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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실제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지역고용성장모형과 산업집적의 외부효과 이론을 근거로 하여 국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산업집적을 통하여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실

증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집적지의 외부효과에 대한 상

반된 두 이론인 Marshall의 지역화경제이론과 Jacobs의 도시화경제이론은 

동종의 산업 또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할 때 산업발전이 지속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적의 외부효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근

거로 산업집적지의 외부효과의 하나로서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독일의 지역고용성장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단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모형을 설계하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논할 수 

있는 생산액 규모와 가동률이 고용과는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

았다.

  국가산업단지는 비록 그 개수로는 42개에 불과하나, 산업단지 전체 생산

의 60%, 고용의 40%, 수출의 72%를 차지하는 등 산업집적지를 대표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과연 고용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제조업의 재조명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월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22개 국가산단에 대해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산업 유형별, 고용 규모별, 산업다양성 크기별 세분화된 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라는 범주 안에 묶여 있는 개별 단지들의 특

성을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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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액의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되었다. 특히 이러한 성과가 고용과 긍정적인 영향을 맺고 

있음을 볼 때 제조업무용론이나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을 부정하는 전제에

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많이 조성하는데 급급하였다

면, 현 시점에서는 조성된 산업단지들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맞

춤형으로 성장 및 육성시키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관리 프레

임에도 보다 미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산업단지라는 범주에서 개별 단

지를 바라보기보다 산업단지 각각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 5만명 이상의 대형단지들의 경우 산업의 특화가 고용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대형단지들의 입주업종 선정시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 단지들을 국가산업단지라

는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개별단지가 가진 특성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고용규모 5만명 미만의 단지들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업

종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대형단지들과는 다른 차별적 육성방안이 필요하고, 입주업

체간 다양성이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업종의 특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좀 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며, 

도시화경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업체들간 정보교류 및 지식공유 

체계 마련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 산업집적, 국가산업단지, 고용, 생산액, 가동률, 산업다양성

학 번 : 2014-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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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한국의 산업집적지는 정부주도 경제발전의 핵심

적 정책수단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특히 구로

공단(한국수출산업단지), 울산공단(울산국가산업단지) 등은 50여년의 역사

를 지니며,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2014년 12월 현재 

1,047개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때로는 국가 주요 산업 육성의 요람으로,

또는 지역산업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되며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산업집적지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1960년대에는 특정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거점 조성 차원에서 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가발, 신발, 봉

제 등 경공업 육성의 메카로 구로공단을 조성함은 물론,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서 울산, 여수 등 대규모 임해지역 공단을 개발하였다.

전자공업 발전을 위해서 구미단지, 기계공업 활성화를 위해 창원단지를 

개발하는 등 특정산업 육성과 전용 산단 개발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뤘다.

1980~9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산업집적지 조성의 패러다임이 점차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안분 차원에서 산업단지들이 조성(광주, 군산, 아산단지 등)되기 시작했으

며, 수도권에 밀집된 산업기능의 완화 차원에서 반월, 시화단지가 조성되

었다. 1980~9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광역적인 관점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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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총 493개였던 산업단지는 2010

년 910개로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그 후 증가세가 완화되어 2014

년 현재 1,047개에 이른다. 또한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은 총 80,520개사

이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48,313개사

이다. 산업단지 내 고용인원은 총 207만 9,763명으로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19만명, 전체의 57.1%이다.

주요 서비스업이 도시의 성장과 맞물려 성장하는 양상과는 조금 다르

게 산업단지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지 조성이 구미와 창원시 같은 

도시 형성을 이끌기도 하였다. 제조업의 산실로써 기능하는 산업단지의 

활발한 조성 덕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32%(2012년)로 

독일의 22%, 일본의 21%보다 높고, 제조업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85%에 

육박할 정도로(이우배·김성권, 2014)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며, 산업단지는 그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0년

대 들어 생산자동화 및 해외 주요부품 조달 등으로 생산과 고용이 반드

시 함께 상승효과를 빚어내지는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는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효율적인지 

의문시되기도 했다. 제조업 활성화가 과연 고용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

이 있는 것인지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 창

출을 위해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주장

도 있다(이근태·이지선, 2012).

특히 1998년 IMF 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드리울 때마다 제조

업 발전과 고용창출이 정비례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제조업-수출 중심에

서 선진국형 서비스-내수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고조되었다. 실제로 사회 전반적인 고용부진이 장기적인 국면에 접어

들면서 고용이 최대의 정책화두로 부상하였고,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힘을 얻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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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성장한 한국의 특성과 

2010년대 들어 불거진 선진국들의 제조업 부흥 정책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성과가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구축한 나라들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산업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제로 제조업은 그 수요기반이 산업중간재와 수출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로 구성된 서비스업의 일정 수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

업이 경제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도 1.068로 서

비스업의 0.88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원, 2013). 무엇보다 수출

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며, 지속적 설비투자와 R&D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제조업의 순기능이다.

그렇다면 제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주원(2013)에 따

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7.1명으로 서비스업의 15.7명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만, 다른 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유발률은 

서비스업보다 약 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전체근로

자 대비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2007년 78.5%에서 2013년 85.6%로 

7.1% 상승했으나, 서비스업은 동기간 내 62.6%에서 64.7%로 2.1% 상승

하는데 그쳤다. 또한 2012년 기준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40%, 서비스업은 26%로 제조업 일자리의 질이 서

비스업보다 월등함을 알 수 있다.

안주엽(2005)이 지난 1970년~2003년까지 34년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은 여전히 고용을 어느 정도 견인하고 있으며, 김

용현(2005)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조업의 재조명과 한국경제에 기여한 국가산업

단지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서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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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창출 역량은 어떻게 평

가할 수 있을까? 여전히 고용창출력은 낮은지, 추세는 어떤지, 일자리 창

출 관점에서 제조업은 정부의 역량이 집중될 분야는 아닌지 많은 질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72%, 고용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 국가산업단지들을 대상으로 지난 7

년간 이러한 산업집적지역의 활성화에 따라 고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지역 경쟁력 

제고와 인근 도시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도시 

발달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한다. 

[표 1-1] 지역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 비중(2013.12)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생산 18.5 42.5 39.7 70.3 65.1 60.0 73.3 89.7 81.5 73.9 64.3 38.2 84.3 69.1 33.4 16.7

고용 36.2 48.1 32.2 49.9 42.3 45.4 65.8 80.1 63.0 58.0 47.8 30.5 75.1 47.7 42.2 6.4

(단위 : %)

   출처 : 국가통계포탈, 한국산업단지공단 월별 산업동향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적지의 활성화 정도를 생산, 가동률, 산업다양성

(HHI) 등으로 세분화 하여 이러한 변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다양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으로서 산업집적지 조성과 유

지가 과연 효과적인 정책인지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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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월간)’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e-지방지표’, 각 시군구의 통계

연보를 활용하며, 전국 22개 국가산업단지를 연구범위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간이다. 2014년 12월 기준으

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는 총 42개인데, 연구의 범위는 한국산업단지공

단이 관리하고, 균형패널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며, 입주기업들이 가동중

인 단지로 한정하여 22개 단지를 분석하였다. 자원비축 국가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서 또한 제외하였다. 지

역별로는 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3개, 광주 1개, 울산 2개, 경기 4개, 

충남 1개, 전북 3개, 전남 3개, 경북 1개, 경남 2개 단지이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제주 지역은 분석조건에 해당하는 단지의 부재로 인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산업의 분석범위는 2007년에 개정된 제9차 표준산업분류(KSIC-9)에 따

라 중분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포함

한 표준산업분류는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부터 ‘33999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까지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1장에서 한국 내 제조업의 중요성과 위상을 언급하고, 제

조업과 고용창출간 관계 분석을 하게 된 연구의 배경과 분석의 필요성을 

고용창출정책 및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산업집적의 효과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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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 등을 검토한다. 산업집적의 외부효과

를 논하는 Marshall의 지역화경제, Jacobs의 도시화경제 이론을 보고 독일

의 지역고용성장모형을 응용해 국내연구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적지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월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현황 및 국가경제에 기여한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산업단지의 생산, 고

용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 분석

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 가설수립을 기술할 것이며, 제

5장과 6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산업집적의 경제적 의의

  산업의 집적은 일정한 한 종류의 산업이나 여러 종류의 산업들이 특정

한 지역에 밀집하여 입지한 것을 뜻한다.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

리는 것을 집적으로 인한 경제효과라 하며, 유사한 업종끼리 집적해서 

밀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집 이상의 결과를 창출하는 산업클러스터

이론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집적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위해 산업입지정책의 하나로서 산업

단지를 조성해 왔다. 대표적으로 산업단지는 19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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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업, 80년대 부품소재 공업, 90년대 이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

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산업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산업집적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집적의 경제가 불러오는 외부효과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집적경제의 외부효과로는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를 들 수 있는데, 지역화경제는 특정업종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기업

간 지식공유, 비슷한 업종의 노동력, 산업인프라 체계마련의 용이성, 고

유문화 형성 등의 이유로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화경

제는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한 지역에 집중하면 상이한 업종들끼

리 아이디어와 혁신이 전파되고 다양한 노동력,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발달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연계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손창남, 2009). 이러한 효과 외에도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나타나는 긍

정적 효과로 공통의 편의시설 활용과 공공시설 확충, 시장수요 확보, 공

동물류 이용 등 다양한 순편익이 있다.

  집적의 경제에서 외부효과의 편익을 살피려면 긍정적 외부효과 외에 

부정적 외부효과 또한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집적에 따른 부정적 외

부효과로는 생산시설의 밀집에 따른 환경오염 및 인근지역 발달 저해, 

기업용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투기심화, 근로자 밀집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2. 집적경제의 유형

  기업이 집적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 외부효과로는 전문화된 노동력, 

중간재 공유, 정보 교환, 시장 확대 등이 있다(김영수, 2007). 이러한 집

적경제는 규모의 경제,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

류해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규

모수익체증과 비용절감이 특징이며, 기업이 한곳에 집적함으로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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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역화경제는 특정산업이 일정

한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의미하며, 도시화경제는 다양

한 산업이 일정한 지역에 집적하면서 상호간 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를 말한다. 

  집적경제를 정태적 관점과 동태적 관점에서 다시 구분하면, 정태적 관

점은 특정시점의 생산, 고용 등과 집적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동태

적 관점은 시간의 경과와 집적간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김영

수, 2007).

  Marshall은 노동분화로 인해 초래되는 전문화를 생산효율성 증가의 주

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기업들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때 보다 증폭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동태적 관점의 

집적경제는 MAR효과, Porter효과, Jacobs효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MAR효과는 동일한 산업군 내의 지속적 교류가 지식의 확대생산으로 이

어지고 집적경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Jacobs효과는 지속적인 

지식의 이전이 다양한 산업간에 이뤄져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것을 말한다. Porter효과는 특정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집적지에

서는 독점이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MAR효과와 달리 기

업간의 경쟁이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킴을 역설한다(이종하․박성훈, 2010).  

  Marshall은 지역경제의 성장요인으로 동일 혹은 유사산업이 특정지역

에 집적되어 있고, 선도기업이 리드하여 독점을 이끌때 지역경제가 활성

화된다고 한 반면에 Jacobs는 특정 지역 내에 이종의 산업의이 집적하고

경쟁할 때 훨씬 더 집적경제의 이점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Porter는 특정산업이 밀집된 곳에서 기업간의 경쟁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였다.

 3. 클러스터 이론

  집적경제의 하나로서 클러스터(cluster)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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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로는 경제주체간 지리적 집적과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다. 지리적 집적에 중점을 둔 입장에서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적 기업의 집중으로 정의된다(European 

Commission, 2002: 9). 이 입장에 따르면 클러스터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기업들과 근로자자들이 속해 있으며, 산업의 특

화가 중요하다. 즉 특정산업이 한 지역에 집적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김정홍, 2004 재인용).

  클러스터의 물적 조건보다 네트워크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은 지리적 

인접성보다 상호간 형성된 네트워크가 클러스터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Roelandt 등은 클러스터란 특별한 연계성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지식기

반에 기초하여 특화된, 상이하거나 보완적인 기업들로 이루어진 종적, 

횡적 산업간 네트워크라고 정의한다(Martin, et al., 2001: 15). 이와 유사

하게 Simmie와 Sennett은 클러스터를 공급체인을 통해 높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동일한 시장조건 아래서 조업하는 상당히 많은 연관기

업의 집합이라고 하였다(Martin, et al., 2011: 15). 이 견해에 따르면 지리

적 집적과는 큰 상관없이 기업간의 견고한 네트워크만이 클러스터 형성

의 주요 요인이 된다. 기업간의 긴밀도가 클수록 클러스터의 질이 향상

되며, 이를‘클러스터의 깊이(cluster's depth)'라 불렀다. 이러한 클러스

터의 질은 규모의 수익체증을 통해 기업들에게 경쟁에서 우위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김정홍, 2004 재인용).  

  클러스터의 지리적 집적과 네트워크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으로 

Michael Porter를 들 수 있는데, Porter(1998: 199)는 클러스터를 ‘공통

성(commonalities)과 보완성(complementarities)에 의해 결속되어 있는 특

정 분야의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들과 관련 기구들의 그룹’이라고 정

의하였다(장재홍, 2005 재인용). Porter의 클러스터이론 중 핵심은 클러스

터가 경쟁적 우위를 갖기 위해 갖춰야 할 결정요소들을 모형화한 소위 

‘다이아몬드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그는 투입요소조건, 수요조건, 관

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이라는 4가지 요소가 다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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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져야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라 주장하였다(이윤철 외, 2009). 따라서 기

업의 입지요건이나 시장요소, 지원여부 등 단편적인 요인에 의해 산업의 

비교우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요소를 다 갖춘 클러스터의 경

쟁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Porter의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정

의로, 클러스터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그의 정의를 대체적으로 수용

하고 있다. 복득규(2003: 63)는 클러스터를‘일정지역에 수평 혹은 수직

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권영섭 외

(2005: 14)는 ‘클러스터란 독립기업의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업

체, 부품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서로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체’라 설명하고 

있다. 장재홍(2005:81) 또한 경제 및 산업적 의미에서 클러스터는 ‘일정

한 공간 내에서의 기업 및 유관 기관들의 네트워크 중 상대적으로 조밀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 또는 그룹’이라고 정의하여 지역과 

네트워크를 동시에 고려한 클러스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국내의 대

표적 산업클러스터로 볼 수 있는 산업단지는 전술하였듯이 경제개발과 

압축성장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 수단으로 전국에 조성되어 관련 산업

의 밀집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산업단지=클러스터’로 보

기에는 지리적 집적 외에 산업단지 내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상호연관 네

트워크가 부재하여, 본격적인 클러스터정책은 기존에 이미 형성된 산업

단지들의 네트워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단순 

지리적 집적을 넘어 산업의 획기적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

었다. 2005년 4월부터 본격 추진된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12개 시범단지 

사업을 필두로 광역권에 까지 확대되어 권역별 대표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 내에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이고 

상호협력 및 보완적인 네트워크라 정의하고, 이러한 클러스터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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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4. 산업집적의 동적 외부효과

  집적경제는 특정 지역에 동종 또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하여 얻을 수 

있는 규모의 외부경제이다. Henderson은 현재의 산업환경은 지역산업 환

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동적 외부효과를 지역성

자의 동력으로 가정할 수 있게 한다(김계숙, 2010). 동적 외부효과는 현

재의 생산성 및 고용에 대하여 지역에서 정보의 역사적 축적이 가지는 

역할을 다룬다. 이러한 동적 외부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

는데 한 산업 내의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집중되면 생산성이 증대되어 지

역이 성장한다는 관점인 Marshall-Arrow-Romer(MAR) 외부효과와 지리적

으로 인접한 다양한 산업들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Jacobs의 관점이다. 이

에 대하여 Blien(2006)은 동적 패널 추정을 통해 지역고용성장에 대한 지

역 산업구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집적경제 효과를 포함한 과거

의 지역 경제구조가 현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경제구조

의 장기적인 영향이 존재하는지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고용에 영

향을 주는 것은 과거가 아닌 최근의 경제구조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해외연구

  산업집적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Henderson(1986)과 Glaseser 

et al(199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Henderson(1986)은 미국과 브라질의 제

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중분류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지역화경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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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산업에서 강한 유의성이 나타난 반면 도시화경제는 유의하지 못

한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화경제의 효과는 도시의 특화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줄어든다고 밝힘으로써 집

적경제 효과의 한계 또한 증명하였다. Henderson et al.(1995)에서는 미국

내 제조업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산업에

서는 지역화경제 효과만이 유의하고, 첨단산업에서는 지역화경제와 도시

화경제가 모두 유의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Henderson(2003)에서는 미국

의 4개 첨단산업과 5개 기계산업을 1972년도에서 1992년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한 결과, 첨단산업에서만 지역화경제가 유의하고, 나

머지는 유의하지 못하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Glaseser et al.(1992).은 미국의 170개 도시에 입지한 규모가 큰 6대 

산업에 대해 1956년 대비 1987년의 고용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경

제는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도시화경제만이 고용증가율에 유의하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Glaseser의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관

점에서 다양한 산업의 집적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고용 증가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Combes(2000)은 프랑스 내 고용 증가에 대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산업집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

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도시화경제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Otsuka and Yamano(2008)가 일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는 지역화경제 및 도시화경제보다 시장과의 연계효과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훨씬 크다고 제시하였다(전상철․공철․김용민, 2011).

  집적경제와 관련하여 하위 개념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형

성과 지원이 실제 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

지, 비클러스터군 그룹의 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나타냈는지에 

대하여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aptista and Swann(1998)과 Beaudry(2001)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기업들

의 혁신 잠재력과 수행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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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dry and Breschi(2003)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

여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구성이 혁신적이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클

러스터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가 갈린다고 조건적 긍정론을 주장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Suarez-Villa and Walrod(1997)는 클러스터 내 기

업들이 클러스터 밖의 기업들보다 오히려 R&D나 전문인력 면에서 수준

이 낮다고 하였다. Beal and Gimeno(2001)는 56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D와 기업의 지역적 밀집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집적경제 및 클러스터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집적의 효과가 실제로 그 

지역과 산업에 나타났는지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

역화경제 및 도시화경제, 클러스터 등은 그 발전정도와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역의 소득격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적경제와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산업단지가 지역의 경

제, 생활지표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별 임금 

수준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검토해 보았다. 

  Roback(1992)의 모델에 따르면, 개방경제하에서 개개인들은 자유로운 

이주에 의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간접효용수준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간접효용을 구성하는 임금수준, 주택비용, 생활인프라의 

비용의 영향은 서로 상쇄된다. 즉,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이동을 모

두 마친 균형상태에서는 생활인프라가 비슷한 수준임을 가정할 때 주택

비용 및 물가수준이 높은 곳에서 명목임금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김동수, 2011). 이는 지역화경제나 도시화경제 등과 상관없이 명목임

금수준, 주택비용, 생활인프라 비용이 같이 움직임을 말한다.  

  O'Sullivan(2008)은 도시의 규모와 임금수준, 임금격차는 일반적으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집적의 외부효과(시너지효과)로 인

하여 실질임금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성에 의한 외부효과로 인하여 비숙련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으로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도시화경제와 임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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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Wheeler(2006)도 O'Sullivan의 이

론을 자료분석을 통해 집적경제에 의한 외부효과를 입증하여 대도시일수

록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때문에 실질임금이 상승한다고 설명하

였다(김동수, 2011). 이와 반대로 Addario와 Patacchini(2008)는 이탈리아

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 10만명씩 늘어날 EO마다 임금이 0.1%씩 

상승함을 밝혔고, 도시화경제 및 지역화경제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사실

상 영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김동수, 2011).  

  Combes, Duraton, Gobillon(2008)은 프랑스의 자료를 토대로 임금수준

은 개인적 숙련도에 의해 결정됨을 제시하였고, Krashinsky(2011)는 도시 

인구규모에 따른 임금상승은 가족변수의 고정효과를 감안하면 거의 유의

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였다(김동수, 2011).

  Blien et al(2006)은 차분 GMM모형을 이용하여 독일의 산업집적 효과

를 분석하였다. 1980~2001년까지 서독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Combes 

et al.(2004)와 동일한 형태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즉, 지역-산업 내 전기

의 고용 몫(특화 척도), 허쉬만-허핀달 지수(다양성 척도), 전문대 졸 이

상 고용 몫, 이외에 고임금/저임금 더미 등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다

루었다. 분석결과 도시화 경제의 효과가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이며, 지역-산업 내 특화로 인한 외부성은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2. 국내연구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고용창출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다양한 요인으

로 설명할 수 있지만, 동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변수별 선행연

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액 증가와 고용간의 관계는 아직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나,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확실한 것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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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부문의 생산증가가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주엽(2005)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33

년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경제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점차 낮아지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최창곤(2008)은 지난 35년간 산업별로 취

업탄력성을 비교시 제조업 등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수출이 고용증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유

의미 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수출실적은 노동수요과 실제 고용창

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외의 기업체수나, 제조업 가동률은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김진수(2012)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 창출기회가 증가된

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산업단지의 다양성 지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해당 지역의 산업이 다양하다면 산업간에 대체산업이 다른 산업의 

실업을 상쇄할 수 있으며, 실업의 상쇄효과는 산업이 다양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Simon(1988)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

하다면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마찰적 실업이 낮다고 설명

하였다. Simon(1988)은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는 가설을 세우고, 미국의 SMSA(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그는 산업구조의 다양

성과 실업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허핀달지수를 이용한다. 허핀달지수는 산업의 고용비중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업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집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 이번송․장수명(2001)은 제조업을 경

공업과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화경제 및 산업

의 특화와 경쟁에 의한 지역화경제 효과 모두가 지역산업 생산성에 긍정

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민경희․김영수(2003)는 지역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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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산업의 특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쟁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도시화경제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손창남(2009)은 199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7개 지역의 통계 패널추정방식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 중심의 산

업집적이 지역경제 성장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였

다. 그에 따르면 제조업 집적도가 하락한 기간에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낮은 편이고, 제조업 집적도가 상승한 기간에는 그 반대로 나타나 제조

업 집적도 상승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종하․박성훈(2010)은 1994년과 2006년의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권역별 산업특화에 따른 집적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

였다. 산업별 특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 중분류를 

전통적 산업분류에 따라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분류하고 입지유

형별로 소비지입지형, 원자재입지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으로 분류하

였다. 분석결과 산업의 특화는 전국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산업분류 유형별로는 경공업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중

공업은 인천과 경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첨단산업은 경기도와 충청권에서만 특화에 의한 집적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유형별로는 소비지입지형의 경

우 경기도와 서울, 충청권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 효과가 나타난 반

면, 원자재입지형은 경기도에서, 기초소재형 산업은 충청, 경남권, 가공

조립형산업은 경기도, 충청, 경남권에서 집적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상곤․공철․김용민(2011)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신용평가 

기업DB(KIS-Value)를 통한 상장법인 1,788개 기업 재무재표를 활용하여 

동남광역경제권 산업집적의 효과를 수도권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화경제는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도시

화경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명 수도권은 지역화

경제, 도시화경제, 시장연계효과 모두 지역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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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동남권에 도시 구조고도화 

및 산업다양성 확충, 기업간 경쟁도 증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

다.

  집적경제, 클러스터 등이 지역경제 및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공인된 소

득통계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원호

(2002)는 7개 광역도시별 임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학력과 같은 개인

적 특성이 임금의 주요인임을 밝혔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더불어 구조적 

실업 등으로 인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김동수, 2011). 박

헌수(2001)는 임의의 외부충격이 지역간 임금수준의 격차에 영향을 미친

다기보다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김진수․이종호(2012)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

는데, 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 조

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

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경남 김해, 산막 및 함안 일반산업단지를 대

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지

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에서는 취업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가 산업단

지별 토목공사 관련 지출비용에 비례해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의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산업단지별 유치업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산업단지 조성시 생산액 증대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면 분양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이들은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산업단

지 조성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일시적인데 반해 단지 조성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상용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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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업집적지역 현황

  제1절 산업입지현황

 1. 계획입지

  산업집적지는 크게 산업입지에 따라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대별된다.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및 육

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입지를 의

미한다. 계획입지는 기업이 산업용지를 쉽고 간편하게 확보하도록 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 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의 협동화, 계열화 촉진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입지의 

대표적인 예가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는 공장 및 지식관련산업, 이와 관

련된 지원산업, 주거, 환경, 문화, 녹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개별입지

  개별입지는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

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공장부

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후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별입지 제도는 산업단지의 범주에 속

하지는 않지만,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입지의 자율성 제고라는 관점

에서 개별입지의 지정 개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개별입지 획득에 혼

선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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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단지 현황 및 성과

 1. 일반현황

  2013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033개로서 국가 41개, 일반 

528개, 도시첨단 11개, 농공단지 453개이다. 총 80,547개사가 단지 내에 입

주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82.4%이다. 총 고용인원은 2,010,509명이며, 생산

은 1,032조 3,273억원, 수출은 4,296억 5,476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표 3-1] 산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 개, 천㎡, %)

 출처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3. 4/4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3-2]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현황

(단위 : 개사, %, 명)

 출처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3. 4/4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41 804,506  576,689  276,638  247,793  241,817  5,976  97.6 

일 반  528  507,148  491,655  298,425  192,777  172,221  20,556  89.3 

도 시 첨 단  11  2,272  2,267  1,106  458  429  29  93.7 

농 공  453  72,828  71,752  55,246  50,815  47,872  2,943  94.2 

총 합  1,033  1,386,754 1,142,363  631,415  491,843  462,339  29,504  94.0 

단지유형

입주 및 가동업체

고용입주계약
업체
(A)

공장설립
완료업체

(B)

가동업
체
(C)

가동/입주
업체비율1)

(C/A)

가동/공장설립
업체비율2)

(C/B)
가동률3)

국 가  49,545  45,578  45,505  91.9  99.8  82.4  1,154,897 

일 반  24,331  21,543  21,266  87.4  98.7  - 706,012

도시첨단  224  174  174  77.7  100.0  -  1,866

농 공  6,447  5,999  5,683  88.2  94.7  -  147,734

총 합  80,547  73,294  72,682  90.2  99.1  - 2,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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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 백만원, 천불, %)

 출처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3.4/4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단지의 성과

  산업단지 생산은 전국 제조업 생산의 72%, 수출액은 전체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체는 전국사업체 수 기준으로 약 1.8%에 해당하는 

80,547개사가 입지하고 있으며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의 6.7%에 해당하

는 약 201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제조업에서 산업단지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표 3-4] 제조업에서의 산업단지 비중 변화(2000년~2011년)

단지유형
생      산(백만원) 수      출(천불)

13.12월 누계 12.12월 누계 증감율(%) 13.12월 누계 12.12월 누계 증감율(%)

국 가 674,108,981 679,601,907 △0.8 268,876,109 267,432,375 0.5

일 반  308,865,242 308,731,870 0.04 148,932,310 151,072,390 △1.4 

도시첨단 189,716  157,362  20.6 2,953 419 604.8 

농 공 49,163,361 48,959,100  0.4 11,843,383 11,619,519 1.9

총 합 1,032,327,300 1,037,450,239 △0.5 429,654,755 430,127,703  △0.1 

(단위 : 조, 원, %)

2000 2003 2006 2010
비중변화

(2000~2010)

업체 수 7.9 10.0 13.1 16.3 8.4%p

생산 51.1 52.2 59.9 62.3 11.2

수출 59.4 68.6 80.4 79.1 19.7

고용 28.9 30.8 37.1 42.1 13.2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산업단지활력지수’산출을 통한 노

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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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 내 업

체 수는 2000년 7.9%에서 2010년 16.3%로 8.4%p 증가하였으며, 수출등의 

증가세도 눈에 띈다.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단이 전국 제조업 생산

의 39.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산단이 19.3%, 농공단지가 

3.2%를 차지한다. 산업단지는 생산증가율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생산증가

율을 상회하며 실질적으로 국가제조업 성장을 견인하였다. 전국 제조업

에서 산업단지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산업단지는 제조업 고

용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산업단지의 고용현황 및 추이

  2012년 말 기준 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은 998천명으로 지난 10년간

(`03~`12) 1.85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7.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증가에 따른 비제조업의 입주 증가가 산업단지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연구(2013)

[그림3-1] 국가산업단지 고용 추이(‘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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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비제조업의 가동업체수 및 고용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나 

산단 전체 고용증가율은 7% 수준을 유지해 왔다.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는 기업이 소규모화 되고 있으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0

년대 초반 서울디지털단지 등에 대거 입주한 지식기반업체의 성장에 따

라 비제조업의 업체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2년말 기준 업종별 고용은 기계(25.8%), 전기전자(22.6%), 운송장비

(16.2%), 비제조업(12.1%) 등 4개 업종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였다. 

2003~2012년 중 비중 변화는 비제조업(1.4→12.1%)의 성장세가 두드러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중 연평균 고용 증가율도 비제조업(36.4%), 전

기전자(9.1%), 기계(7.9%)업종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고용증

가세를 선도하였다.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연구(2013)

[그림 3-2] 업종별 고용추이(‘03~‘12)

  2012년말 기준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은 서울디지털단지가 154천명

으로 가장많고 반월(152천명), 시화(107천명)도 10만명 이상에 달한다. 그 

외 울산(99천명), 창원(92천명), 구미(86천명), 남동(86천명) 등이 8만명 이

상이며, 7개 단지가 전체 고용의 78%(776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단

지별 연평균 고용 증가율(`03~`12)은 입주기업이 급증한 서울디지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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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연구(2013)

[그림 3-3] 주요단지별 업체당 고용 및 연평균 고용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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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의 설계

 1. 이론적 모형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지역의 고용성장모형을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Blien et al.(2005)

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여 김계숙(2010), 이종현(2012), 이우배·김성권

(2014)의 연구를 기초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관리하는 22개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EMP = f(PROD, OPER, HHI)

EMP=고용, PROD=생산, OPER=가동률, HHI=산업다양성지수

(식 1)

  본 연구에서는 Blien(2005)의 지역고용성장 분석 및 김계숙·민인식

(2010), 이우배·김성권(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중요한 변수를 위주로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논할 수 있는 변수 3개를 

설정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반영하고 있는 분석대상 지역

의 면적과 해당 지역 제조업 생산규모 등을 포함하였다. 산업단지의 활

성화를 논할 때 외적으로는 생산 및 수출의 증가와 기업체 수 증가, 가

동률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내적으로는 전체 R&D비중, 인력구성의 변

화, 산업다양성 지수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관련이 깊은 변수들중

에 사실상 동일변수라고 볼 수 있는 생산과 수출, 기업체 수 변수를 생

산이라는 대표적 외적 지표로 통일하고, 산업구조의 내적 변화를 알 수 

있는 산업다양성 지표를 추가하였다. (식1)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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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산, 가동률, 산업다양성지수를 반영한 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

증분석을 위해 생산과 고용에 로그를 취하고, 산단면적과 지역제조업 생

산규모를 반영하여 (식2)와 같은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logEMP = b1logPROD(생산액) + b2OPER(가동률) + b3HHI(산업다양성지수)

          + b4SIZE(산단면적) + b5REGION(지역제조업생산액) + e   

                               (식 2)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는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22개 단지 분석의 완결성을 더하기 

위해 분석대상연도가 다소 줄어듦에 따라 동적효과 반영은 제외하였다. 

 2.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

업집적지,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실제 고용과 어떠한 관계를 맺

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전체 국가산단을 대상으

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을 나타내는 고용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연관

있는 생산, 가동률, 산업다양성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

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적과 해당지역 제조업 생산

액을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균형 패널데이

터를 활용하므로 연도별 특성을 고려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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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구분석의 틀

 3. 연구범위 및 대상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48개의 산업단지 중 22개의 

국가산업단지(지구 포함)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의 패널데이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997년 5개 권역(경인, 경기, 구미, 

동남, 서남)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통합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출범

한 이래 1997년부터 관리 산업단지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월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이라는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

는 관리 국가산단의 월별 생산, 수출, 가동률, 고용 등에 대한 통계를 포

함하고 있다. 공단의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통계 담당자와 조사원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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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동향을 조사하면 본사 통계부서에서 취합하여 월별 산단 동향보고

서를 작성한다. 동 보고서는 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

에 대해 유일하게 월별로 제공되고 있는 통계자료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관리하는 단지에 한해서 제공되므로 기타 대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관

리하는 국가산단에 관한 통계는 수록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월

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관리하는 22개 국가단

지에 대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디지털, 반월, 시화, 구미, 창원, 울산 등 역사가 

오래된 산단 외에 90년대 추가로 조성된 산업단지들에 대한 통계는 산단 

조성중이거나 가동을 시작하지 않아서 미비하고 해당 연도별 조사항목이 

조금씩 상이하여 균형패널데이터 형성이 가능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로 분석 범위를 제한하였다. 

  패널데이터(panel data)는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으로 여러 개체에 대해 그 현상이나 특성을 일련의 관측시점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민인식·최필선, 2012:1). 국가산업단지를 분석할 때 

이러한 패널데이터가 유용한 이유는 첫째, 각 산업단지들의 고유한 특성 

또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분석에 반영시

켜 모형설정의 오류(model misspecification)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민

인식·최필선, 2012:3). 산업단지는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산물로서 단지

마다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유의 특징

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공업중심의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당시 조성한 구로공단은 경공업 공단으로 조성되었다가 1997년 이후 IT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IT 중심 단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울산산단의 경

우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단지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후장대형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산업단지별로 

특징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패널분석이 적합하다. 둘째, 

패널데이터는 횡단면이나 시계열데이터보다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

(variability)을 주어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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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식·최필선, 2012:3). 아울러 산업단지의 고용을 설명하는 변수들 간

에는 생산, 수출, 가동률, 기업수 등 설명변수간 강한 선형관계가 예상되

기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패널분석이 

보다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산업집적지이다. 산업집적은 특정 혹은 다양한 

산업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음으로서 집적경제의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

을 말한다. 이는 유사한 업종이 일정한 곳에 입지하여 상호 네트워크 및 

정보교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산업클러스터와 유사하지만 다

소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손창남, 2009). 동 연구에서는 산업집적의 

한 유형으로 한국 및 아시아권에서 유독 개발이 두드러진 형태의 산업집

적지인 산업단지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클러스터나 산업집

적지는 처음부터 그 집적이 의도되었다기 보다 입지적,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적으로 먼저 형성되었고 후에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

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시아권 특히 한국이나 중국의 산업단지

는 급속한 경제개발 달성을 위한 매개이자 수단으로서 조성초기부터 의

도되고 계획된 형태의 산업집적지이다. Markusen(1996)의 산업지구 유형 

분류에 따르면 명확한 유형구분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국가주도의 

State-anchored industrial districts 유형을 따르며, 지역산업 발전의 거점

으로도 활용되기에 Satellite industrial platforms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는“산업시설 용지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

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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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전국 국가산업단지 현황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4. 2/4분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2014. 1. 14> www.law.go.kr

지역 단지명 지정면적
(㎡)

입주업체 
수(개사)

고용자 
수(명)

생산액
(백만원)

수출액
(천불)

서울 한국수출산업 1,922  7,964 160,689 8,365,053 2,011,092

부산 명지ㆍ녹산 8,841  1,333  35,104 5,481,801 1,271,628

인천
(2)

남동 9,574  6,761  89,984 12,396,023 1,677,186

부평 609  748  13,044 1,527,393 151,694

주안 1,177  458  12,656 1,818,968 399,830

대구 대구 8,548  -  -  -  - 

광주
(2)

빛그린 1,847  -  -  -  - 

광주첨단과학 9,992  422  11,647 1,352,151 865,573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67,809  976  26,148 6,542,877 1,827,993

울산
(2)

울산ㆍ미포 48,111  744 102,759 70,447,833 34,305,366

온산 25,939  281  16,595 24,110,745 10,738,879

경기
(4)

시화 125,600  10,449 120,691 20,130,983 2,653,393

반월특수 14,640  7,056 173,149 23,208,770 4,205,114

파주출판 1,562  269  4,994 134,855  3,077 

파주탄현 80  53  443 52,867  1,465 

아산 20,193  250  23,397 21,477,355 10,997,608

강원 북평 4,030  28  535 16,625  3,984 

충북
(2)

보은 4,178  1  x  x  x 

오송생명과학 4,628  38  2,241 410,941  57,908

충남
(4)

고정 6,231  43  1,909 1,300,000  - 

대죽자원비축 912  1  x  x  x 

석문 12,018  2  x  x  x 

장항국가생태 2,755  -  -  -  - 

전북
(4)

군산 13,702  124  7,679 2,309,837 1,087,953

군산2(구 군장) 50,458  344  10,451 1,513,541 613,087

익산 1,336  177  3,905 757,361 267,377

식품클러스터 2,323  -  -  -  - 

전남
(4)

광양 96,405  86  11,353 5,299,094 3,827,476

삼일자원비축 4,157  2  x  x  x 

여수 50,307  245  20,850 47,950,206 20,770,411

대불 20,887  308  13,017 1,533,143 656,196

경북
(5)

월성전원 3,696  1  x  x  x 

구미국가(1단지) 10,223  1,956  97,563 23,132,684 17,348,345

구미하이테크밸리 9,339  -  -  -  - 

포항국가 37,868  87  12,585 8,338,327 2,582,905

포항블루밸리 6,119  -  -  -  - 

경남
(6)

옥포 5,780  1  x  x  x 

죽도 4,181  1  x  x  x 

지세포자원비축 2,942  1  x  x  x 

진해 3,306  3  2,195 1,358,248 1,129,367

창원 36,756  2,168 103,536 28,570,032 9,078,061

안정 3,869  10  2,758 227,526 38,155

제주 제주첨단과학기술 1,099  12  654 513,74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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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2015. 4월 기준 총 42개 단지로 한국산업

단지공단은 개별지구 포함 총 23개의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가동을 시작해 패널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22개 단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

나 과거 동남권 위주의 경제발전정책 추진의 여파로 동남권에 다소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42개의 국가산업단지 중 기업이 조성에 

참여하여 운영까지 맡고 있는 단지와 자원비축단지, 원전단지, 최근 지

정이 되어 조성중인 단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패널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23개중 

22개 단지이다.2)   

  또한 이종하·박성훈(2010)의 집적경제 분석 유형과 같이 전체 제조산

업을 전통적 분류기준인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다만 산업구조 재편을 거쳐 현재 경공업 중심단지로 분류할 

수 있는 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중에는 없는 만큼, 첨단산업, 전기·전

자·기계산업, 중화학·기계산업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

석의 기준은 산업단지 내 업종 분류 유형(11개 업종)에 따라 가장 비중

이 큰 1, 2위 업종을 파악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에서 기계 업종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전기·전자산업과 

기계산업이 결합되어 있는가, 또는 운송장비, 석유화학업과 기계산업이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단지의 성격이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기계산업

2) 보은국가산업단지(한화), 옥포국가산업단지(대우조선) 등은 기업이 조성에 참여하여

운영중인 산업단지로 산업집적지라기 보다는 단일기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죽, 삼일,

지세포자원비축단지 등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이며, 월성원전단지 또한 마찬가

지이다. 대구사이언스파크, 빛그린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익산식품클러스터 등은 최근

지정되어 조성되고 있는 단지로 마찬가지로 생산 및 가동 실적이 없으므로 분석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포항국가산업단지, 진해국가산업단지 등은 지속적으로

생산 및 가동이 이루어진 단지이나 관리주체가 달라 자료를 취득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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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 기초소재, 가공조립형 기계업이 주를 이뤘으며, 후자의 경우 장

치설비, 중공업 소재를 위주로 기계업 구성이 이루어졌다.

[표 4-2] 분석대상 단지 업종 구성 현황

  표에 따르면 첨단산업 유형으로 서울디지털단지와 파주출판단지, 전

기·전자·기계산업단지로 부평, 주안, 남동, 파주탄현, 반월, 시화, 아산, 

구미, 광주첨단, 익산단지를 들 수 있고, 운송장비업이나 석유화학업과 

단지명 1, 2위 업종 
기업체 수 기업체 수 비율 업종 구성

서울디지털 8,546 9,649 88.6 비제조+전기전자

부평 799 1,298 61.6 기계+전기전자

주안 799 1,298 61.6 기계+전기전자

남동 4,246 6,269 67.7 기계+전기전자

파주출판 254 254 100.0 비제조+목재종이

파주탄현 33 54 61.1 기계+전기전자

반월 4,126 6,051 68.2 기계+전기전자

시화 6,935 9,597 72.3 기계+전기전자

아산 50 92 54.3 기계+전기전자

구미 990 1,422 69.6 기계+전기전자

창원 1,756 2,204 79.7 기계+운송장비

안정 9 10 90.0 기계+운송장비

울산 369 803 46.0 기계+운송장비

온산 133 279 47.7 석유화학+운송장비

녹산 837 1,443 58.0 기계+운송장비

광주첨단 366 443 82.6 기계+전기전자

대불 216 295 73.2 기계+운송장비

광양연관 47 85 55.3 기계+철강

여수 183 226 81.0 기계+석유화학

군산 80 140 57.1 기계+운송장비

군산2 176 276 63.8 기계+운송장비

익산 101 158 63.9 기타+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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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이 결합된 중화학공업단지로는 창원, 안정, 울산, 온산, 녹산, 대

불, 광양연관, 여수, 군산, 군산2단지를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MAR 외부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

의 고용성장이 더욱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다(이상호, 2014)는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분석대상기간 동안 평균고용인원이 37,744명인 것을 기준으

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다양성 지수(HHI)의 단지별 7

년간 평균이 0.39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또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4-3] 연구대상

제 2 절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2007~2013년간 분석대상 22개 산업단지의 고용자 수에 자

연로그를 취한 고용증가율 값으로서, 월간 산업동향 자료중 해당 연도의 

12월말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용자 수는 직접적으로 산업단지의 활

성화 및 성장이 고용증가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나타내 주는 직

접적인 지표이다. 김계숙·민인식(2010), 이우배·김성권(2014)의 연구에

서도 지역고용성장 및 산업단지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분석대상 세부사항

2007～2013년 22개 국가산업단지 연도더미 추가 

산업유형별 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 전기·전자, 중화학공업

고용규모별 국가산업단지 고용 50,000명 기준 분류

산업다양성지표상 국가산업단지 HHI 0.39 기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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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용자 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들도 고

용자 수나 고용증가율을 지역경제성장과 연관지어 종속변수로 많이 활용

하는데, 이는 자료수집이 비교적 용이하고, 직관적인 설명력이 높기 때

문이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고용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4-2]를 보면 다

음과 같다. 

 

[그림 4-2] 2007~2013년간 고용자 수 변화

  2007년~2013년 동안 고용자 수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어 단지마

다 꾸준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인원 40,000명을 기준으로 

상, 하위 단지가 뚜렷하게 나뉘어 고용증가의 정도(기울기)가 다소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13년 기준 고용인원 상위 7개단지(반

월, 서울디지털, 시화, 울산, 구미, 창원, 남동)의 2007년 대비 2013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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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증가율은 144.9%인 것에 비해 40,000명 이하 17개 단지3)는 136.8%를 

기록했다. 또한 상위 7개 단지에서 반월단지의 고용자 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울산, 여수, 창원 등 주요 중화학 공

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산업단지 중 생산액이 가장 크고, 증가세가 지

속적인 것 외에도 남동, 시화단지보다 접근성이 보다 우월하기 때문이기

도 하다. 반면에 40,000명 이하 단지 중에는 신규 조성되어 급격히 근로

자 수가 늘어난 군산2국가단지를 제외하고, 안정국가단지의 고용자 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는 입주기업인 SPP조선의 법정

관리와 계열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그림 4-3] 2007년 대비 2013년 고용증가율

  단지별로 2007년 대비 2013년 고용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반월단지가, 지역에서는 광주첨단 및 대불단지가 비교적 높은 고용증가

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파주탄현단지와 안정단지는 다

소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내 입주기업체 수와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월단지의 경우 2007년 입주기업체가 3,299

3) 군산2 국가산업단지는 단지조성이 2007년에 완료되어 급격히 입주와 가동이 진행됨에

따라 고용증가율이 1,646.6%에 달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향을 살피기 위해 증가율 그

래프와 단지별 증가율 비교에서는 군산2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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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에서 2013년 7,060개사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광주첨단단지도 

2007년 368개사에서 2013년 702개사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파주탄현단지와 안정단지는 입주기업체가 59개사에서 53

개단지로, 17개사에서 10개사로 줄어든 것이 고용자 수 감소와 관련이 

깊다. 

 2. 독립변수

  산업집적지의 활성화를 논할 수 있는 지표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우배·김성권(2014)은 산업단지의 성장을 논하기 위해 독립변수

로서 산업단지의 생산액, 수출액, 기업체 수, 가동률, 경쟁도를 활용하였

다. 특히 생산액과 수출액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산업집적지의 성장 및 

활성화를 논할 때 이용되는 지표로서 가장 객관적인 실적지표라 할 수 

있다. 기업체 수 또한 산업집적의 정도를 볼 수 있는 직접적 지표로 고

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동률은 산업단

지에 입주한 공장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기능적 지표이다(김영수, 200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다양한 지표들 중 상호 유사한 지표들을 제

외하고, 객관적 실적지표인 생산액과 산업단지의 기능적 활성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가동률, 그리고 산업단지의 내적 변화를 나타내는 산업단지 

내 산업다양성 지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Marshall-Arrow-Romer(MAR) 외부효과에 따르면 동종 산업 내의 기업

들이 공간적으로 밀집하면 공유지식이 확산되고, 생산프로세스가 효율화 

되어 생산성이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을 가져온다. 반면 Jacobs의 외부효

과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들이 지리적으로 집적되어 있으면 산업끼리 

혁신을 촉발하여 급속한 지역경제 성장을 이룩한다. 산업다양성 지표를 

통해 이러한 이론들이 산업단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 36 -

  산업집적지의 성장이나 활성화 관련해서 합의된 지표는 따로 없으나, 

Glaeser et al.(1991)의 전통적인 집적 외부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의 

지표로서 생산액 규모를 주로 취하고 있다. 또한 산업다양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산업다양성지표인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

Herfindal Index(HHI))를 응용하여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동률

은 한국의 산업단지 관리체제에서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로 해외의 경우 집체적 관리체계가 아니라 장기간의 지속적인 가동

률 통계가 산출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집적지인 산업

단지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특수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1) 생산액 규모

  산업단지 생산액은 실질적으로 해당 산업단지의 외적 역량을 객관적으

로 증빙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동향 자료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2개 산업단지의 각 연도 누적 생산액을 매 해 12월 기준으

로 집계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생산액과 비슷

한 지표로서 수출액 규모를 들 수 있는데 과거부터 산업단지는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정책적 목적보다 국내 제조업 생산에 

우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산업단지의 실적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는 

생산액 규모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4]는 2007~2013년간 22개단지의 생산액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울산, 여수, 구미, 창원 등 중화학 공업단지들이 생산액에서 우위를 점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산단지의 경우 독보적으로 생산규모가 

큰데 이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단지 내 입주 산업의 부가가치가 월

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미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생산규모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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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007~2013년간 생산액 변화

  [그림 4-5]는 2007년 대비 2013년의 생산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단지별로 나타내 주고 있다. 서울디지털 단지의 경우 2007년 53,519억원

에서 2013년 172,121억원으로 321.6% 생산이 증가하였고, 대불단지의 경

우 644.3% 생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지 조성 이후 생산액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 단지들 외에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신규로 

조성된 단지들의 경우 생산이나 고용 등이 급속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

다. 파주출판단지의 경우 생산액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출판업의 

사양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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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07년 대비 2013년 생산액증가율

 2) 가동률

  산업단지 가동률은 입주업체 중 실제 공장을 가동하는 가동업체 수를 

기준으로 최대 생산능력치를 산출한 후 당월 생산액을 대비하여 계산한

다.4) 생산능력은 자본의 확충 및 시설투자에 따라 증대될 수 있고, 노동

력의 증가에 따라서도 좌우되나, 현 통계시스템에서는 최대 생산능력치

의 변동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동률의 변화가 어떤 원인

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는 현장상황에 대한 밀접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동률은 산업단지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

술적 지표로서 경기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고용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산업단지 관리방향 수립을 위해

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월간 산업동향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07~2013년도 동안 각 해의 가동률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기간동안 가동률의 변화를 단지별로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다. 전반적으로 70~90%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위기가 닥

친 2008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군산단지와 군산2

4) 가동률(%) = 해당 기간 산업생산실적/해당 기간 생산능력 × 100



- 39 -

단지의 경우 다른 단지들보다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GM대우와 타타자

동차 등의 공장가동이 부진하고, 투자를 예정한 운송장비업체들의 투자 

유보로 인해 타 단지들 보다 가동률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2007~2013년간 가동률 변화

  단지별로 평균가동률을 살펴보면 여수단지가 꾸준하게 90%대를 유지

하여 93%라는 높은 가동률을 보였고, 창원, 울산, 온산, 안정 등 중화학

공업단지들은 비교적 80%대 중반의 안정적 가동률을 기록하였다. 그러

나 중소영세기업전용단지인 파주탄현단지의 경우 70.8%로 낮은 가동률

을 보였고, 부침이 심했던 군산단지도 76.5%의 가동률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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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007~2013년간 단지별 평균 가동률

 3) 산업다양성 지수(HHI)

  산업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허쉬만-허핀달 지수

(Hirschman-Herfindal Index(HHI))를 응용하거나 Gini계수, Ellison-Glaeser 

Index(EG Index) 등이  활용되고 있다.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본래 기업

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수로, HHrt = 
  



s2irt 의 산식으

로 측정한다(손창남, 2009). 여기서 sirt는 t기에 i산업이 r지역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허쉬만-허핀달지수는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 순서로 나열하여 상위 50개의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더한 값으로 나타낸다.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

지게 된다. 통상 역수를 취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의 역수가 클수록 산

업의 다양성이 높아지나 본 연구에서는 역수를 취하지 않고 특화도로 해

석을 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분류 기준에 따라(10xxx ~ 33xxx, 제8차개정) 입주한 산업단지 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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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들을 크게 11개 업종으로 분류하고5) 각 업종별로 입주한 기업체 수

를 파악하여 업종별 입주업체의 집중도를 파악하였다. 즉, 각 산업단지 

마다 어떤 업종이 보다 독점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내의 

전체 기업체의 수를 분모로 하고, 11개 업종 각각에 해당하는 업체수를 

분자로 넣어 제곱한 값을 합하는 것으로 각 단지의 연도별 산업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HI에 대한 산출식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HIct = 
  



ict                     (식 3)

  (식 3)에서 HHI는 허쉬만-허핀달 인덱스를 의미하며 c는 개별 산업단

지를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HHI는 개별산업단지(c)에서 i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의 제곱들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4-8] 2007~2013년간 HHI 변화

5)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제조,

기타 등으로 중분류상 10번대에서 33번대까지의 산업을 11개 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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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에서 살펴보면 HHI는 산업단지별로 0.2에서 0.8대까지 다양

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큰 폭의 변화는 없으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과 파주출판

단지가 초반에는 단일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업종이 추가되면서 HHI

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학공업이나 전기전자공업 등 산업별 

특성과 HHI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며, 독립변수들 보다 단지 자체의 특

성이 산업다양성 및 특화정도에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집적경제의 외부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실증연구들에서 도출된 요소들 중 일부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배

경인 지역고용성장모형과 Marshall의 외부효과 이론, Jacobs의 도시화 경

제이론 등에서 활용하는 해당 산업집적지의 규모(면적), 지역내 총 제조

업 생산액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도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1) 산업단지 면적

  국가산업단지는 같은 범주로 묶여 있지만 조성된지 50여년이 넘은 단

지에서부터 최근에 지정되고 있는 단지까지 시간적 스펙트럼이 다양하

고, 무엇보다 지정면적 또한 파주탄현단지가 80㎡에 불과한 것에 비해 

시화단지가 125,600㎡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단지가 클수록 자본이 

더 투입되어 있고, 입주기업의 수 또한 많아서 고용 또한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면적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

업단지 면적은 불변인 경우도 있고, 개발구역이 확장되어 변한 경우도 

있어 분석대상기간 내 평균면적을 활용하였다. 산업단지 면적 자료는 한

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단지총람의 2008~2014년도 자료

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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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 내 제조업 총 생산액

  도시화경제이론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양한 산업이 조우하여 혁신의 환

경이 확장될수록 집적의 효과가 더욱 크고, 따라서 도시지역일수록 산업

적 역량이 지방에 비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김대중·경종수·정종

훈, 2014).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각 지역별(광역

시·도) 제조업 총생산액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생산능력이 해당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자 하

였다. 가장 면밀하게는 해당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인접 시·

군·구의 제조업 총생산액을 반영해야 할 것이나, 시·군·구 단위의 통

계자료 구축이 일정하게 되어있지 않고, 국가산업단지의 광역적인 특성

상 근로자의 동선까지 고려할 때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당 광역시·도 단

위의 제조업 총 생산액을 반영해도 무방하다 판단하였다. 

 3) 연도별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년간이다. 분

석대상 기간동안 개별 산업단지들은 생산 및 고용이 2008년 일제히 감소

세를 보이기도 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서서히 회복세

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기적 변동이 연도별 특성에 반영되어 있기

에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각 연도를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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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변수의 정의

제 3 절 분석방법

 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

료수집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론적 근거로 지역고용성장모형에서 생산 및 가동률 등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을 지지하였다. 또한 집적경제의 외

부효과 이론에서 Marshall과 Jacobs가 산업의 다양성이 주는 상반된 효

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가려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곳은 광역시·도이거나, 조성후 단

지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미루어 Jacobs의 이론을 지지, 

산업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

변  수 정  의

종속변수 고용자 수 해당 산업단지 고용자 수

독립변수

생산액 규모 해당 산업단지 연간 생산액

가동률 해당 산업단지 연간 평균 가동률

HHI

개별 산업단지 내 11개 업종군 중 특정업종의 

집중도

 HHIct = 
  



ict  

통제변수

단지면적 7개년간 지정면적 평균 

지역제조업생산액 해당 광역시·도내 연간 제조업 총 생산액

연도별 특성
7개 더미변수

해당년도 값 : 1, 기타 연도 값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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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HI가 0에 가까워질수록 산업

의 다양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4-8] 연구가설의 설정

이러한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산업유형별로 첨단산업, 전기․전자산업,

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고, 고용규모별(5만명 기준), 특화

도별(0.39 기준)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각 분석유형별로 모두 생산액 및 

가동률 증가가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세

웠고, 업종이 다양할수록 상호 혁신역량이 배가되고, 마찰적 실업을 흡수

하여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가설 하에 산업, 근로인원, 다양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한 위의 (식 2)에서 연도

별 더미 효과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도출하였다.

     log(EMPct) = logPROD + OPERct + HHIct

                + SIZEct + REGIONct +  +            (식 4)

구  분 가설 내용

가설 1
산업단지의 생산액 규모는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산업단지의 업종이 다양할수록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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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에서 log(EMPct)는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증가율이며, 함수의 구성

요소로서 생산의 증가율(logPROD), 가동률(OPER), 산업다양성지수(HHI), 

면적(SIZE), 지역제조업 생산액(REGION)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2007~2013

년간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였고, 아래 첨자 c는 22개 해당 산업단지

를 나타내고, t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당연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22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

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균형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

로 패널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패널분석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

형으로 구분되는데, 패널선형회귀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과 시간과 패널개체의 특성에 따라 변하

는 순수한 오차항 2개로 구성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차

항을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는 모형을 고정효과모형이라 하고, 확률

변수로 간주하는 모형을 확률효과모형이라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을 실시한 결과 1% 유의 수준에서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합동OLS모형

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패널데이터 분석에 용이

한 Stata/SE 11.0(Windows 64bit, 201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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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바, 전반적인 경향성을 나타내고자 로그값을 취하기 전의 값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 제시하는 항목은 각 변수의 평균

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관측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관측수는 

전체 분석대상 수를 나타내는 관측수(N)에 더하여 각각의 패널변수의 수

를 나타내는 관측그룹 수(n), 패널개체별 시간변수의 관측치인 시계열 평

균 관측개체수(T)로 구성되어 있다.6) 본 연구에서 관측그룹 수는 분석대

상 산업단지의 수인 22개이며, 시계열평균 관측개체수(T-bar)는 2007년부

터 2013년까지인 7이다. 

  또한 본 기술통계에서는 overall, between, within 3가지로 분류하여 기

초통계량 값을 나타내 주는데, overall의 경우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계산한 기초통계량 값이다. 즉 유효 관측치 154개체를 대상으로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between은 패널 그룹간의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22

개 산업단지를 각각의 그룹으로 인식하여 그룹간의 특성을 측정한 것이

다. within은 패널 그룹 내의 개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을 반영

하고 있다. 성별이나 인종처럼 시간불변의 변수(time-invariant variable)

인 경우 within 변환의 표준편차는 0이다. 즉,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울수

록 시간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본 연구에서 기술통계분석은 Stata 11.0 프로그램의 ‘xtsum’명령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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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변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22개 산업단지의 생산액, 가동률, 산업다양성지

수(HHI)이며, 종속변수는 해당단지의 고용자 수이다. 생산액의 단위는 억

원이며, 평균 21조 5,468억원의 생산액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 31조 3,277억원에 달해 산업단지 및 연도별로 생산액의 규모가 다양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산의 경우 between 편차 보다 within 편차가 크

게 나타나 연도별 차이가 산업단지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의 경우 평균 80.97%로 표준편차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이 역시 within편차가 between편차보다 커 연도별 차이가 단지별 차이보

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다양성지수(HHI)는 평균 0.39로 나타났고, 다른 두 변수와 달리 

between편차가 within편차보다 크게 나타나 연도별 차이보다 단지별로 

HHI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제변수 중 지역 내 제조업생산액의 경우 산업단지의 경우와 달리 

between편차가 within편차보다 커서 연도별 차이보다는 지역별로 생산액

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의 경우 고정된 숫자임에 따라 당연

히 연도별보다 단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고용의 경우 평균 37,744명으로 생산 및 가동률과는 달리 

between편차가 within편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생산이나 가동률은 

해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많지만, 고용의 경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

기 보다 산업단지의 고유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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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전체변수 기술통계량

 2. 종속변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2개 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이며, 단위는 명이다. 

산업유형별로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첨단산업의 경우 평균 67,587.7명으

로 나타났고,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42,532.4명, 중화학공업의 경우 

26,986.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서울디지

털산업단지와 파주출판단지로 구성되므로 통계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 고용평균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독립
변수

생산

overall 215468.6 313277.5 211.0 1521707.0 N = 154

between “ 309090.1  767.43 1207660.0  n = 22

within “ 79703.26 -124937.4 529515.60  T = 7

가동률

overall 80.97 7.84 46.80 98.00 N = 154

between “　 4.79 70.83 93.03 n = 22

within “　 6.28 51.44 98.74 T = 7

HHI

overall 0.39 0.21 0.16 1.00 N = 154

between “ 0.20 0.17 0.91 n = 22

within “　 0.06 0.18 0.80 T = 7

통제
변수

지역내
생산

overall 1289716.0 939820.3 187134.0 3333964.0 N = 154

between “　 919591.2 251138.9 2761497.0 n = 22

within “　 266039.3 645859.4 1862183.0 T = 7

면적

overall 17153.12 16753.78 80.0 50459.0 N = 154

between “　 17013.0 80.0 50459.00 n = 22

within “　 1611.74 8518.84 23628.84 T = 7

종속
변수 고용

overall 37743.79 43951.6 400.0 177624.0  N = 154

between “　 43873.57 442.57 130658.7 n = 22

within “　 9074.05 -1784.93 90215.07 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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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3. 독립변수 기술통계 분석

  1) 생산액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산업단지별 생산액이며, 단위는 억원이다. 산업

별로는 첨단산업이 48,202억원, 전기·전자산업이 160,250억원, 중화학공

업이 304,140억원이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평균고용인원이 26,986.3명으

로 가장 적음에도 생산액은 가장 많아 1인당 생산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만명 이상 고용된 산업단지의 생산 평균은 5만명 이하 

구분1 구분2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산단
업종
분류

첨단
산업

overall 67587.7 67394.6 3428.0 162032.0 N = 14

between “ 89195.8 4516.7 130658.7 n = 2

within “ 16065.2 34204.0  98961.0 T = 7

전기·
전자

overall 42532.4 45648.0  400.0 177624.0 N = 70

between “ 46357.3 442.5 125152.7 n = 10

within “ 11027.5 3003.7 95003.7 T = 7

중화학
공업

overall 26986.3 31977.5 571.0 102629.0 N = 70

between “ 33263.0 4480.5 92018.1 n = 10

within “ 3513.2 20305.6 37597.2 T = 7

고용
인원
분류

5만명
이상

overall 97643.9 25937.8 63993.0 177624.0 N = 49

between “  21909.2 76820.2 130658.7 n = 7

within “ 15898.3 58115.2 150115.3 T = 7

5만명
이하

overall 9790.3 7208.1 400.0 35999.0 N = 105

between “ 7098.5 442.5 30183.1 n = 15

within “ 2115.3 3391.2 15606.2 T = 7

HHI
분류

0.0~
0.39

overall 39348.7 43387.6 400.0 177624.0 N = 84

between “ 43867.4 442.5  125152.7 n = 12

within “ 9861.4 -179.9 91820.0 T = 7

0.40~
1.00

overall 35817.8 44856.3 571.0  162032.0 N = 70

between “ 46172.2 4516.7 130658.7 n = 10

within “ 8099.2 2434.1 67191.1 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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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들 보다 약 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5-3] 독립변수(생산액) 기술통계량

  2) 가동률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또한 산업단지별 가동률이며, 단위는 퍼센트(%)

이다. 산업별로는 첨단산업이 78.6%, 전기·전자산업이 78.4%, 중화학공

업이 84.0%로 중화학공업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 5만명 이

상 및 이하 단지, 산업다양성 지수 차이에 따라서는 가동률에 별다른 차

구분1 구분2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산단
업종
분류

첨단
산업

overall 48202.0 56283.6 1603.0 172121.0 N = 14

between “ 63734.1 3135.1 93268.8 n = 2

within “ 31314.5  8452.1 127054.1 T = 7

전기·
전자

overall 160250.0 199275.0 550.0 735277.0 N = 70

between “ 200704.2 767.4 621025.1 n = 10

within “ 54139.9 -15629.1 308873.9 T = 7

중화학
공업

overall 304140.4 400708.1 211.0 1521707.0 N = 70

between “ 404776.4 13616.5 1207660 n = 10

within “ 104739.4 -36265.5 618187.4 T = 7

고용
인원
분류

5만명
이상

overall 618187.4 367866.4 53519.0 1521707.0 N = 49

between “ 374434.5 93268.8 1207660.0 n = 7

within “ 112470.6 116361.5 770814.5 T = 7

5만명
이하

overall 102862.4 204181.4 211.0 980005.0 N = 105

between “ 201296.8 767.4 733430.3 n = 15

within “ 59223.0 -188504.9 349437.1 T = 7

HHI
분류

0.0~
0.39

overall 162393.6 170490.1 550.0 554049.0 N = 84

between “ 169414.6 767.4 475734.6 n = 12

within “ 49400.0 14725.8 311017.4 T = 7

0.40~
1.00

overall 279158.6 418463.8 211.0 1521707.0 N = 70

between “ 423764.8 3135.1 1207660.0 n = 10

within “ 105596.9 -61247.4 593205.6 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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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between편차보다 within 편차가 크게 

나타나 연도별 특성이 단지별 특성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4] 독립변수(가동률) 기술통계량

  3) 산업다양성지수(HHI)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또한 산업다양성지수이며, 0에서 1의 값을 가진

다. 산업별로는 첨단산업이 0.5, 전기·전자산업이 0.29, 중화학공업이 

0.46으로 첨단산업과 중화학공업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 5

구분1 구분2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산단
업종
분류

첨단
산업

overall 78.6 6.6 66.8 90.2 N = 14

between “ 0.4 78.3 78.9 n = 2

within “ 6.6 67.0 89.9 T = 7

전기·
전자

overall 78.4 5.9 62.5 91.1 N = 70

between “ 2.9 70.8 81.2 n = 10

within “ 5.2 65.1 90.8 T = 7

중화학
공업

overall 84.0 8.7 46.8 98.0 N = 70

between “ 5.1 76.3 93.0 n = 10

within “ 7.2 54.4 101.7 T = 7

고용
인원
분류

5만명
이상

overall 80.8 5.5 68.9 90.2 N = 49

between “ 3.2 77.5 85.9 n = 7

within “ 4.5 68.4 92.1 T = 7

5만명
이하

overall 81.0 8.7 46.8  98.0 N = 105

between “ 5.4 70.8 93.0 n = 15

within “ 6.9 51.5 98.8 T = 7

HHI
분류

0.0~
0.39

overall 80.3 6.1 62.5 95.4 N = 84

between “ 4.4 70.8 87.0 n = 12

within “ 4.3 67.0 92.7 T = 7

0.40~
1.00

overall 81.7 9.5 46.8 98.0 N = 70

between “ 5.3 76.3 93.0 n = 10

within “ 8.0 52.1 99.5 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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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이상 및 이하 단지, 산업다양성 지수 차이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within편차보다 between편차가 크게 나

타나 단지별 특성이 연도별 특성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5] 독립변수(HHI) 기술통계량

제 2 절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각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구분1 구분2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산단
업종
분류

첨단
산업

overall .50 .16 .32 1.0 N = 14

between “ .12 .41 .59 n = 2

within “ .12 .41 .90 T = 7

전기·
전자

overall .29 .12 .16 .62 N = 70

between “ .12 .16 .57 n = 10

within “ .02 .23 .33 T = 7

중화학
공업

overall .46 .23 .19 .98 N = 70

between “ .23 .19 .90 n = 10

within “ .05 .26 .62 T = 7

고용
인원
분류

5만명
이상

overall .34 .11 .17 .56 N = 49

between “ .11 .19 .50 n = 7

within “ .03 .25 .43 T = 7

5만명
이하

overall .41 .23 .16 1.0 N = 105

between “ .23 .16 .90 n = 15

within “ .06 .20 .81 T = 7

HHI
분류

0.0~
0.39

overall .24 .06 .16 .42 N = 84

between “ .06 .16 .39 n = 12

within “ .01 .19 .29 T = 7

0.40~
1.00

overall .56 .17 .20 1.0 N = 70

between “ .16 .40 .90 n = 10

within “ .08 .35 .97 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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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히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

도로 계수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일 경우 선형관계가 없

음을 뜻한다(곽기영, 2014). 

[표 5-6]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고용은 생산액(r=0.485, p<0.01), 지역제조업 생산액(r=0.218, 

p<0.01), 면적(r=0.199, p<0.01)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산업다양성 지수

(r=-0.171, p<0.01)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고용과 생산액은 5만명 기준으로 그룹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양 쪽 모두 공히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고용과 HHI는 5만명을 

기준으로 5만명 이상 단지에서는 정(+)의 상관관계가, 5만명 이하 단지에

서는 부(-)의 상관관계가 보여졌다.

　 고용 생산액 가동률 산업다양성
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면적

고용 1 　 　 　 　 　

생산액 0.485* 1 　 　 　 　

가동률 0.002 0.314* 1 　 　 　

산업다양성지수 -0.171* 0.131 0.198* 1 　 　

지역제조업 
생산액 0.218* 0.266* -0.034 -0.106 1 　

면적 0.199* 0.679* 0.237* 0.159* 0.1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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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고용-생산간 상관관계

[그림 5-2] 고용-HHI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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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별로 살펴보면 5만명 이상의 단지로서 대표적으로 서울디지털 단지의 

경우 고용과 HHI의 증가가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3] 서울디지털단지 고용-HHI 관계

  반면 5만명 이하 단지중 한 곳을 살펴보면 명지녹산단지의 경우 고용인원 

증가에도 불구 HHI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부평이나 주안단지, 

아산단지 등 5만명 이하 단지들에서 자주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부산 명지녹산단지 고용-HHI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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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생산액은 가동률(r=0.198, 

p<0.01), 지역제조업 생산액(r=0.266, p<0.01), 면적(r=0.679, p<0.01)과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동률은 생산액 및 산업다양성

지수(r=0.198, p<0.01), 면적(r=0.237, p<0.01), 산업다양성지수는 가동률 및 

면적(r=0.159, p<0.01)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생산액-가동률 간 상관관계

  [그림5-5]를 통해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생산과 가동률은 강한 정(+)

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산단지와 여수단지 등 대

표적 중화학공업단지들은 그 기울기 또한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 장치산

업의 특성상 기계가동과 생산이 큰 연관이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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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률은 생산 외에 HHI와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산업

다양성지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특화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특화도의 

향상과 가동률의 증가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6] 가동률-HHI 간 상관관계

제 3 절 패널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패널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모형은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모형이 타당하지 않아 합동 OLS로 추

정하였다.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는 패널 개체 안에서의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패널 개체 상호간의 상관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 패널 개체 간의 상관관



- 59 -

계가 커지면 계수추정치의 분산이 커져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패널 개체 

간의 상관관계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검정을 통해 분산팽

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그의 역수 1/VIF을 구하여 다

중공선성 문제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7)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하고, 1/VIF가 0.1보다 작으면 역시 다중공

선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민인선·최필식, 2012). 합동 OLS 대상 다

중공선성 검정 결과 VIF값은 평균 1.75, 최대값 2.21, 최소값 1.08로 나타

났고 1/VIF값도 0.1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1. 전체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산업

단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산업유형별, 고용규모별, HHI 크기별로 산

업단지들을 나누어 또한 분석해 보았다.

  전체 패널데이터에 대한 합동 OLS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생산과 고용은 강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은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HHI 또

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술할 일정 조건에서 HHI는 

제한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 모형의 적합도를 표현하는 F통계량 값은 

6.54로 유의확률 p=0.0000 이내에 있어 0.01 수준에서 전체 분석대상 회

귀모형은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

내는 수정된 R2값이 0.285로 나타나 약 28.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분석에서는 [가설 1]과 [가설 3]은 채택되었지만,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다만 세부 유형별 분석에서 [가설 2]와 [가설 3]은 일부 채

7)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vif’ 명령어를 사용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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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었다. 즉, 분석대상단지에서 생산 증가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다양성지수가 1에 가까워져서 특화도가 높아질수록 고용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산업유형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산과 고용의 정(+)의 관계는 모든 유형 동일하게 나타났

으며, 가동률과 HHI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산업

유형별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7] 전체 단지별 분석결과

 

구분 B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생산액 규모 0.097 0.014 6.81 0.000***

가동률 -951.291 483.139 -1.97 0.051

산업다양도(reverse) -42050.210 15189.720 -2.77 0.006***

통제
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0.001 0.003 0.35 0.726

면적 -0.529 0.249 -2.13 0.035

연도
더미

2008년 -13183.420 12668.180 -1.04 0.300

2009년 -3634.776 11501.480 -0.32 0.752

2010년 -1227.512 11296.070 -0.11 0.914

2011년 -3049.153 11429.180 -0.27 0.790

2012년 -4061.516 11580.360 -0.35 0.726

2013년 -2550.540 11744.480 -0.22 0.828

F(유의수준) 6.54 (Prob>F = 0.000)

관측수 154

평균 VIF 1.75

수정된 R2 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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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유형별 분석 결과

  국가산업단지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초기에 조성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역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

서 1960~7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들의 경우 특정산업을 위주로 조성 및 

성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역 균등발전 및 

서울시권 과밀화 억제, 지역산업 활성화의 거점 조성 등의 목적으로 육

성된 산업단지들의 경우 특정 업종 중심으로 입주되어 있다기보다, 다양

한 업종을 입주시켜 산업적 활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업종 1, 2순위를 매겨 분류해 본 결과 서울디지털

단지와 파주출판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분류되었고, 그 외에 전기·

전자산업단지와 중화학공업단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산업유형에 해당하는 개체수가 2개 단지 총 14개에 불과하여 분석결

과표를 생략하고, 나머지 2개 유형 분석결과표만 기술한다.

 

 1) 전기·전자산업단지

  전기·전자산업단지 유형에 해당하는 단지는 총 10개 단지로 주로 수

도권에 분포한 대형단지들이다. 부평, 주안, 남동, 반월, 시화, 파주탄현, 

아산, 구미, 광주첨단, 익산단지가 이에 해당하며, 관측수는 70개이다. 평

균 VIF는 2.29, 수정된 R2값은 0.912이며, F값은 66.31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산업단지 대상 분석에서는 [가설 1]만이 채택되었다. 즉 생

산액만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동률과 산

업다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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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전기·전자산업단지 분석결과

 2) 중화학공업단지

  중화학공업단지 유형에 해당하는 단지는 총 10개 단지로 임해지역에 

위치한 단지들이다. 창원, 안정, 울산, 온산, 명지녹산, 여수, 군산, 군산2, 

대불, 광양연관단지가 이에 해당하며, 관측수는 70개이다. 평균 VIF는 

1.77, 수정된 R2값은 0.667이며, F값은 13.55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중화학공업단지 대상 분석에서도 역시 [가설 1]만이 채택되었다. 즉 생

산액만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동률과 산

업다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값은 

구분 B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생산액 규모 0.953 0.054 17.55 0.000***

가동률 -0.002 0.015 -0.12 0.904 

산업다양도(reverse) 0.015 0.573 0.03 0.979 

통제
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0.000 0.000 0.81 0.420 

면적 -0.00003 0.000 -3.01 0.004 

연도
더미

2008년 -0.271 0.282 -0.96 0.341 

2009년 -0.247 0.231 -1.07 0.289 

2010년 -0.395 0.231 -1.71 0.092 

2011년 -0.511 0.239 -2.13 0.037 

2012년 -0.476 0.241 -1.97 0.053 

2013년 -0.470 0.248 -1.90 0.063 

F(유의수준) 66.31 (Prob>F = 0.000)

관측수 70

평균 VIF 2.29

수정된 R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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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로 전기·전자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산업유형별로 분석시 [가설 1]만 채택되어 유형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산업유형별로 산업단지의 생산, 가동

률, HHI가 고용에 유의미하게 차이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중화학공업단지 분석결과

3. 고용규모별 분석 결과

  22개 분석대상 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기는 하나, 고용인원이 

천차만별이고 대형단지와 중소형 단지가 명확히 구분된다. 특히 한국산

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22개 단지들은 평균 고용인원 37,744명을 기준으

구분 B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생산액 규모 0.555 0.059 9.33 0.000*** 

가동률 -0.017 0.011 -1.52 0.135 

산업다양도(reverse) -0.372 0.347 -1.07 0.287 

통제
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0.000 0.000 0.14 0.892 

면적 0.000 0.000 -0.63 0.534 

연도
더미

2008년 -0.331 0.336 -0.98 0.329 

2009년 -0.096 0.310 -0.31 0.759 

2010년 -0.092 0.304 -0.30 0.763 

2011년 -0.124 0.309 -0.40 0.689 

2012년 -0.286 0.321 -0.89 0.376 

2013년 -0.238 0.322 -0.74 0.463 

F(유의수준) 13.55 (Prob>F = 0.000)

관측수 70

평균 VIF 1.77

수정된 R2 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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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HH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규모가 다른 산

업단지들을 같은 동질적 국가산업단지로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1) 고용규모 5만명 이상 단지

  고용인원을 2007~2013년 7년간 평균을 내었을 때 50,000명 이상인 단

지는 총 7개 단지로, 반월, 서울디지털, 시화, 남동, 창원, 구미, 울산단지

이다. 이 단지들은 우선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단지이거나, 울산, 구미, 

창원이라는 대도시에 소재한 단지들이고, 연한이 오래된 비교적 경제개

발 초창기에 건설된 단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단지들의 관측수는 49개이고, 평균 VIF는 3.34, 수정된 R2값은 

0.657이며, F값은 9.35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5만명 이상 단지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 1]과 [가설 3]이 채택

되었다. 즉 생산액과 HHI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가동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 봐

야 할 것은 계수의 방향성인데 전체 대상 분석과는 달리 생산은 부(-)의 

계수를, HHI는 정(+)의 계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생산이 증가

할수록 소폭이기는 하나 고용은 다소 감소하고, HHI가 1에 가까워질수

록, 즉 산업의 특화정도가 커질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보아도 명백히 드러나는 결과인데 서울디

지털단지는 1997년 아파트형공장(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이후 테헤란벨리를 능가하는 IT산업 허브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첨단산

업이 대거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HHI도 0.32에서 0.50으로 꾸준히 증가

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종의 도약이 눈에 띄었다. 고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2007년 97,275명에서 2013년 162,032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

하기에 이르렀다. 즉 특정 업종의 단지 내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증

가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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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고용규모 5만명 이상 단지 분석결과

  

 2) 고용규모 5만명 이하 단지

  고용인원을 지난 7년간 평균을 내었을 때 50,000명 이하인 단지는 총 

15개 단지로 부평, 주안, 파주탄현, 파주출판, 아산, 안정, 온산, 명지녹

산, 여수, 군산, 군산2, 익산, 광주첨단, 대불, 광양연관단지가 이에 속한

다. 이상의 단지들은 여수단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1990년대 조성된 신

생단지라는 공통점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남권에 대거 조성한 

단지들이 많다.

  이상의 단지들의 관측수는 105개이고, 평균 VIF는 1.71, 수정된 R2값은 

0.685이며, F값은 21.53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B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생산액 규모 -0.265 0.061 -4.34 0.000*** 

가동률 0.001 0.006 0.13 0.896 

산업다양도(reverse) 1.793 0.326 5.49 0.000*** 

통제
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0.000 0.000 6.75 0.000 

면적 0.000 0.000 -1.61 0.116 

연도
더미

2008년 0.022 0.104 0.21 0.837 

2009년 0.051 0.082 0.62 0.540 

2010년 0.091 0.080 1.14 0.263 

2011년 0.129 0.088 1.47 0.151 

2012년 0.215 0.091 2.36 0.024 

2013년 0.279 0.096 2.90 0.006 

F(유의수준) 9.35 (Prob>F = 0.000)

관측수 49

평균 VIF 3.34

수정된 R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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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5만명 이하 단지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 1]만이 채택되었다. 또

한 생산과 고용은 정(+)의 관계로 나타나 5만명 이상 단지의 결과와 상

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5만명 이하 단지에서는 산업다양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고용규모 5만명 이하 단지 분석결과

 4. HHI 크기별 분석 결과

  22개 분석대상 단지를 평균 HHI인 0.39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HH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가동률과 HHI가 미치

는 영향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분 B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생산액 규모 0.467 0.041 11.39 0.000*** 

가동률 0.001 0.008 0.15 0.878 

산업다양도(reverse) -0.094 0.242 -0.39 0.697 

통제
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0.000 0.000 -3.33 0.001 

면적 0.000 0.000 -2.77 0.007 

연도
더미

2008년 -0.010 0.233 -0.04 0.964 

2009년 0.063 0.212 0.30 0.769 

2010년 0.073 0.208 0.35 0.726 

2011년 0.085 0.211 0.40 0.687 

2012년 0.071 0.215 0.33 0.743 

2013년 0.107 0.219 0.49 0.625 

F(유의수준) 21.53 (Prob>F = 0.000)

관측수 105

평균 VIF 1.71

수정된 R2 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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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HI가 평균보다 높은(업종이 특화된) 단지

  22개 단지의 7년간 HHI 평균은 0.39이다. 창원단지가 정확히 0.39에 걸쳐 

있기에 0.39 초과 단지와 이하 단지로 구분하였다. HHI가 0.39를 초과하는 

단지는 총 10개 단지인데, 안정, 여수, 군산, 파주출판, 광주첨단, 대불, 군장, 

울산, 구미, 서울디지털단지로 단지들 간에 공통점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단지들의 관측수는 70개이고, 평균 VIF는 1.72, 수정된 R2값은 

0.835이며, F값은 32.82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단지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 1]과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즉 생산의 

영향 외에 HHI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 5

만명 이상 단지에 속하는 분석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다양한 성격의 단

지가 동시에 그룹핑 된 결과 일정 효과를 상쇄시킨 것으로 보인다.

[표 5-12] HHI가 평균보다 높은(업종이 특화된) 단지 분석결과

구분 B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생산액 규모 0.654 0.038 17.28 0.000*** 

가동률 0.004 0.009 0.40 0.693 

산업다양도(reverse) -3.057 0.401 -7.62 0.000*** 

통제
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0.000 0.000 0.85 0.400 

면적 0.000 0.000 -8.11 0.000 

연도
더미

2008년 -0.070 0.276 -0.25 0.801 

2009년 0.121 0.252 0.48 0.633 

2010년 -0.010 0.242 -0.04 0.967 

2011년 -0.058 0.246 -0.23 0.816 

2012년 -0.221 0.253 -0.87 0.386 

2013년 -0.158 0.259 -0.61 0.545 

F(유의수준) 32.82 (Prob>F = 0.000)

관측수 70

평균 VIF 1.72

수정된 R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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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HI가 평균보다 낮은(업종이 다양한) 단지

  HHI가 0.39 이하인 단지는 총 12개 단지인데, 파주탄현, 창원, 익산, 주

안, 부평, 광양연관, 온산, 아산, 명지녹산, 남동, 시화, 군산2단지로 역시 

단지들 간에 공통점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단지들의 관측수는 84개이고, 평균 VIF는 2.34, 수정된 R2값은 

0.854이며, F값은 45.28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단지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 1]과 [가설 2]가 채택되었다. 다른 유형과

는 다르게 HHI가 0.39 이하로 보다 산업단지 내 업종 구성의 다양성이 

높은 경우 가동률이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13] HHI가 평균보다 낮은(업종이 다양한) 단지 분석결과

구분 B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생산액 규모 1.048 0.070 15.03 0.000*** 

가동률 -0.061 0.016 -3.88 0.000*** 

산업다양도(reverse) 2.277 1.217 1.87 0.065 

통제
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0.000 0.000 -0.37 0.709 

면적 0.000 0.000 -3.10 0.003 

연도
더미

2008년 -0.930 0.294 -3.17 0.002 

2009년 -0.481 0.256 -1.88 0.064 

2010년 -0.484 0.259 -1.87 0.065 

2011년 -0.652 0.271 -2.40 0.019 

2012년 -0.690 0.275 -2.51 0.014 

2013년 -0.779 0.278 -2.80 0.007 

F(유의수준) 45.28 (Prob>F = 0.000)

관측수 84

평균 VIF 2.34

수정된 R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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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용규모-HHI 크기별 4분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고용규모 5만명 기준과 HHI 0.39 

기준을 결합하여 4분면 형태로 22개 분석대상 단지를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① 고용인원 5만명 미만이면서 업종이 특화된 집단(1사분면), ② 

고용인원이 5만명 이상이면서 업종이 특화된 집단(2사분면), ③ 고용인원 

5만명 미만이면서 업종이 다양한 집단(3사분면), ④ 고용인원 5만명 이상

이면서 업종이 다양한 집단(4사분면)이다. 이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그림 5-7] 고용규모-HHI 크기별 4분면

 1) 1사분면 단지

  고용인원이 5만명 미만이면서 HHI가 0.39를 초과하는 1사분면 해당 단

지들은 총 7개 단지로, 분석 결과 생산액만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0 -

 2) 2사분면 단지

  고용인원이 5만명 이상이면서 HHI가 0.39를 초과하는 2사분면 해당 단

지들은 총 3개 단지로, 분석 결과 생산액과 HHI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HI가 1에 가까워질수록, 즉 특화가 진행

될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생산액의 경우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1, 2사분면 해당 단지 분석결과

구 분

1사분면 2사분면

고용 5만 미만, 업종 특화 고용 5만 이상, 업종 특화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생산액 규모 7.36 0.000*** -8.08 0.000*** 

가동률 0.41 0.682 2.13 0.062 

산업다양도(reverse) -1.44 0.158 3.53 0.006*** 

통제
변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0.41 0.683 -0.51 0.621 

면적 -3.23 0.003 3.77 0.004 

연도
더미

2008년 0.82 0.419 2.89 0.018 

2009년 2.01 0.052 3.86 0.004 

2010년 1.88 0.067 5.81 0.000 

2011년 1.77 0.085 6.34 0.000 

2012년 1.09 0.281 8.80 0.000 

2013년 1.35 0.185 10.07 0.000 

F(유의수준) 12.26 (Prob>F = 0.000) 54.83 (Prob>F = 0.000)

관측수 49 21

평균 VIF 2.24 19.06

수정된 R2 0.721 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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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사분면 단지

  고용인원이 5만명 미만이면서 HHI가 0.39이하인 3사분면 해당 단지들

은 총 8개 단지로, 분석 결과 생산액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생산은 고용과 정(+)의 관계를 가졌으나, HHI는 부(-)의 관

계를 가져 산업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늘어난다는 Jacobs의 도

시화경제 이론을 지지하였다. 

[표 5-14] 3, 4사분면 해당 단지 분석결과

구 분

3사분면 4사분면

고용 5만 미만, 업종 다양 고용 5만 이상, 업종 다양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독
립
변
수

생산액 규모 5.64 0.000*** 4.67 0.000*** 

가동률 -2.17 0.035 -0.21 0.833 

산업다양도(reverse) -4.05 0.000*** -3.23 0.005*** 

통
제
변
수

지역제조업 생산액 -1.14 0.259 -0.10 0.918 

면적 -1.69 0.098 -1.20 0.247 

연도
더미

2008년 -2.02 0.050 0.18 0.863 

2009년 -1.56 0.125 1.66 0.117 

2010년 -0.89 0.380 0.69 0.502 

2011년 -0.62 0.540 0.69 0.502 

2012년 -0.21 0.838 1.47 0.161 

2013년 -0.36 0.724 1.86 0.082 

F(유의수준) 41.13 (Prob>F = 0.000) 16.77 (Prob>F = 0.000)

관측수 56 28

평균 VIF 4.69 7.01

수정된 R2 0.889 0.837



- 72 -

 4) 4사분면 단지

  고용인원이 5만명 이상이면서 HHI가 0.39이하인 4사분면 해당 단지들

은 총 4개 단지로, 분석 결과 생산액과 HHI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HHI가 0에 가까워질수록, 즉 다양화가 진행될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액의 경우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해석

  본 연구는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22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

행하였다. 독일의 지역고용성장모형을 참고하여 산업단지 연구에 적용한 

선행연구와 산업집적지의 외부효과 중 MAR 동적외부효과와 Jacobs의 도

시화경제이론이 적합성을 가지는지 산업단지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시도

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Jacobs의 도시화경제 이론과 이우배·김성권(2014)의 산

업단지 성장요소들(생산, 수출, 기업체 수, 가동률, 경쟁도)의 고용에 대

한 영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의 고용에 대

한 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가동률

의 효과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다양성의 

효과는 그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5-15]와 같다. 



- 73 -

[표 5-16] 가설 검증 결과

  산업단지 생산액 규모는 전체적으로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산업단지의 생산이 늘어날수

록 고용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인 만큼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아직은 완전히 소멸되

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는 제조업이 아직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

인하고 있다(김영수, 2003)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고용

규모 5만명 이상의 단지에서는 생산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자 수가 

큰 대규모 단지에서는 단순히 생산의 증대를 위해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즉,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노동보다는 다른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을 일구

어 나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고용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분석에서 유의확률에 미치지 못해 기각되었다. 이

는 앞선 이우배·김성권(2014)의 연구에서 시간으로 축적된 전년도의 경

제 및 고용구조를 반영한 동적패널모형 분석을 실시할 경우 가동률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국가산업단지의 일자리 여건이 기업체 수 및 

가동률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동적패널모형을 적용해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가동률

은 HHI가 0.39이하인 단지들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구  분 가설 내용 검증결과

가설 1
산업단지의 생산액 규모는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산업단지의 업종이 다양할수록 고용자 수 증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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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즉, 산업의 다양성이 비교적 높은 단지들에서는 가동률의 증가가 

유의미한 고용의 증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뜻한다. 이는 다양한 산업들

이 집적한 단지에서는 전체 생산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다양한 업종별로 노동력을 수요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다양성은 본 연구에서는 0에 가까울수록 산업의 다양성이 증가하

고, 1에 가까울수록 특화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HHI가 낮을수록 산

업단지 내에 다양한 업종의 입주업체들이 있음을 의미하고, HHI가 높을

수록 단일 업종으로 구성된 단지임을 뜻한다. 전반적으로는 HHI가 0에 

가까울수록, 즉 산업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고용자 수가 증가하는 가설

이 채택되어 Jacobs의 도시화경제 이론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세부 분석

결과 산업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고용규모에 

따른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고용 5만명 이상의 단지에서

는 HHI가 1에 가까워질수록 고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arshall의 지역화경제이론이 지지되었다. 즉, 대형단지에서는 산업의 특

화가 진행될수록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다. 이는 전반적으로 산업다양성이 0에 가까워질수록 고용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상반된 결과이며, 산업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마

찰적 실업이 감소하여 고용에 정(+)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이상

호, 2014)와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좀 더 세분하여 분석을 시도한 4

분면 분석에서도 나타나는 바, HHI가 0.39 이상일 때, 즉 어느 정도 산업

의 특화가 진행된 상태일 때, 고용 5만명 이상의 단지에서는 특화가 더 

진행될수록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5만명 

미만의 단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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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의 토대로 활용된 산업집적지, 그 중

에서도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러한 국가산업단지의 활성

화가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고용성장모형과 Marshall, 

Jacobs의 이론을 근거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전체 42개 국가산업단지 중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패널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22개 단지이다. 국가산업단지는 1,047개에 달

하는 산업단지의 개수에 비할 때 작은 비중이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의 60%, 고용의 40%, 수출의 72%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생산의 실질적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을 검증해 보는 것과 

동시에 실업률이 치솟는 현재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력을 가늠해 보고

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연구의 방법은 산업집적지가 가진 외부효과에 기인하여 관련된 이론적 

논의로부터 찾게 되었다. 집적의 외부효과에 대해 논한 다양한 이론들 

중 동일한 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면 산업발전이 촉진된다는 지

역화경제를 주장한 Marshall과 다양한 산업들이 집중될 때 산업발전이 

가속화된다는 도시화경제를 주장한 Jacobs의 이론을 근거로 지역고용성

장모형을 참조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acobs의 도

시화경제이론과 생산 및 가동률이 고용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여 ‘생산, 가동률, HHI가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방법은 지역경제성장모형을 토대로 생산, 가동률, HH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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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선형패널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고용증가율, 독립변수

로 생산증가율, 가동률, HHI를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산업단지의 면

적과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997년부터 매월 제공하는 국가산업

단지 산업동향 자료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를 활용하였다. 보다 

장기간의 분석이 바람직할 것이나 균형패널데이터 형성을 위해 부득이하

게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2007년부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도별 특

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추가하였으며, 산업특성별로 유형을 나누

고, 고용규모, HHI 크기에 따라 단지들을 나누어 분석을 세분화하였다. 

  분석모형은 하우스만 검정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지 못해 합동 

OLS로 추정하였으며,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일부 세분화된 분석(4분면 

분석 중 2사분면 분석)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검정 결과, ‘생산액은 고용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

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고용 5만명 이상의 단지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가동률은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HHI의 경우 고용 5만명 이상의 단지와 전체단지에

서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업다양성이 0에 가까워질

수록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5만

명 이상의 단지에서는 산업다양성이 1에 가까워질수록 고용증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들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 연구들은 시군구 대상이나, 일부 산업단지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모든 국가산업단지들로 분석의 대상

을 확대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단지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분석함

으로서 기존의 연구가 산업특성별로 단지를 분류하는데 그친 점을 보완

하고자 하였다. 셋째, 2007년부터 2013까지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이기는 하지만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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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용성장모형에서 동적패널분석 결과 비교적 최근의 경제구조가 고용

에 영향을 미친다는 Blien(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생산액의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생산액의 증가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성과가 고용

과 긍정적인 영향을 맺고 있음을 볼 때 제조업무용론이나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많이 조성하는데 급급하였다

면, 현 시점에서는 조성된 산업단지들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맞

춤형으로 성장 및 육성시키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분석에서도 나타났

듯이 조건을 세분화하여 보았을 때 산업단지의 고유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산업단지 관리 프레임에도 보다 미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산업

단지라는 범주에서 개별 단지를 바라보기 보다 산업단지 하나 하나의 특

성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고용규모 5만명을 기준으로 양 그룹의 

산업단지는 같은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다. 비록 국가산업단지라는 범주

로 묶여 있으나, 산업다양성 및 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양 그룹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용 5만명 이상의 대형단지들의 

경우 산업의 특화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대형단지들의 입주업종 선정시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업

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형 



- 78 -

단지들을 국가산업단지라는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개별단지가 가진 

특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공사례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서울단지는 1997년 산업구조 조정 이후 섬유, 목재종이, 

기계업종 중심에서 IT산업 중심의 비제조 업종 구조로 구조가 변환된 후 

단지 자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에서도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

러한 서울단지와 고용규모 및 지리적 위치에서 비슷한 여건을 가진 단지

가 반월 및 시화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지들의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특

화를 유도한다면 고용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수도권이

기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고용규모 5만명 미만의 단지들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업

종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고용규모 5만명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큰 의미를 지닌다. 왜

냐하면 5만명 미만의 단지가 5만명 이상의 단지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기

에 대형단지들과는 다른 차별적 육성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

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고, 입주업체간 다양성이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

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업종의 특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좀 

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며, 도시화경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업

제들간 정보교류 및 지식공유 체계 마련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후방 연관 산업들 간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유도해 내야 한다. 특

히 전상곤·공철·김용민(2011)이 산업의 특화에 의한 지역화경제는 산

업특화도가 높아질수록 체감한다고 주장한 것이 고용규모 5만명 미만의 

단지에서는 더욱 적합함이 실증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산업의 특

화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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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 활

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분석기간의 

제한은 균형패널데이터 생성을 위해 불가피하였으나, 분석기간을 최대한 

늘려 보다 많은 데이터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지자

체 등 기타 기관이 보유한 산업단지 관련 통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함이 요구된다. 또한 분석 대상도 확대하여 일반산업단

지, 농공단지에 까지 실증분석이 가능하다면 보다 풍성한 산업단지 관련 

함의가 도출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활성화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생산액, 가

동률, HHI라는 세가지 독립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을 찾아내어 분석의 정교함을 더할 필요가 존재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독립변수를 찾아 분석에 활용

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산업단지들을 분류하고 실증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발견하지 못한 산업단지들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곧 현재 관리체계상 몇 가지의 범주로 

묶여 있는 산업단지들의 고유 특성을 찾아 그에 맞는 미시적 관리를 실

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

는 기준이 될 분석이 차후에는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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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act of the Vitalization 
of Industrial Agglomeration towar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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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he 22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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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about the effect of 

industrial agglomeration towards the local employment based on the 

theory of the external effect of the industrial agglomeration and the 

model on the local employment development.

  The external effect of the industrial clustering has been steadily 

proved through many related theories and empirical analyses. There 

are two kinds of theories about this external effect: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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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which Marshall represented and Urbanization Economy 

represented by Jacobs. Marshall argued that the agglomeration of the 

same-type-industries promoted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hile Jacobs argued that the effect of the agglomeration of 

different-type-industries did better. The two contended theories are the 

basis of this study which especially focuses on the agglomeration’s 

effect onto the regional employment. Furthermore, in the study, the 

scale of the production and the operating percentage are also 

importantly dealed with the regional employment. The analysis model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German regional employment model 

and related domestic studies.

  Although the number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small(42 complexes, 2014), it accounts for 60% of the total 

produc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es, 40% of the employment and  

72% of exports. Therefore, it is important wether the activation of 

these national complexes positively impacts on the employments and 

the study is lined with the refocusing of the importanc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study utilized the official monthly statistics about 22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from 2007 to 2013 provided by Korea Industrial 

Complexes Corp.(KICOX).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22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by its industrial categories, the volume of 

employment and the diversification degree of industries using 

mid-term balanced panel data. Through this specific analyses, the 

study c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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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complexes and aims to 

find implications over industrial policies. 

  The study shar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ncrease of productions can positively affect the 

employment. It is also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industry.

  Second, a new paradigm of industrial policy making is nee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complexes rather 

than the number of complexes. For the fine-tuned industrial policy 

making, the supporting policy which understands the structure and 

the system of complexes and develops through the individual 

complexes’ condition is needed. The complexes management 

policies  have to be changed also, reflecting the change of the 

individual clusters.

  Third, in case of big-scaled complexes which employ over 50,000 

employees, specialization of industries positively impacts on the 

employment. So, it is useful that in this big-scaled complexes, 

accelerates specific industries to increase employment. Big-scaled clusters 

are already not the same complexes compared to the small one.

  Fourth, in case of small-size-complexes(under 50,000 employees), 

it could be inferred that diversification of the industrial categories 

can increase the employment. The small-sized clusters are not the 

homogeneous complexes with the big ones, so the differentiated 

development policy is demanded. The specialization of an industrial 

sector is to be carefully designed and the consideration over the 

system of knowledge share and information exchange is neede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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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synergy effect of Urbanization economy among companies 

would affect positively.

 

keywords : industrial agglomerati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employment, production, operating ratio, diversity of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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