공업비중이 각각 

인구비중보다 높아서 지역간의 공업분포의 차이 

가아직도심한것은주지의 사실이다((표 4) ).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는 제조업 전반에 비하여 

경기 · 인천지역에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서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현저하고 지역간의 격 

차가 더욱 심하다. 더욱이 서남권과 강원 및 제주 

의 첨단산업의 비중은 인구비중에 비하여 훨씬 낮 

아서 이들 지역의 공업구조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표 4) ).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중부권으로의 첨 

단산업 입지가 활발하여 의약품제조업 등 일부산 

업의 경우는 인구비중을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2" 

보다 크고 컴퓨터산업을 제외한 전자제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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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입지계수가 “1"을 넘어서 이 지역의 첨단 

산업 발전전망이 밝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부권 

의 첨단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수도권 

에 인접한입지적인 이점이 최근에나타난것도사 

실이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덕연구단지의 연 

구기관들로부터 분리신설기업 등 창업효과가 나 

타난 것도 한 요인이라 본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지역의 첨단산업분야의 입지계수가 

“1"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동남권의 경우 전 

자부품산업의 발달이 두드러지며 기타 전기기계， 

플라스틱 제품도 입지계수가 “1" 이상으로 비교적 

기술집약적 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진 곳이다. 서남 

권과 강원， 제주지역은 첨단산업의 집중도는 제조 

업의 집중도에 비해 훨씬 낮은 정도이다. 

중부권과 동남권에 첨단산업이 상당히 입지해 

있고 최근 들어 이들 지역의 첨단산업이 상대적으 

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한국 지방산업은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이 지방산업의 국제화에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 

다. 즉， 첨단기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생산기능이 

〈표 4) 인구， 광공업， 첨단산업의 지역별 비중 
(단위 %) 

Ài醫 한첨·청겨 훌$흙웠 서협권 훌낡뀔 결*￥혈 X월경휴 )쳐l 

인구(2002) 21. 4% 24.8% 10.1% 114% 27.9% 3.2% 11% 100.0% 

광공엽출하액(2002) 6.5% 31.1% 12.4% 10.1% 38.7% 1.1% 0.1% 100.0% 

첨단산엽출하액(2002) 

SIC243 16% 42.6% 25.6% 6.9% 217% 1. 5% 100.0% 

SIC252 36% 429% 18.4% 5.1% 29.1% 09% 100.0% 

SIC30 6.8% 77.4% 26% 0.1% 13.1% 0.1% 100.0% 

SIC31 5.8% 41. 4% 176% 37% 30.5% 1. 0% 100.0% 

SIC32 6.9% 382% 12.5% 17% 40.6% 0.0% 100.0% 

SIC33 13.7% 45.1% 14.9% 1. 8% 2L3% 3.1% 1000% 

주) SIC 243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SIC 25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SIC 30: 검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 SIC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 
환장치 제조업. SIC 32 전자부품， 영상， 음항 및 통신장비 제조업 SIC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료: 통계청， 2003 ， 주요 경제지표; 통계청， 2003 ， 광업 · 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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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일부 지 역에 분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 

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본사기능은 아직도 서울에 

현저히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과 지방간의 공간분 

업 (spatial division of labor) 현상이 뚜렷하다. 더 

욱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제고에 중요한 

지식집약적인 생산자 서비스기능이 과도하게 서 

울에 집중하여 지방의 경제구조는 그만큼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자료를 분석해보면 아직도 30대기 

업 계열회사의 본사 중 약 62%가 서울에 입지해 

있으며， 정보처리 용역업체는약 78%가서울에 집 

중해 있다(표 5). 기술용역업체 또한 50%가 서울 

에 집중해있다. 정보관련 변수와 대기업본사의 경 

우 서울의 입지계수는 모두 “Z’를 넘고 있으며， 서 

울 이외의 지 역은 한결같이 입지계수가 “1" 이다. 

이러한 대기업본사나 정보화관련 고차 서비스업 

의 과도한 서울 집중은 제조업의 분산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는 결국 지방산업의 국제화가 단순히 생 

산기능의 입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보 

여주는 예이다. 즉 이와 같은 공간분업과 고차생산 

자 서비스기능의 서울 집중으로 〈표 3) 에서 본 것 

과 같이 지방의 국제화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지 

역기업이 금융에의 접근성이 서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예금은행의 대출 

금 총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4%로 인 

구대비지수가 “2"여서 서울과 지역의 금융혜택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표 5) , ( 

표 6) ). 인천 · 경기지 역의 대출금현황 인구대비지 

수가 0.93이고그 외의 지역은 0.7이하여서 지역의 

금융혜택 수준이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 

이다. 이러한 자금집중도 외에도 지방에서는 서울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용할당이 많이 나타난다 

(박원석， 1997). 이와 같은 지방과 서울의 신용할 

당과 자금집중도의 차이 때문에 기업이 금융에의 

접근성이 높은 서울에 본사를 입지시키는 것을 선 

호하고， 지방에는 공장을 입지시켜서 공간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많은 기업들이 금융에의 접 

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사를 서울에 입지시 

키려하고 지방기업의 경우도 서울에 실질적인 본 

사기능을 하는 지사를 두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 국제화전망에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정보화시대에 인터 

넷이용인구의 비율이 각 지 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 

급률은 세계1위이며 인터넷 이용률도 세계적이라 

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6년만 해도 PC통신 

이용자는 전국의 약 48%가 서울에 집중해서 지역 

〈표 5) 고차서비스 관련 주요 지표의 지역별 비중 
(단위 %) 

서옳 았!혔 i 청71 총부권 서남권 홉냥훨 훌홍￥웰 X줬~ 2협 

인터 넷 이용 인구수(2004.6) 22.5% 28.1% 9.2% 10.3% 26.1% 2.8% 1. 0% 1000% 

정보처리용역엽제수(1999. 5) 78.3% 37% 5.1% 2.8% 92% 0.5% 0.5% 100.0% 

기술용역엽제수(1999. 5) 50.0% 13.2% 7.8% 10.9% 15.2% 2.7% 0.3% 100.0% 

30대기 업 계열사의 본점(2004.4) 61. 6% 15.5% 5.3% 35% 13.3% 0.5% 0.4% 100.0% 

예금은행의 대출금 현황(2004.6) 43.7% 23.0% 5.8% 6.0% 19.1% 1. 5% 0.8% 100.0%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1999, 2000 전국기업체총람; 대한상공회의소， KORCHAMBIZ.NET 사이트; 통계청， 2003， 사업체기초통 
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4， 지역경제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2004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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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차서비스 지표의 지역별 수준 비교(인구대비 지수) 
(단위 입지계수) 

)..1옳 혔혔 i 짧척 藝*함월 ki￥옳￥줬 훌흉밟짧 쳤홍홈웰 훌앉￡휴 

인터 넷 이용 인구수(2004.6) 1. 05 113 0.91 0.90 0 ‘ 94 0.87 0.94 

정보처 리용역 업체수(1999.5) 3.65 0.15 0.50 024 0.33 0.14 041 

기술용역 업체수(1999.5) 2.33 0.53 0.77 096 0.55 0.83 0.23 

30대기업 계열사의 본점 2.87 062 0.52 030 0‘ 48 0.17 0.33 

예금은행의 대출금 현황(2004.6) 2.04 0.93 0.58 0.53 0.68 046 0.73 

인구대비 지수평균 2.39 067 0.65 0.59 0.59 0.50 053 
」

주) 인구대비 지수(Rij)=(i지역 l유형의 총수/전지역 j유형의 총수)를 (i지역 인구수/전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값 이때 인구는 2000년 통계정 추계 

인구임 (통계청， 2001 ， 한국 주요 경제지표)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1999, 2000 전국기 업체총람; 대한상공회의소， KORCHAMBIZ.NET 사이트; 통계청， 2003， 사업체기초통 
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4 ， 지역경제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2004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간의 격차가 심하였으나， 최근 인터넷이용 인구수 

의 인구대비 지수는 인천 · 경기지역이 1. 13으로 

가장 높고 강원지역이 0.87로 가장 낮아서 지역간 

의 격차가 별로 심하지 않다 ((표 6) ). 지방의 정보 

통신하부구조가 개선되고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 

는 것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지방의 국제화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기 

술서비스관련업체나 대기업본사의 서울집중도가 

상당히 완화되고 지방으로의 분산효과가 나타난 

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지방에서 기술서비스 

나 정보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관리기능도 입 

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금융접근성 

면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1990년대 중반에 

비하여 별로 완화되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라고 

할수있다. 

5. 지역의 국제화 전략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의 국제화전략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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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 

쟁할수 있는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의 

경쟁력은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이 좌우한다는 점 

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역의 국제화전략을설명하파한다. 국제화또 

는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복잡하고다양한차원을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 

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공간적인 차원에서 

세계화는 지방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지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국지지역과 

세계지역과의 연결을중시하고자한다. 

1) 지역의 국제화기반조성 

지식정보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 

어 개방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세계는 무한경쟁 

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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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이는 지 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국제화의 기반은 해 

외시장의 개척，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제화 인력의 

양성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인과 공항， 항만， 정 

보통신 네트워크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국제교 

류센터， 컨벤션센터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각 지역은 국제화기반이 상 

이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의 경우 국제 

화기반이 서울에 비하여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에 

서 국제화기반조성은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추진해야할 것이다. 

지역에서 국제화기반을위해서 일차적으로고려 

해야 할 사항은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전략이 마 

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의 시 · 

도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적극적이어서 앞에서 검 

토한 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통한 지방의 국제교류 

지수는 서울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지 역의 국제경 

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보다는 해외시장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보다 체계 

화해야 한다. 각 지역의 상의 산업협회 등은 외국 

주요산업도시의 상의，산업협회 등과상호교류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 해외의 시 

장 기술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상의， 산업협회， 무역협회 등에서 

수집한 정보는 지역정보화에서 추진하는 정보통 

신망을통하여 지역의 기업들이 쉽게 접할수 있게 

해야함은물론이다. 특히，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 

람직하다.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센터，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차 

적으로 문화교류와 국제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 

다. 이미 외국지역과 상당수의 자매결연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들 지역과의 예술과 스포츠교류를 활 

성화하는 한편 국제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지역의 대학，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상의 등 

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화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와 

해외연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역에 따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 역별로 중심도시에 국제교 

류센터와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고， 공항， 항만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의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공항， 항만， 신속한 도로교통체계 등의 사 

회간접자본시설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 

자는 대규모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상 

호 협력하여 민자유치에 의한 민간기업의 활력과 

자본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국제화 관련 시설의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지역은 국제화를 선도할 인력의 양성에 중점적 

으로 투자하는 것01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 

국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 

국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야한다. 

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 2)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기 어려운 활동을 우선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전시회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 지식정보사회에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견， 상품안내장 제작， 해외광고 게제 등은 업종별 해서는 지역산업이 혁신클러스터를 이루도록 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야 한다. 기존의 산업 집적지를 산업클러스터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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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하는 한편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클러 

스터를 육성하는 전략을 지 역에서 추진해야 할 것 

이다. 

특정산업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집 적 (agglomeration) 이나 산업 지구(industrial 

district) 또는 국지 적 생산체 계 (local production 

systems)는 일반적으로 산업군집과 유사한 개념이 

지만， 산업군집이 구체적으로 정의 된 것은 

Michael Porter(1990)에 의해서이다. Porter(2000: 

16)에 의하면 군집(cluster)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특정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 전문화 

된 공급자， 서비스제공업체， 관련산업， 연관된 기 

관(예를들면，대학，중개기관，산업협회)이 지리적 

으로 집중” 한 것을 의미한다. 

Porter가 주쟁}는 군집이론의 핵심은 그 정의보 

다는 산업군집이 경쟁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소 

위 다이아몬드 모형이라고 알려진 상호 연관된 4 

가지 결정요소(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 및 지원 

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가 갖추어져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군집이 성공적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4요소를 충분히 갖추어 

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서 Porter(1998 ) 

는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지적 

인 지역에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과 지식， 기관， 경 

쟁자， 관련기업， 세련된 고객들이 집중된 곳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Porter의 산업군집개념은 1990년대에 정 

부의 국가산업정책 및 지역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군집”개념이 중요한 지역개발 전략으 

로 도입 되는데 공헌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 세계 

은행과 OECD 등에서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연구 

를 계속하고 많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정책입안가， 

정부，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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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a; 1999b). 

그러나 Porter가 주장하는 군집의 개념은 실사회 

에 적용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실사회에서 

는 네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경 

쟁력이 있는산업클러스터가형성된사례가많고， 

산업클러스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연구 

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Power and Lundequist, 

2001). 다양한 연구가 나오면서 지역적인 군집에 

대한 해석도 약간씩 달리 나타나고 있다. 상호 연 

관된 기업이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을 지역적인 군집이라고 하는 데에는 일치하지 

만 군집의 형성과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것 

은 크게 3가지 주요 견해가 있다. 첫째로， 산업지 

구와 같이 지역생산체계를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산업조직들간의 밀접한상호작용， 역사성과지역 

특유의 특성， 그리고 지역의 사회 · 문화적인 요소 

를강조한다. 여기에서는상호신뢰와지역의 산업 

분위기가 지역기업의 점증적인 혁신과 발전을 자 

극한다고 본다. 둘째로， 신산업공간을 강조하는 연 

구들은 처음에는 유연적 생산체계와 축적의 새로 

운시대에 생산체인의 수직적 분화를통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화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산업집적을 이루는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산업공간을 창출하는데 문 

화， 제도， 지배구조(govemance) 등을 강조하고 복 

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주체들을 조 

정하는 제도나 비공식적인 규칙과 관습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셋째로， 학습경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혁신을 기업과 지역 및 국가가 경쟁력을 획득하는 

기초로 보는 견해이다. 여기서는 혁신을 상호작용 

하는학습과정의 결과로보고기업간협력과상호 

선뢰를강조한다. 특히 근접성에 의해서 협력이 촉 

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국지화 과정으로 이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역의 국제화전략 

한다 (Asheim, 2000; Asheim and Isaksen, 200이. 

이러한 세 가지의 견해는 바로 산업클러스터가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발전 

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 또는 지역특유의 자원과 

제도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특히 기업간의 신뢰， 관습， 제도， 문화， 암묵적 지 

식의 창출등을군집의 형성과발전에중요한요인 

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의 개념은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를 포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에 따라 군집형성과정이나 경쟁적인 요소가 

다를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 

에서 염두에 두어야할 점은 지식기반경제에서 클 

러스터이론이 중요하다고 해서 학습이나 기술혁 

신이 꼭 산업클러스터지역에서만 발생한다는 것 

은 아니며， 세계화시대에 원거리에서 행하는 의사 

결정이나 사건이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결국은 혁신클러스터개념을 포함해야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기존공단의 경우 

최근에 클러스터로 발전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한 클러스터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높이도록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산업클러스터는 지 

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시너 

지효과를낼수있도록해야한다.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위 

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 

역의 혁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혁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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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댐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산업이 지역에 기술 

혁신의 뿌리를 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국지화전 

략과도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한편 지역산업의 국 

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성을 높이는 세계 

화와도 관련이 있다.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서 기본적으로 〈그림1)과 같은 혁신전략을 추 

진판 것이 중요하다. 즉， 혁신네트워크의 구축， 

사회적자본의축적 신설기업의창업을촉진할수 

있는 벤처생태환경의 조성， 국지적/국제적 네트워 

크의 구축 등의 기본전략이 필요하다 (Park ,200 1) . 

이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대 

학 및 연구기관， 벤처자본， 전문 서비스， 기업가 정 

신의 발로 등이 상호 어우러져야 하고， 지역 내에 

서 집단학습의 활성화，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게임의 법칙과 기업환경의 조성， 쾌적한 

거주환경 등이 지역 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회 

적 분위기로서 조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들 4가지 기본 전략을간략히 설명하 

면다음과같다. 

첫째， 신설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벤처생 

태환경의 조성이다. 지역에서 산업클러스터의 발 

전을 위해서는 기존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새 

로운 기술의 개발과 지역의 혁신분위기를 이끌어 

역동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신설기업， 특히 벤 

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세계의 주요 혁신적 산 

업클러스터의 특성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만그치지 않고첨단벤처기업의 창업이 새로운기 

술혁신을 주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을 통한 신산업발전 

과 기술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지역의 생동적인 산업발전분위기를 조 

성하는데 공헌하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의 산업집 

적지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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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사회자본 

〈그림 3> 지역혁신전략 
주) 이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은 지역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경제주체 들이며， 구름처럼 표시한 것은 

지역사회에 조성되어야할 환경 또는 분위기이고 바깥부분은 지역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방향 또는 전략이다. 

출처 : Park, 2001.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전문서 

비스 기능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이 

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의 취약 

점중의 하나는 지식집약적인 서비스기능이 서울 

에 집중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서 파서 

비스기능의 입지를 위하여 제조업입지못지 않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둘째， 앞으로 지식기반 경제 

에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수， 대학원생 

의 벤처창업지원， 대학생의 벤처동아리 지원， 대학 

과 기업과의 인력교류，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활 

성화， 대학원생의 기업인턴제도 및 대학의 기업인 

력 재훈련제도， 대학 및 테크노파크에 창업보육센 

터 설립 및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창업이 쉽게 이루어 

지며 외국인투자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 

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넷째， 국내외의 벤처 

성공사례를 홍보함은 물론 벤처기업의 설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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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경영자문， 인 

력훈련， 원격교육제도 등의 도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내에서의 혁신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 

이고， 산업집적지에서 집단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잠재적 기업가들 

이 모여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아이디 

어를얻을수있도록산업집적이 이루어진지역에 

클럽하우스， 다양한 형태의 회의실， 카페 등의 시 

설을 마련함은 물론 각 분야별 산업협회의 모임을 

통해서 상호교류를활성화해야한다. 지역의 각대 

학은 대학과 기업간 교류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촉 

진할 수 있도록 세미나， 워크삼， 학술회의 및 비공 

식적인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암묵적 지식의 전달 

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기업의 기술혁신잠재력을 

제고시켜야한다. 기업간상호협력과제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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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기업간은 

물론 기업과 대학간 공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산-학-연 연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원 

정책은지역사회에 산-학-연협력이 뿌리를내리도 

록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 지역에서 산업클러스터 

의 형성을통해 지역발전을꾀하기 위해서는단순 

한 산업의 집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이 창출 

되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분위 

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집적된 산업에 적합 

한 지원체제나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71 때문에 사 

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사회자본은 상호이 익을 위해서 협 력하고 조 

정할 수 있는 사회의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과 같 

은 사회적 조직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적 자본과 재 

정적 자본을창출할수있는수단이 될수있다. 지 

역의 산업 집적지역은 지역내의 비정부기구 

(NGO)와 비영리기구(NPO) 들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과 정보의 확산 

을 촉진하는 한편 집단학습과정이 지역에서 활발 

하게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대학을 중 

심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모임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 

체，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기구， 비정부기구 등은 

이러한 지역의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비영리기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지 

식 · 정보교류와 선기술 및 신제품과 관련한 아이 

디어의 교환을 위한 공동학습의 장을 공식，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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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비영리기구가 아니더라도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넷째， 세계적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지적 

네트워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기 

업간 네트워크와 뿌리내림이 강하게 형성되는 것 

이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세계 여러 산 

업지역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지역 내 경제주체 

들간에 네트워크가 너무 강하여 외부지식과 아이 

디어가 들어오지 못하는 폐쇄적인 시스댐이 형성 

될 경우 기술혁신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지역 

기업의 네트워크와 뿌리내림은 집단학습을 통하 

여 지식창출과 확산에 공헌하지만 기술과 지식의 

고착효과(lock-in effect)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지역， 특히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병행되도 

록해야한다는것을나타내준다. 다양성이 기술혁 

신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주요 도시의 산업집적지에서 국지적 네트워 

크와 세계적 네트워크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클러스터를 이루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에서 혁신적 산업클 

러스터가형성된주요지역과대학，산업협회 및 기 

업과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태평양연안지역의 

주요 산업클러스터지역과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 

한 협력， 신제품혁신을 위한 기술교류와 협력， 정 

보통신분야의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 대학， 기업차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각산업클러스터지역은 

특화산업분야의 다국적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 

도록 국제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세계적 연구 

중심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학생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원격교육의 실시， 지역의 대학들이 세계적인 



첨단산업 집적지에 연구소설립 등을통하여그지 

역의 새로운지식과정보를활용하도록해야한다. 

셋째 , 신제품에 대한 수요집적지라고 할 수 있는 

세계도시와 혁신적 산업클러스터의 시장정보획득 

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 

유학생 , 교포 등으로부터 의 정보획득을 위한 네트 

워크는 물론 각 수요집적지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효과적인 산업클러스터라 하더 

라도 세계적인 신제품욕구의 집적지와 네트워크 

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산업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서 위와같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다 손쉽 

게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은 한민족 기업가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지역출신이 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를 초청하고 

그들의 지식과 외국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한민족 엔지니어들 

과 과학자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그들이 고국 

을 위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만과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력은 외국에 있는 중국계 엔지 

니어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월경경제지역화의 실현과 동북아 지역산 
업협력체계의 구축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 

로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경제지역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한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상호 협력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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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통한산업공간조직이 필요하다. 소위 아시 

아의 네 마리 용으로 지칭되었던 국가 중 왜 한국 

만01 1997년에 경제위기를 겪었는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역산업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산업 

공간조직이 이루어진 반면， 우리는 바로 인접한 북 

한과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율적인 

지역산업체계를 운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싱가포르는 첨단산업과 지식집약적인 서 

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주변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SI]ORI라는 성장삼각지대를 구축하였고，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여 삼각지대 

내에서 공간분업을 통한 지역산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Le Heron and Park, 1995). 홍콩과 대만 

은 남중국지역의 광동성과 푸젠성에 생산시설을 

집중시켜서 자국의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면 

서 공간분업을 통해 지역산업체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중국의 동북지 역에 많은 투자를 

행하여 국제분업체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그 규 

모가 작아서 지역산업체계를 형성하기에는 미흡 

하며，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제약적인 요소가 존재 

한다. 만약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남북한이 공간분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역산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1997년 

에 금융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서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지역산업 

체계의 형성은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하나는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지역에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공간분업을 통하여 남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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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를 지식집약적인 산업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북한지역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에는 많은 장 

애물이 있겠지만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경제도약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평양을 

잇는 축이 하나의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고속교통 

체계의 구상과 인천-남포의 해상직항로의 개설과 

항만시설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통해-원산-나 

진 · 선봉지역을 잇는 해상 및 육로의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서해 

안과 동해안의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우선해야 함 

을나타낸다. 

지역산업체계형성의 다른 하나는 인접국과의 협 

력을 통한 국경지역의 협력적 산업체계를 구축하 

여 월경경제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중국 및 

얼본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경지역 산업협력 

체계와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중 

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환황해 지역산업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펼요하다. 중국의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황해지 

역은 앞으로 동북아지 역에서 가장 발전잠재력 이 

크다고볼수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투자가접근성 

이 높은 산동성을 중심으로 발해만 연안지 역에 집 

중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한국 모기업의 대부분 

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에 입지해 있어서 

서해안 지역과 발해만 연안지역의 산업연계가 상 

당히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지역의 월경경제지역 

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해안 연안지역을중심 

으로 한 지역산업체계의 형성은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고 공간분업체계를 통한 발해만 연 

안과 서해안지역의 지역산업체계를 구축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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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결국 한국 

서해안 지역에 정보하부구조 개선과 사회간접자 

본 시설 투자를 통한 산업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기 

술집약적인 외국기업의 유치와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 

으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남동해안 지 

역에 환동해 협력적 네트워크와 산업체계를 구축 

하는 일이다. 특히 동남임해지역은 이미 공업화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기술， 인 

력， 정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습지역을 형성하도록 협 

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력의 훈련， 암묵적지식 

의 교류를 위한 현장실습과 공동연구 등이 한일간 

에 활발하게 전개될 때 환통해지역은 세계적인 국 

경지역의 학습지역 또는 혁신체계가 발달할 가능 

성이 있다. 문제는환황해지역과는달리 지역산업 

협력체계의 구축에서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 

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 

으로 이에 대한 세섬한 연구와 전략이 필요하다. 

5)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과 국제화 조직의 
강화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외국인 제조업투자는 경기 

지역과 중부권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지 역은 외국인 제조업직접투자가 별로 많지 않다. 

또한 서비스업분야의 외국인투자는 서울에만 집 

중되었을 뿐 지방에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국제화시대에 외국인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지방의 투자여건이 조성되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 지방에도 

외국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투자되고 다국적기 



업의 지사나 연구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투자환 

경이 개선되고 국제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필요 

하다. 특히， 한국에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분야는 

산업구조재편(industrial restructuring)을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하던가 생산시설의 외국이전이 불 

가피한 실정이므로，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분야 

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기술이전과 지역산 

업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규제를 단순화하 

고 효율화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one-stop 

setvice)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외국인 투자유치기획단’ 을 설치 · 

운영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인 투자유치방 

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 

로사항해결 등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기획단은 외국의 

산업협회， 상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교류를 확 

대하여 유망한 투자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국내 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기획단과의 정보교환， 공 

동의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수있을것이다.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의 

효과와 고급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자비용의 절감을 통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 

하여 부지의 공급을 값싸고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전용공단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답 

인력과 기능인력의 공급이 지역에서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력의 훈련과 재훈련 

제도가 지역차원에서 마련되고 정보통신하부구조 

가 개선되어 매몰비용(sunk costs)을 절감케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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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의 대학， 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인력의 훈련과 재훈련제도 

를 체계화하여 실시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 역정보 

화와 국제화기반조성 및 시설의 투자도 외국인 투 

자환경의 개선에 중요한 요소임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지적한 외국인 투자유치기획단은 공무 

원， 경제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지 

역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 

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담당부서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 담당부서는 국제교류 

과， 국제기획과， 국제과 등 명칭은 다양할 수 있으 

나 그 기능은 주로 지역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 

무， 외국인투자유치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 

정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해외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국제교류，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교량적인 역할을하게 할수도 있다. 이 과 

정에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할것이다. 

6. 결론 

한국에서 국제화수준을 지 역별로 비교해보면 지 

난 10여년사이에 지역간의 격차가 약간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개방화와 국제화시대에 

지역의 국제화가 부진할 경우 지역의 국제경쟁력 

이 약화되어 결국 지 역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 

어질 수도 있다. 지역의 국제화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제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역의 국제화전략 

고시키는것과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국제화 

는하나의 모형만이 있는것이 아니라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도의 국제화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은 바로 지 역특성을 살린 국제화추진의 

결과라고볼수있다. 

한국의 지방은 국제화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 

하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공업화과정에서 심화된 공간분엽 

의 문제， 취약한 지역산업구조， 지역의 낮은 금융 

접근성，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의 부진 등 제반 문 

제들은 국제화의 추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고있다. 지역의 경쟁력을높이기 위해서는이와 

같은 국제화추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 당변한 문제를 고려하고 지식 

정보사회의 발전과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국 

제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국제화기 

반조성，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지역혁신체계의 구 

축， 월경경제지역화의 실현과 동북아지역산업협 

력체계의 구축，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과 국제화 

를 위한 조직 강화 등의 다섯 가지 방향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전략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보완적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고로 보면 이들 

전략 중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산업의 국지적 네트워크를 강화하 

는 클러스터나 혁신체계의 전략은 산업의 세계화 

나 국제화에 상충되는 것처 럼 보일 수 도 있으나， 

사실은이들은상호보완적인관계에 있다. 지식정 

보사회에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국제화가 진전되 

기 위해서는 지 역 내 산업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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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활용한 학습지역이 형성되어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 

다. 이 때문에 혁신클러스터를 이루는 산업의 국지 

화， 국경지역의 월경경제지역화， 동북아 지역산업 

학력체계 등은 서로 다른 공간적인 차원을 나타내 

지만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의 국제화전략이 우리나라 

지방에 주는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벤션센터 등 국제화기반시설을 확충하 

고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디자인， 광고， 법률， 회 

계， 벤쳐캐피탈 둥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입지를 지 

원하여 국제화와 지역헥신기반을 견고히 한다. 우 

리나라 지방은 국제회의 개최 서비스분야의 외국 

기업투자， 정보처리서비스， 기술서비스， 기업본사 

기능 등의 지식기반서비스분야가 상대적으로 취 

약한바， 이를확충하고보완할수 있는정책이 필 

요하다. 특히 국제회의， 전시회， 다양한 주제별 학 

술 모임 등을 통하여 지 역내에서 새로운 암묵적 지 

식이 창출되고 이러한 지식이 기술혁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 클럽하우스 등의 학습지 역 

형성을위한하부구조를확충한다. 

둘째，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를 발전시킬 수 있도 

록 기존 산업집적지를 재편하고 새로운 혁신클러 

스터를 육성한다. 기존의 지방 산업집적지는 혁신 

적인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서 

비스기능을 보완하고 기업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기술이전이 용이하도록 네트워크기능을 강화하도 

록 한다. 특히 기존의 산업집적지를 전자， 섬유， 의 

류， 문화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로 재편하 

고，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산업 

R&D클러스터， 인력훈련， 교육 등의 파지식서비 

스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하여 이들 클러스터들 



이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셋째， 지방의 혁신클러스터들이 상호 연계되고 

기술혁신역량이 증대되도록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한다. 이는 지방 대도시와 그 인근 도지역이 별도 

의 조직을 할 것이 아니라 두 지역이 유기적으로 

한지역이 되도록지역혁신체계를구축해야한다.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마련 등 다양한 전략 마련; 대학과 기업 

이 협력하여 공동연구， 연수프로그램， 인력재훈련， 

인력교류등의 활성화지원; 지역의 기술인력이 공 

동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 학술모 

임， 비공식모임 등을 대학， 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기술혁신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전 브러커 조직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과 기술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창출 

될 수 있는 공동학습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NGO 들의 역할 

도매우중요하다. 

넷째， 동북아 협력체제와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를구축한다. 앞으로거대한중국시장의 발전과일 

본의 시장변화를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북경， 상 

해， 동경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대도시에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기술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대 

학과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어 , 일본어 교육 

을 강화한다. 특히 동북아 지 역의 클러스터 지 역과 

지방의 다양한 클러스터가 수평적으로 네트워크 

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상의 등은 정 

보의 수집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 

록 한다. 각 지방출신의 해외기업가와 엔지니어뜰 

을초빙하여 지역의 기업과전략적 제휴，지역에의 

투자， 공동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등의 다양한 협력 

적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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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한다. 

지역의 국제화는 해외투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 아니다. 지역의 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 

쟁력을가질 때 지역의 국제화는가능한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 

해서는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이 제고되어야한다. 

지역의 기술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에서 혁신네트워크가 뿌리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 

로 세계적인 기술혁신지와 끊임없이 교류하여 지 

식전환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은물론기업과 NGO들의 적극적인 협력과노력이 

매우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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