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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한국은 수도권으로 산업, 경제가 집중되며 수도권과 비수

도권 간의 산업 구조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산

업 특성에 따른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정책이 필요

한데, 최근 주목받는 것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다. 스마트 전문화

는 지역별 기반 산업, 발전 경로 등 산업적 특성에 대응한 장소맞

춤형 산업 혁신 전략이다. 이 때, 최근의 산업 혁신은 4차 산업혁

명 기반 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로봇산업은 가상의 신기술과 현실의 산업 현장을 융합하

는 데 핵심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또한 전후방으

로 다양한 산업과 긴밀히 연관 되어 있어 다양한 방향으로의 산업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서 로봇산업에 주목해 지역별 산업 혁신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의 분포와 로봇 산업에 의한 지

역 산업에서의 실질적인 변화 양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

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특성을 분석해 각각의 산업 우위 분야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산업 우위 분야와 대응하는 형태로 형성되는 지역별 로봇

산업 생태계를 확인하고, 지역별 로봇 산업에 의한 지역 산업으로

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을 중심으

로 연관 산업 간 파급효과의 관계를 산업 네트워크의 형태로 시각

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혁신의 잠재력을 비교한다.

대표적인 분석 결과로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에서 산업 우위

를 갖는 수도권에는 로봇산업 중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등 로봇

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고차 기술의 개발 및 생산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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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이며,

지식기반제조업 분야에서 산업 우위를 갖는 비수도권에는 로봇의

부품 및 완성품 등 하드웨어 생산 분야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로봇 산업은 국내 전역의 다양한 제조 산업들과 활

발히 거래하며 수도권보다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로봇산업은 주로 서비스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전방 산업과의 연계 효

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전방 산업의 고부

가가치화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아직 세계 로봇 산업 시장에서 후발주자에 머물고 있지

만, SW와 HW 양 쪽 분야에서 모두 강한 산업적 우위 기반을 갖

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혁

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수도권은 한국의 로봇 제품 고도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반면, 비수도권은 한국 로봇

산업의 생산 기지로서 로봇의 핵심 하드웨어 부품 및 완성품을 생

산하고 실제 제조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Industry 4.0’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로봇 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략적인 로봇 산업 육성은 쇠퇴하는 지역 기

반 산업의 재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로봇

의 주요 핵심 부품들은 로봇 완성품 원가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

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은 41%

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한국 로봇 제품에 대한 국내외의 높

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로봇 시장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로봇의 하드웨어 분야 생산

산업은 지역에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미치며, 산업 전반의 동반 성

장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다.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비수도권에 산업 기반이 있는 제

조업 분야에서의 산업 혁신을 위해 특히 비수도권이 로봇 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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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국내 다수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로봇 산업 육성을 위

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이와 정합하는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다

수의 지역이 유사한 로봇 산업 분야에만 중복적으로 투자해 로봇

산업에 의한 실질적인 지역의 성장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서 지역별 다양한 산업 혁신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로봇 산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주요어 : 로봇 산업, 4차 산업혁명, 산업연관분석, 지역간 산업

연관모형, 스마트 전문화, 산업 혁신, 지역균형발전

학 번 : 2018-28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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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국은 수도권으로의 산업과 경제의 집중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면적

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일자리, 대기업, 지역총생산액 등

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신산업 기반이 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은 8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이웅호, 2019). 이에 따라 최근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저성장시대가

정착되고(IMF, 2015),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격하게 신산업

이 성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는 수도

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지방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산업 변화 흐

름에 유연히 대응하지 못해 지속적인 쇠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다수의

비수도권 지역들은 한국의 전통적 기반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

제조업 경쟁력이 정체되면서 효율적인 제조업 기술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혁신 역

량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지역별로 성장과 쇠퇴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는 세계 각국에서 공

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EU(2012)는 각 지역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혁신을 위한 산업 전략인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개념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전문화는 지역마다 다른 산

업적 특성, 산업 발전 경로, 인력 자원, 지식 기반 등에 따른 지역별 우

위 분야에 기반해 산업 혁신 전략을 펼치는 장소 중심적인 지역 정책 개

념이다. 처음 EU에서 제시한 이후 OECD에서도 지역별 혁신전략으로

스마트 전문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체로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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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지역별 차이 없이 획일적인 하향식 지역산업정책을 펼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스마트 전문화 개념에 따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의 산업 혁신은 대개 4차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의 발명과 이

를 기존 산업에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산업연구원, 2017b). 이때

가상세계의 신기술과 현실의 기존 산업 현장 간의 연계와 융합을 실현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로봇산업이다(문상미 외, 2018; 산업통상

자원부, 2019). 현실에서 로봇은 더 이상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기존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을 증가시켜 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주체이다

(강맹수, 2018). 최근 세계적으로도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콘텐츠업, 연구개발업 등 산업 전반과 밀

접히 연관되어 있어 지역 경제로의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이에 따라 로봇 산업을 활용해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며

경쟁적으로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로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와 연계하는 로봇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아닌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실질적인 로봇 산업 성장의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효율적인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 산업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로봇 산업 자체가 다양한 산업 영역을 포함하

며 로봇이 실제 도입되는 산업 분야가 매우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각 지

역별 산업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렇기 때문에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서 지역별 산업적 특성과 연계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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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산업을 이해하고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

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서 로봇산업

을 통한 지역별 산업 혁신 잠재력을 예측하는 것이다. 공간적인 맥락에

서 국내 로봇 산업의 지역별 특성을 이해하는 시도로서 한국에서 산업적

특성이 확연히 차이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공간을 나누어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로봇 산업

의 영향력에 주목하기보다 공간 스케일을 지역 단위로 낮춰 로봇 산업에

의한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각각의 효율적인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안함으로서 국

가 전역에서의 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지역산업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

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토의 면적은 작지만, 지역 별로 산업구조와 특

화 산업 분야 등의 구분되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로

봇 산업의 입지와 관련 된 연관 산업들 간의 입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해 지역별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나머지의 비수도권을 비교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산업 영역을 대상으

로 한다.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로봇산업의 특성상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로봇 산업의 직접적인 수요 산업이자 생산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제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한

다. 또한 로봇 산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 사업 지원, 판매 등 지식기반서

비스업 및 고차 서비스업 등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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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별 로봇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도출하고 지역의 연관 산업들로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

과를 미치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로봇 산업 기업

들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로봇산업의 다양한 구성 분야별로의 국내 입

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단위에서 산업 간의 연관관

계와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로봇 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연구는 총 5장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2장은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로서 로봇 산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로봇

산업의 파급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라보는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 대

해 고찰한다. 로봇 산업을 공간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는 선행연구들

에 대한 한계를 반영하여, 3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의 산업 구조의 차이와 이에 따른 로봇 산업 생태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4장은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로봇 산업 생태계에 따라 로

봇산업이 지역별로 다른 형태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심화 분

석을 수행한다. 마지막 5장에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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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의 고찰

1. 로봇산업 현황 및 전망

최근 로봇 산업을 포함하는 미래 신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 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 주행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

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의 산업 군들이다. 미래 신산업의 폭

발적인 성장은 곧 기존 산업의 와해로 이어진다. 기존의 한국에서도 경

제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기반산업이었던 엔진 자동차 산업 등은 신산업

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 신산업과의 융합

을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정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은 기존의 기반산업들이 갖던 입지적인 특성을 따르

지 않는다. 초자동화, 초연결성, 초지능화 특성에 의해 디지털화된 산업

생태계는 제조 공정 위주의 생산 시스템에 머물지 않고 제조 이전 단계

인 R&D, 디자인 등과 제조 이후 단계인 마케팅, AS 등의 서비스업까지

연계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전후방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과 연

관되는 미래 신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의 산업 혁신

전략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적 특성을 갖

는 미래 신산업의 입지와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이

해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신산업 중에도 산업 혁신을 기존 산업 영역, 특히 현장의

제조 공정 등에서 구현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로봇 산

업은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미래 신산

업의 특성과 기존 기반 산업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며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산업에 주목해 한국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실마

리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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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로봇에 대한 법적 정의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이란 ‘인간과 같이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

을 판단하며,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로봇산업은 제조, 서비스, SW, 콘텐

츠 등 매우 다양한 산업 영역의 가치사슬과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있다. 국내 대표 로봇 연구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로

봇산업’은 로봇을 생산하는 로봇제조산업, 로봇부품 및 관련 소재 산업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로봇 응용, 로봇응용 S/W 서비스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산업으로 정의된다.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 노동력의 부족 등의 사회적인 흐름

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

터 등에서의 기술 진보에 따라 로봇 산업은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공정 자동화와 생산성 및 효율성의 제고 효과

를 유발하는 산업용 로봇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

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15년 111억불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 추세를 유지해 2021년에

는 236억불의 시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된다(IFR, 2018).

로봇 부품 산업에서는 SW 부문의 급격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AI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센서, 구동기, 제어기 등의 부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

소하고 SW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로봇 SW 부품의 시장 규모는

`17년 50억 달러에서 연평균 22.3%씩 증가해 `21년에는 11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아마존, 구글 등의 미국

IT 기업들이 로봇 S/W 부품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로봇 분야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과의 융합이 최근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ICT 기술 중 센서 처리 기술 및 인공지능,

음성 인식, 상활 판단 등의 기술은 특히 로봇 분야에서 활용 분야가 매



- 7 -

우 다양한 핵심 기술이다. 또한 이와 함께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데이

터 처리 기술과도 결합되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인간과 실시간 의사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과거 단순히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대체하고 공정을 자동화하는 로봇에

서 나아가 이제는 근로자와 협업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작업 상황들

을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며, 사람의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로봇의 활용 범위

가 산업 전방위적으로 매우 폭넓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로봇과 융합하

는 ICT 기술들의 생산 가격 역시 급격히 절감됨에 따라 로봇이 저가화

되며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급격한 로봇 산업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정부는 최근 ‘로

봇산업 발전방안(산업통상자원부, 2019)’를 발표하면서 핵심부품 및 SW

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국내 로봇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으로 로봇 산업의 수요 확산과 시장 창출을 위해 `11

년에 ‘시장 창출형 로봇보급사업’에 착수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의 보급은 매우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보급 사업에 따라 ‘중소제조로봇’이

제조 분야 생산 공정에 투입 되었을 때 생산성 44.5% 향상, 불량률

4.17% 감소, 13.8억 원의 비용 절감, 납기준수율 98.6%로 향상(기존

86%)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산통부 외, 2015). 이에 따라 정부

는 산업용 로봇 보급을 `23년까지 70만대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

다.

2) 로봇 산업 특성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최근 급성장하는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데, 사물인터넷(IoT)ㆍ빅데이터ㆍ가상현실 등의 다른 신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기존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는다. 로

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밀 부품들이 후방에서 제조되어야 하



- 8 -

며, 구현 후에는 전방의 제조 공정 전반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조업과의 긴밀한 연계는 로봇 산업이 미래 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외

에 예외적으로 고유한 로봇산업만의 산업 특성을 갖게 한다. 미래 신산

업의 구성요소는 대개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정되지만, 로봇 산업은 산업

자체가 제조업을 상당 부분 포함한다. 또한 로봇을 제외한 미래 신산업

의 대부분의 거래가 ‘시스템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 ICT 분

야 업종과 이뤄지는데 반해, 로봇 산업은 다양한 전후방 제조업 업종들

과의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산업연구원,

2012).

로봇 산업에서 AI와 ICT 기술을 접목하는 SW 분야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최근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상용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견인하며 로봇 산업 시장의 폭

발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분야이다. 하지만 로봇은 가상세계

에서만 머무는 기술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구동되는 정밀기계인 만큼

HW 부품 분야 역시 로봇 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

중 핵심 부품들의 경우에는 제조를 위해 복잡하고 정밀한 생산 기술들을

필요로 해 AI 및 SW와 함께 로봇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현재 로봇용 핵심 부품들의 경우 로봇 완성품 원가

의 절반가량인 46%를 차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

로봇의 완성품 및 핵심 부품 제조 시장은 정밀기계산업 기반의 일본,

유럽 등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와 유럽의

ABB, KUKA 등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선도 기업들이다. 이 중

화낙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4%이고, 영업 이익률은 무려

40.8%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체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매우 높은 수치이

며 높은 영업이익률로 유명한 애플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등과도 대

등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높은 수익성과 시장 장악력의 근간은 로봇 핵

심 부품의 자체 생산능력이다. 화낙은 금속을 절삭하는 자동화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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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와 컴퓨터수치제어장치(CNC) 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데 이에 필요

한 대부분의 부품을 100% 자체 생산해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장기간 독자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갖는 나라인 만큼 로

봇 산업 시장 역시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산업용 로봇

은 특히 제조업의 실제 공정에 도입되어 활용되는 로봇들을 말한다. 현

재 산업용 로봇이 국내 로봇 시장의 70~80%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산

업연구원, 2012), 산업용 로봇 판매는 `12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15%

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국내 로봇 산업의 실제 수요 대다수는 제조업에

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로봇 집약도(제조업 인구 1만 명

당 로봇 대수)는 세계 1위이다(IFR, 2018). 주로 대부분의 로봇이 전기전

자와 자동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3) 한국 로봇 산업 성장의 한계

한국의 로봇 산업 생태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로봇의 핵심

부품 및 SW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외의 높은 로봇 수요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국내 공급 및 해외 수출 이익

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핵심 부품인

모터, 감속기, 제어기 등을 제조하는 기술력이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최동용, 2017).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은 현재 41%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산통부, 2019). 특히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

가 높은 수준인데, 최근의 국가적인 대일 관계 악화 정세는 국내 로봇

산업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세계적인 로봇의 지능화 추세에 따

라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함께 로봇의 핵심 부

품 제조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또한 국내의 로봇 산업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로봇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필수 전략이다.

또한 최근의 로봇 산업 시장의 급성장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의지에

따라 국내 각 지자체들은 현재 경쟁적으로 각 지역의 로봇 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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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집중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산업 특성과 연계해 형

성되는 로봇 산업 세부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천편일률적인 사업들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 대다수 지자체들에서 중복된 투자가 발생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국가 차원에서

도 효율적인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조율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 로봇 산업 관련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하는 등의 실무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정책실무협의회(가칭)’를 기존의 로봇산업정

책협의회 내에 신설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담

당자들이 모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로봇 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14년 처음 제안된 이후 계속해서 미뤄지며 아직까

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지역별로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로봇지원기관들이 설

립되어 있다. 인천의 지능형로봇연구소, 대구의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경

북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지역거점기관들

의 역할 분배가 모호해 각자의 기능이 차별화되어 있지 못하다. 각 거점

기관의 특성을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로봇 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때의 역할 정립은

각 지역별 기반 산업 및 이와 연계되어 형성된 로봇 산업의 세부 생태계

를 충분히 고려하며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한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

화된 세분화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정책 및 사업은 중앙정부 주

도하에 다수의 지자체가 유사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효과적인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해 로봇 산

업을 공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반 산업의 특

성에 큰 차이가 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자의 핵심 우위 분야에 따

라 다양한 방향으로 로봇 산업을 전문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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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고찰

1) 지역별 산업 혁신을 위한 Smart specialization

‘Smart specialization’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위한 산업 전략으로서 국

내에서는 주로 ‘스마트 전문화’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 전문

화의 핵심 개념은 지역별로 다른 생산 자원, 기존 기반 산업에 의한 기

술 및 지식 역량 등을 고려해 타 지역 대비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정하

고 집중 투자함으로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전문화하는 것이다(Foray et

al, 2009; EU, 2012; OECD, 2013). 다시 말해 지역의 산업 구조 전반의

특성, 인력 자원, 산업 발전 경로 등에 기반한 지역의 핵심 우위 분야를

찾아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

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료업과 생명과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건강

산업을 창출하거나 패션 산업과 관광, 오락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사양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사례가 있다(김영

수, 2012). 이와 같은 전략은 기존의 지역마다 유사한 혁신 방법과, 지원

하는 기관, 제도적인 뒷받침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남기범, 2016).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 재생

을 위해 장소기반 산업정책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Foray, 2015). 지

역마다 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가 다르고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특성

등 장소 특수적인 상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별

전문화를 통한 우월성 확보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다(Foray et al, 2009). 지역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투자를 분산해 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혁신 잠재력이 가장 높은 특정 산업 분야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역량을 결집해 혁신을 위한 임계치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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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으로 수도권 외 지방 지역들의 산업 혁신을 위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따라 지방 지역에서의 R&D 투자

의 절대적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주도로 하향식으

로 사업이 수행되며 사실상 지방 대학의 연구 성과 확대 및 교육 수준

개선, 우수 인재의 지방 대학 진학 및 지역 기업 취업,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고급 일자리의 확대 등의 순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창

출의 실질적인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혁신을 위한 투자

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토대를 세우지 못한

것은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으로 차별화 된 집중 투자

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 된다(이정협, 2011; 남기범, 2016; 이

웅호, 2019).

스마트 전문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된

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명과

이를 통한 응용 과정에서 산업적인 혁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로봇 산업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앞서 언급했듯 로봇 산업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

서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주체이다. 또한

로봇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을 넓게 포괄하는 특

성을 갖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기존의 산업 특성과 역량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전문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를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점차 산업적,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각 지역의 스마트 전문화를 위해 핵심 우위

분야를 탐색하는 시도는 현재 국내 지역 산업 정책이 한계를 맞는 상황

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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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봇 산업의 입지 특성

로봇 산업에 관한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술의 발전과 로봇 활

용의 증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

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다소 거시적인 측면의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지역적인 스케일에

서 로봇산업에 의한 실질적인 변화를 포착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로

봇 산업이 지역별 연관 산업 특성에 따라 어떤 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

의 산업ㆍ경제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LeighㆍKraft(2018)는 미국에서 산업용 로봇 산업이 어떠한 입지 분

포 특성을 갖는지 파악하고 지역별 산업 구조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용 로봇 산업을 공급업체와 완성업체로 구분

하여 입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공급업체는 로봇의 기술과 부

품을 디자인해서 생산하는 업체이고, 완성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과 부품을 종합해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 제조 공정에서 구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업체별 입지 분포에는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공급업체의 경우

에는 과학ㆍ정보ㆍ전문 기술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인 동서부의 해안가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보였다. 보스턴, 실리콘밸리, 뉴욕 등이 대표적

인 지역인데 창의적인 서비스 혁신 지구이자 미국의 주요 로봇 공학 대

학 및 연구소가 다수 위치한 지역들이다.

반면, 완성업체는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허브인 중서부지역에 집적

하는 특성을 보였다. 다양한 부품, 기술을 재조합해 실제 설비에 구현하

는 업체인 만큼 제조 산업이 밀집해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디트로이트,

시카고, 클리블랜드 등의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로봇 산업은 지역별 기반 산업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대응해 입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맞춘 지역별 구분

된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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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로봇 산업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

뤄지지는 않았는데, 최근 로봇 산업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

업의 입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국토연구원(2017)은 산업 구

조와 부가가치 창출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일으킬 4차 산업혁명 관

련 신산업의 입지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산업 입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로봇ㆍ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ㆍ가상현실

ㆍ3D프린팅ㆍ드론 등의 신산업 사업체들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수도권 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 입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유의미한 산업 집적은 로봇ㆍ드론 산업에서만 한정적으

로 나타났다. 주로 대전과 부산, 울산 등의 지역에 입지하는 특성을 보였

다. 로봇 산업의 경우 산업적인 특성상 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서비

스업들만이 아닌 제조업 등 전후방의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가 활발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집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면 산업 전

반에서의 혁신을 일으킬 신산업 중 특히 로봇 산업이 지역별 다양한 전

문화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같이 로봇 산업은 전후방으로 관계를 맺

는 다양한 산업에 밀접히 대응하여 지역별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되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며 공

간적인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산업 특성

의 차이가 명확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국내 로봇산업의 지역별 차이를 무시한 채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봇

산업 전체를 바라봐서는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로봇산업의 다양한 역

할을 간과한 채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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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관 산업에 미치는 로봇 산업의 파급효과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산업 영역을 형성해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로봇 산업이 크게 주목 받고 있

다.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특정 산업의 성장

을 통해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 수요를 증가시켜 후방산업의 생산

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로봇 산업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연관 산업들의 영향을 미치는데, 1차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로봇산업 자체의 성장과 후방산업을 위한 새로운 수

요를 만들어낸다. 파급효과는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 로봇 산업의 수요

산업인 전방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화 함으로서 성장을 유도한다.

이때 로봇산업의 수요산업은 직접적인 수요를 갖는 제조업을 포함해 국

방, 의료 등의 공공 부문과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 민간 부문 전체 산업

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로봇 산업을 활용한 전방산업의 고부가가

치화는 곧 국가의 전체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5).

산업연구원(2012)은 로봇산업의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전후방 연관 산

업을 파악하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용 로봇의 주요 전방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계, 식품산업, 용접응용,

바이오 등의 산업이었다. 주요 후방산업은 전자부품, 기계부품, 금형사출

업, SW산업, ICT산업, 네트워크 산업 등이었다. 전방산업으로의 파급효

과의 경우, 로봇산업의 전방산업은 시장이 매우 광범위한데 로봇의 활용

을 통해 전방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불량률의 감소 등의 가

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어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전방산업에서의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것으

로 예측하였다. 이와 함께 로봇산업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생산성 증가

등의 정량적인 수치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던 위험한 작

업 및 단순 반복 작업을 대체하며 로봇과의 협동 작업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 등의 정성적인 측면도 함께 평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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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의 로봇 산업 생태계의 비교분석을 위해 일본의 로봇 산업

의 연관 분석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의 제조업과 함께 교육, 연구, 의료 등의 서비스업 분야와

도 높은 연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직 로봇 생태계가

‘성숙기’가 아닌 ‘도입 및 성장기’에 있으며, 산업 전반이 아닌 특정 산업

분야만으로 한정적인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와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로봇의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직까지 한국

에서의 로봇 산업은 다양한 전후방 산업의 혁신을 위한 유발 산업으로서

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부문의 산업들은 각자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연관 산

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윤갑식, 2018; 박선율 외,

2019).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

난다. 제조업은 연관 산업과의 중간재 거래가 많고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산업 분야가 많다는 특성을 갖고, 서비스업은 제품 생산을 위해 중간재

보다는 부가가치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이때

로봇 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

하는 만큼,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른 양상의 파급효과 형태를 동반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로봇산업과 서비스업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로봇산업의 파급효과는 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처럼 산업별, 지역별 로봇산업의 다양한 파급효과 양상을 본 연구의 지

역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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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최근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로봇 산업은 특히 다양한 산업 전반과 밀접한 연관 관계

를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지역

기반 산업 붕괴에 의한 급격한 지방 쇠퇴 문제에 국면해 있다. 이를 타

개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로봇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다양한 연

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에서 신산업이 새롭게 형성될

때에는 기존의 지역 산업 구조에 의한 지식, 기술 및 역량 기반과 밀접

히 연관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지역별 로봇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의 지역별 입지 분포 특성과 기반산업과

의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를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재 국내 로봇 산업에 관한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로봇 산업 성장

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지역에 따른 차이와 실질적인 변화 양상을 포착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간적 스케일을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낮춰 로봇 산업의 입지 및 파급효과를 지역별 연관 산

업과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로봇산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로봇산업으로

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용로봇제조업’에 해당되는 코드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로봇산업의 재분류를 통해 제조

업만이 아닌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 등 더 넓은 영역에서 로봇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관련 기업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

해 기존의 제조업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로봇 산업

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세부적인 분류이자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를 활용해 로봇산업을 최대한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는 점이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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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저자

(연도)
주요 내용

입

지

특

성

Leigh

ㆍKreft

(2018)

미국 로봇 산업의 공간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로봇

산업의 세부 업종별 입지 특성을 도출. 대표적인

결과로 로봇을 실제 구현하는 완성업체는 전통적인

제조업 밀집 지역에 주로 입지하는 특성 확인.

산업

연구원

(2017)

로봇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들의

입지 현황 파악. 전반적으로 신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입지하는 것을 확인. 유일하게 로봇/드론

산업만이 비수도권에도 일부 집적함.

산업통상

자원부외

(2018)

국내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 로봇산업 대분류별, 광역시/도별

사업체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데, 지역별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순으로 사업체 수 많음.

파

급

효

과

산업

연구원

(2012)

로봇 산업의 산업연관분석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 파악

및 파급효과 분석. 로봇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는 상위요소인 제조업과 일반기계산업 대비

높음.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수입 의존 탓에 경쟁력 제고 한계.

국회입법

조사처

(2015)

국내외 로봇 산업의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수행. 대표적인 결과로 로봇산업과

전방산업 간의 연계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대표적 이유로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수요 현장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인한 괴리.

산업통상

자원부외

(2018)

산업용 로봇의 도입이 제조업의 가치사슬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선진국 제조업의 개도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을 둔화시키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로봇

도입 활발한 지역 위주로 고용 및 투자 확대.

차별성이다.

<표 1> 로봇산업 관련 주요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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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봇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입지 분포

1. 수도권/비수도권 산업 특성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로봇산업 생태계

의 입지 분포 현황 및 특성을 확인하기에 앞서, 로봇산업의 입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적 특성 차이를 확인하

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산업 구조, 산업

발전 경로, 기반 지식 및 인력 등의 산업적인 특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 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대분류 기준으로 산업 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차이에도 주목하였다. 지식기반산업

은 최근의 전 산업에 걸친 빠른 지식정보화에 따라 기존의 산업 영역 중

특별히 지식을 생산 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고부가가치의 업종들을

말한다. 지식을 창출, 활용하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산업의 생산

활동에서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산

활동에 R&D, 정보통신기술(ICT), 고급인력의 투입과 활용이 더욱 높은

산업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최근의 지식기반산업은 특히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업종들이라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세부 업종은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크게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

비스업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지식기반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4)’에서 성장유망산업의 한 유형인 ‘신산업’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정의한 서연미 외(2012)의 정의를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업

종 코드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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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비수도권의 산업 구조

<표 2> 수도권/비수도권 산업구조(2017년)

2017

수도권 비수도권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519
(0.03)

5,291
(0.05)

3,361
(0.16)

35,351
(0.34)

건설업
56,941
(3.00)

700,948
(6.31)

81,537
(3.84)

737,692
(7.01)

제조업
216,691
(11.42)

1,828,765
(16.46)

216,993
(10.23)

2,275,221
(21.63)

-일반제조업
88,767
(4.68)

618,742
(5.57)

75,826
(3.57)

757,931
(7.21)

-지식기반제조업
127,924
(6.74)

1,210,023
(10.89)

141,167
(6.65)

1,517,290
(14.42)

서비스업
1,620,052
(85.36)

8,512,627
(76.63)

1,811,414
(85.36)

7,349,583
(69.87)

-일반서비스업
1,420,323
(74.84)

6,041,898
(54.39)

1,638,337
(77.21)

5,819,780
(55.33)

-지식기반서비스업
199,729
(10.52)

2,470,729
(22.24)

173,077
(8.16)

1,529,803
(14.54)

(정보통신업)
30,257
(1.61)

441,718
(3.98)

11,564
(0.54)

105,605
(1.00)

(전문과학기술업)
61,987
(3.27)

705,455
(6.35)

42,264
(1.99)

303,292
(2.88)

(기타지식기반서비스업)
107,215
(5.65)

1,323,556
(11.92)

119,249
(5.62)

1,120,906
(10.66)

전산업
1,897,843
(100.00)

11,108,047
(100.00)

2,122,029
(100.00)

10,518,857
(100.00)

*비중은 전산업 대비 비중(%)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구조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수

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전 산업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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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이다. 특히 수도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종사자 기준

76.63%로 전 산업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69.87%에 비해 더욱 높다. 특히 일반서비스업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22.24%로 비수도권 대비 약 2배가량 높다. 수도권은 국가적인 지

식기반화, 전 산업의 서비스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도하는 지역으

로서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이 집적해 있는 지역이다. 즉, 수도권은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종사자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21.63%로 수도권

에 비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제조업 중에도 특히 지식기반제조업의 비

중이 14.42%로 수도권의 10.89%보다 높다.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상 고차

기술과 고급인력의 활용도가 높음에도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에는 수도

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높다는 것은 큰 시사점을 갖는다. 비수도권은 과거

부터 국가의 생산 기지이자 7~8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 발

전을 주도한 지역으로서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

고 있다. 최근의 지식정보 기술의 융합으로 전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제조업 영역의 지식기반제조업은 비수도권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명확

한 산업 구조의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 상대적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영역에서 지식정보

화를 통한 선도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지식기반제조업이 각자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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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도권/비수도권 산업구조 변화(2006-2017년)

2006-2017

수도권 비수도권

사업체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사업체
성장률

종사자
성장률

농업, 임업 및 어업 172% 40% 72% 33%

건설업 33% 71% 58% 73%

제조업 28% 23% 30% 30%

-일반제조업 23% 13% 16% 24%

-지식기반제조업 33% 29% 40% 34%

서비스업 25% 45% 21% 38%

-일반서비스업 22% 40% 20% 37%

-지식기반서비스업 54% 60% 31% 39%

(정보통신업) 101% 56% 48% 15%

(전문과학기술업) 70% 77% 63% 78%

(기타지식기반서비스업) 37% 53% 22% 34%

전산업 26% 42% 23% 38%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6, 2017)

다음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006년 대비 2017년의 산업 구조 변화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사업체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이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나타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전체 산업 구조에서 절대적

으로 큰 값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성장률은 수도권과 비

수도권에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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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현재 지식기반제조업의 산업 구조 내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과

거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로 성장하여 현재 달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의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종사자 기준 45%이며,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률은 60%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역시 39%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교하

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수도권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도 특히

정보통신업 분야는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종사자 기준 4배에 가까운

성장 폭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제조업의 성장률이 종사자 기준 30%로 수도권의

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식기반제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기

준으로 각각 40%, 34%로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였다. 이때 비수도권에서 제조업 전체의 성장률보다 지식기반제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지식정보 기술의 발달과 생산 공정으로 적

극적으로 도입하는 지식기반제조업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더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개발 활동의 수도권 집중

연구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지식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의 정보통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이다.

로봇산업에서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이

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규모의 연구개발

(R&D) 투자와 고급인력의 투입 등이 필수적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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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도권/비수도권의 연구개발비(2007,2017년. 단위: 백만 원)

수도권 비수도권

2007 2017 증가율 2007 2017 증가율

공공연구
기관

1,556,072 2,148,512 38.1% 2,546,294 7,394,705 190.4%

대학 1,832,676 3,636,338 98.4% 1,501,443 3,046,185 102.9%

기업체 16,736,056 48,395,472 189.2% 7,128,837 14,167,975 98.7%

계 20,124,803 54,180,323 169.2% 11,176,574 24,608,864 120.2%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2007, 2017)

먼저 연구개발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17년 기

준 수도권에서 투입된 총 연구개발비는 약 54조원이다. 이 중 기업체로

부터 투자된 연구개발비가 약 48조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한다. `07년 대비 189.2% 증가한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를 중심으로 수도

권에서 투입된 총 연구개발비 역시 169.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총 연구개발비는 수도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약 24조

원에 그쳤다. `07년과 비교했을 때는 수도권보다 낮은 120.2%의 증가율

을 달성했다. 주목할 점은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비 투자가 `07

년 대비 190.4%로 매우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지방 이전 등의 효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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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권역별 연구개발비 분포(2017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2017)

<그림1>의 세부 권역별로 연구개발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68.8%의

압도적인 비중이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리적으

로 인접해 있으며 행정수도인 세종, 대덕 연구개발 특구 등이 위치한 대

전 등이 포함된 충청권이 1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림2>의 권역별 연구개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분포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수도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원이 전체의

64.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도 연구개발비 분포와 같이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등의 순서이

다.

현재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압도적인 비중

으로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 내에서 지식기반서비

스업은 산업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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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권역별 연구원 분포(2017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2017)

3) 지식기반산업의 지역 분포 및 성장 추이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분포 및 성장 양상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전

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7년과 2017년의 전국 시도별 전 산업 대

비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구성 비율과 비율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시도별 종사자 비중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의 서

울과 경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부분의 지

역에서 비중이 낮지만 대전시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전

반적으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들이 인근의 지역들보다는 더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을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이 집중되고 고급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

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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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 변화를 보면 수도권

의 서울, 경기도, 인천은 모두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

였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높은 폭으로 종사자가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에서는 대전만이 서울, 경기도와 유사한 폭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

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전과 강원도, 대구 등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반적으로 큰 폭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1.6% 이하

의 폭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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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지역별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중(2017년)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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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지역별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변화

(`07-`17년)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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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제조업의 시도별 종사자 비중의 분포를 보면 전국에서 서울

과 제주도가 가장 낮은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을 보인다. 서울의 지식기반

제조업 비중은 3.0% 이하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지역인 경

상남도의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최근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

역적 특성으로 다수의 제조업 공장들이 입지하며 새로운 제조업 기반 벨

트를 구축하고 있는 충청도의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울산 등도 지식기반제조업 비

중이 사아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비중의 변화를 보면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경기도와 경상도 등은 최근 10년 사이 비중

이 감소하였다. 반면, 충청도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전라북도 또한 최근

비중이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최근

10년 사이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비수

도권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지역이었던 경상권의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 등에서

높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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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지역별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비중(2017년)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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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지역별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비중 변화

(`07-`17년)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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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수도권 지식기반서비스업 성장 추이(2007-2017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비고

현황

사업체
수(개)

135,
307

141,
010

158,
806

174,
153

194,
441

199,
729

`07년 대비
64,422개사증가

종사자
수(명)

1,668
,125

1,828
,962

2,003
,677

2,172
,222

2,406
,763

2,470
,729

`07년 대비
802,604명증가

집적도

전국대비 비중(%)*

-사업체
49.8
%

50.0
%

51.4
%

52.3
%

54.0
%

53.6
%

`07년 대비
3.8%p 증가

-종사자
59.1
%

60.0
%

60.4
%

60.8
%

61.6
%

61.8
%

`07년 대비
2.7%p 증가

권역 내 비중(%)**

-사업체
10.3
%

10.6
%

11.2
%

11.7
%

12.5
%

12.3
%

`07년 대비
2.0%p 증가

-종사자
27.2
%

27.7
%

28.5
%

28.9
%

29.1
%

29.0
%

`07년 대비
1.8%p 증가

특화도
(LQ)

사업체 1.06 1.07 1.09 1.11 1.14 1.13
`07년 대비
LQ 0.7 증가

종사자 1.16 1.18 1.18 1.20 1.20 1.20
`07년 대비
LQ 0.4 증가

성장도

사업체 -
4.2
%

12.6
%

9.7
%

11.6
%

2.7
%

최근 10년간
연평균 4.0%
증가

종사자 -
9.6
%

9.6
%

8.4
%

10.8
%

2.7
%

최근 10년간
연평균 4.0%
증가

*전국 대비 비중은 전국 지식기반서비스업 대비 수도권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

**권역 내 비중은 수도권 서비스업 대비 수도권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7-2017)

다음으로는 수도권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 추이를 더욱 세부적으

로 분석하였다. 먼저 수도권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7년 기준 사업체수

199,729개사, 종사자수 2,470,729명으로 `07년과 비교해서 사업체 64,422

개사, 종사자 802,604명이 증가하였다. 성장도를 보면 최근 10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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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0%로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집적도를 보면 `17년에

전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종사자 기준 61.8%가 수도권에 집적해 있

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 수도권에 집적하고 있지만 비중은 현재까지

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내의 서비스업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년에 29.0%로 `12년 대비 1.8%p 증가한 수치이다.

입지계수인 LQ를 활용해 특화도를 살펴보면 종사자 기준 1.20 LQ 값으

로 수도권이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비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성장추이(2007-2017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비고

현황

사업체
수(개)

102,
074

102,
793

110,
091

122,
085

138,
598

141,
167

`07년 대비
39,093개사
증가

종사자
수(명)

1,169
,428

1,209
,029

1,356
,832

1,459
,961

1,543
,905

1,517
,290

`07년 대비
347,862명 증가

집적도

전국대비 비중(%)*

-사업체
51.3
%

52.4
%

51.8
%

52.3
%

52.4
%

52.5
%

`07년 대비
1.2%p 증가

-종사자
55.6
%

56.7
%

56.1
%

57.3
%

56.7
%

55.6
%

`07년 대비
0.03%p 증가

권역 내 비중(%)**

-사업체
60.9
%

61.7
%

62.6
%

63.6
%

64.6
%

65.1
%

`07년 대비
4.2%p 증가

-종사자
65.4
%

66.3
%

67.1
%

67.1
%

67.1
%

66.7
%

`07년 대비
1.3%p 증가

특화도
(LQ)

사업체 0.97 0.99 0.98 0.99 0.99 0.99
`07년 대비 LQ
0.02 증가

종사자 1.13 1.15 1.15 1.16 1.17 1.14
`07년 대비 LQ
0.01 증가

성장도

사업체 -
0.7
%

7.1
%

10.9
%

13.5
%

1.9
%

최근 10년간
연평균 3.3%

증가

종사자 -
3.4
%

12.2
%

7.6
%

5.7
%

-1.7
%

최근 10년간
연평균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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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비 비중은 전국 지식기반제조업 대비 비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비중

**권역 내 비중은 비수도권 제조업 대비 비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비중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7-2017)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지식기반제조업이 지속적으로 더

높은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지식기반제조업

은 `17년 기준 사업체수 141,167개사와 종사자수 1,517,290명으로 `07년과

비교해서는 사업체 39,093개사와 종사자 347,862명이 증가하였다. 성장도

로 보면 최근 10년간 종사자 기준으로 연평균 2.6% 성장한 수치이다. 집

적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걸친 지식기반제조업이 비수도권 내에 집적

한 비중은 `17년 종사자 기준 55.6%로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수치이다.

또한 비수도권 내 제조업 중 지식기반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6.7%에 달한다. 이는 `07년과 비교했을 때 1.3%p 가량 증가한 수치이

다. 마지막으로 특화도 분석 결과 `17년 종사자 기준으로 1.14의 LQ값을

가졌다. LQ값 1 이상으로 비수도권은 지식기반제조업의 특화 지역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기준으로는 0.99 LQ값으로 1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

데, 사업체 대비 종사자의 규모가 커 비수도권에서 고용의 효과가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지식기반제조업이 특

화된 지역으로서, 두 산업은 각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자의 산업 구조에서 지식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

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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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봇산업 분류

국내 로봇산업의 입지 분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로봇

산업의 분야를 분류해 자료를 구축하였다. 로봇 산업은 최근 대두되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국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에

서는 완벽히 정합하는 코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로봇 관련 코드로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292880)’만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로봇의 핵심 부

품 및 관련 SW와 서비스 등의 산업 부문은 전혀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를 구축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

로 하여 로봇산업을 재분류(<표 7> 참조)하였다. 로봇산업의 재분류에

따라 이를 KSIC 코드 및 산업연관표 상의 상품 분류와 연계해 분석을

진행한다(박승빈, 2017; 산업연구원, 2016).

최근 대두되는 신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어

기술적 개념과 제품이 명확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해 구성요소 도출에 본

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서도 아직까

지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국가 경제에 점차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

산업 군에 대해 정합하는 코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연구원(2016)은 로봇을 포함한 미래 신산업 다수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

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신산업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각 신산업들의 핵심적인 특징과 기존의 관련 산업과 차별성을 갖는 요소

를 적극적으로 구성요소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별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 코드를 연계시켰다.

본 연구에서도 산업연구원(2016)의 로봇산업 재분류를 반영하였다.

재분류의 과정에서 구성요소보다 세세분류의 단위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되는 한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로봇산업의 구성요소 중 하

나인 ‘네트워크인프라’와 연계하는 KSIC상의 업종 코드는 ‘이동전화기제

조업’이다. 로봇과 주변 센서 간의 통신, 로봇 내부 모듈 간의 통신,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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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심 서버와의 통신, 협업하는 다수의 로봇 간의 통신 등 네트워크인

프라는 로봇에 요구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에서의 작업이나

원격으로 환자를 수술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등의 용도로 로봇을 활용하

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 네트워크 기반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로봇의 핵심 구성요소를 국내 KSIC 업

종 코드로 연결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이동전화기제조업’은

이동전화기를 포함해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무선 통신 단말기 등의 제조

활동을 포함하는 다소 넓은 범위의 업종 코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직접적으로 로봇산업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

는 다수의 기업들이 로봇산업 분류의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로봇산업의 구성요소와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도를 갖는

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신산업에 관련되지 않지만 잠정적으로는 로

봇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향후 로봇산업군에 포함될 잠재력이 높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을 포함하여도 로봇산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직까지 로봇 산업의 범위가 모호해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재분류와 분석 자료 구축의 시도는 현재 가용할 수 있

는 가장 구체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다.

<표 7>와 같이 재분류한 로봇산업과 연계하여 분석을 실행할 자료를

선정하였다. 로봇 산업의 입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통

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년도인 2017년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세세분류의 코드를 기준으로 업

종을 제공하며, 공간적 단위는 시군구의 자료이다. 따라서 ‘전국사업체조

사’의 자료 중 앞서 분류한 로봇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들을 추출하

여 로봇산업 기초 자료로 구축하였다. 또한 로봇산업 자료는 또다시 로

봇산업의 구성요소별로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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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로봇산업 재분류

로봇산업 구성요소 세세분류(KSIC)

1) 감지 및 인지 센서

(공간감각, 복합감각 등)

전자집적회로제조업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2) 인간-로봇상호작용

(사용자/명령 인식, 상호작용 등)

컴퓨터제조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제품디자인업

3) 제어

(보행제어, 자기위치 추정 등)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4) 로봇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지식표현, 운영체제, 의사결정 등)

기타주변기기제조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

스업

5) 작업/기구 (물체조작, 이동기구

등)
산업용로봇제조업

6) 네트워크인프라 (통신네트워크,

원격제어 등)
이동전화기제조업

출처: 산업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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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봇산업 입지 분포

1) 로봇산업 국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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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로봇산업 전국 분포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종사자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속 이용.

먼저, 국내 로봇산업의 입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구성요소별, 권

역별로 종사자 기준 전국의 로봇산업 분포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로봇 산업은 수도권의 집중도(75.6%)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대경권(9.1%), 동남권(7.1%), 충청권

(5.3%) 등의 순서이다. 특히 로봇의 지식 표현, 운영 체제, 의사 결정 등

의 기능을 포함하는 구성요소인 ‘인공지능및소프트웨어’ 분야는 압도적으

로 수도권(88.1%)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로봇산업 생태계에서 수도권

은 로봇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인 인공 지능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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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로봇산업 비수도권 분포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종사자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속 이용.

하지만 ‘인공지능및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하면 수도권 집중도

(50.7%)는 비교적 낮아진다(<그림 8> 참조). 나머지 절반가량의 로봇 산

업 생태계는 비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수도권에 입지하

는 로봇 산업 구성요소들은 전반적으로 부품, 완성품 등 하드웨어를 실

제 생산하는 제조 업종 중심의 분야이다. 비수도권에서도 권역별로 비수

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요소들이 존재 하는

데, 대경권은 네트워크인프라(84.0%) 및 센서(21.5%), 동남권은 상호작용

(50.3%), 충청권은 인공지능및소프트웨어(32.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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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로봇산업 입지 분포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종사자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속 이용.



- 43 -

<그림 10> ‘하드웨어’ 로봇산업 입지 분포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종사자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속 이용.

입지 현황 지도를 통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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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9> 참조).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히 서울특별시

인근으로 밀집하고 있는데, 강남구ㆍ금천구ㆍ송파구와 판교 테크노밸리

가 위치한 성남 분당구 등이다. 반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외의 센

서ㆍ상호작용ㆍ제어ㆍ작업기구ㆍ네트워크인프라 등 ‘하드웨어’ 중심 분야

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역시 밀집하고 있다. 수도권은 평택시, 화

성시 등의 경기 남부 지역에 가장 밀집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특

히 구미시, 김천시 등의 대경권 등에서 밀집하고 있다.

2) 로봇산업 특화 지역

로봇산업 종사자를 기준의 입지 분포 현황과 함께 입지계수(LQ)를 이

용한 국내 로봇산업 특화 지역을 분석하였다. 국토 전역에서 시군구 단

위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와 이를 제외한 하드웨어 중

심 분야를 비교한 결과 앞서 확인한 입지 분포 현황과 일맥상통하는 결

과가 나타났다.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압도적으로 서울

내 지역들이 높은 특화 값을 가졌으며, 하드웨어 분야는 수도권 지역보

다는 비수도권의 지역들에서 더 확연히 높은 특화 값을 가졌다.

구체적인 시군구 지역들로 보면 국내의 로봇산업 인공지능 및 소프트

웨어 분야의 상위 특화 지역은 서울특별시의 금천구ㆍ구로구ㆍ송파구ㆍ

마포구ㆍ강남구ㆍ영등포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강성구 등과 경기도 성남의

분당구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지역이 모두 수도권의 지역들이며,

특히 이 중 9곳이 서울특별시 내 구들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및 소프트

웨어 분야의 산업 생태계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 서울특별시를 중심

으로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하드웨어 분야의 상위 특화 지역

은 대경권의 경북 구미시ㆍ경북 김천시, 충청권의 충남 태안군ㆍ충북 진

천군ㆍ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남권의 경남 거제시, 울산광역시 동구 등

비수도권에 다수의 상위 특화지역들이 분포해 있었다. 상위 10개 특화지

역 중 수도권 지역은 2곳이었고, 나머지 8곳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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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로봇산업 특화 지역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종사자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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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드웨어’ 로봇산업 특화 지역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종사자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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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로봇산업 상위 특화 지역

로봇산업

상위

특화지역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역(시군구) LQ값 지역(시군구) LQ값

1 서울 금천구 9.13 경북 구미시 16.96

2 서울 구로구 7.70 경기 평택시 6.93

3 성남 분당구 7.11 경북 김천시 4.23

4 서울 송파구 5.11 충남 태안군 4.18

5 서울 마포구 4.16 서울 금천구 4.05

6 서울 강남구 3.75 경남 거제시 3.72

7 서울 영등포구 3.50 울산 동구 3.51

8 서울 서초구 3.37 충북 진천군 3.18

9 서울 성동구 3.04 성남 중원구 2.90

10 서울 강서구 2.84 천안 서북구 2.86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7) 종사자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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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의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명확한 산업 구조의 차

이를 확인하였다. 수도권은 전체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종사자 기준으로 약 7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

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체 산업 대비 비중은 약 22.2%로 비수도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

으로 분류되는 고차 서비스 산업들이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활동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서 수도권의 핵심적인 산업 우위는 서비스

업을 기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비수도권은 전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6%로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제조업 분야인 지식기반제조업 역시 수도권 보다 산업 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제조업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과거

한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조선, 자동차 등의 제조업 부문에서 시장

의 성장이 다소 정체되는 상황으로 인해 비수도권 내 다수의 제조업 기

반 지역들이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은 비수도권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지식기반제조업은 여전히 비수도권의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이 기존에 보유

하고 있는 산업 기반과 지식, 인력의 특성 역시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이

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수도권에서의 산업 혁신 역시 제조업에서의 산업

우위를 기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로봇산업은 지역별 기존의 산업

적 특성과 대응하는 형태로 차별화되어 생태계가 형성되는 특성을 갖는

다(Leigh et al, 2018; 산업연구원, 2017). 국내의 로봇산업의 세부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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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분포와 입지계수를 이용한 특화지역을 도출한 결과 선행연구에

서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고도의

지식이 집중적으로 집약되어 활용되며 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로봇의

핵심적인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로

봇산업은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기존 지식

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기반과 대응하는 결과이다.

비수도권에서의 로봇 산업 생태계는 이와 상반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인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제어 등과 로봇 완제품

을 생산하는 제조업 분야의 로봇 산업은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밀집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지식기반제조업 기반의 비수도권의

산업적 특성과 대응하는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장에서의 결과를 통해 국내 로봇 산업은 지역별 기반 산업 구조와

대응하는 형태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지역의 산업 혁신 전략으로서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스마트 전문화의 관

점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로봇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을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적 특성을 이해

하며 이와 연계해 로봇산업을 공간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이어 5장의 분석에서는 지역별로 차별되는 로봇 산업 생태계에

따라 실제 지역의 연관 산업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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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로봇산업의 지역별 파급효과

1. 산업연관분석 설계 및 방법

1) 산업연관분석 설계

로봇산업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산업연

관분석을 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

는 ‘지역산업연관표’의 가장 최신 버전인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

한다. 공간 대상을 전국 단위로 하는 ‘전국산업연관표’에 비해 ‘지역산업

연관표’는 로봇 산업에 의한 파급효과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로봇산업을 공간적인 맥락에서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산업연관표는 기초가격 기준

으로 작성된 기초가격평가표이다. 생산자의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자가격평가표는 수요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경우가

있어 파급효과 측정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생산파급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초가격평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합

리적이다. 기초가격평가표는 국내 산업연관분석의 주지표로 사용되고 있

다(한국은행, 2014).

또한 지역산업연관표상의 각 산업의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통합소

분류이다. 작성되는 산업연관표 중 가장 작은 단위의 구체적인 분류로

총 161개 부문으로 상품이 분류된다. KSIC 업종코드로 구축한 로봇산업

자료가 세세분류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이와 가장 정합하여 연계

할 수 있도록 가장 세밀한 단위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통합소분류 기준

에서 로봇산업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따로 묶어 로봇산업으로 정의한 후

나머지 상품들은 통합대분류 기준의 30개 분류로 다시 합쳤다. 이에 따

라 통합대분류 기준 30개에 로봇산업 1개를 추가해 총 31개의 산업 부문

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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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6개의 광역시도로 구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기타권(제주,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차별화된 로봇 산업의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과 나머지 권역을 합친 비수도권 간의 비교에 주

목하고자 한다.

2) 산업연관분석 방법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관련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다. 하

나의 산업에서의 생산물이 기타 산업의 생산을 위해 중간재로 투입되는

양을 기반으로 해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한 산업연관표를 통해 로봇산

업이 후방의 어떤 산업들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고, 전방의 어떤 산업들

로 직접 투입돼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산업 구조를 도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들에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얼마

만큼의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로봇 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신산업 등 산업 전반의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기

반으로 하는데, 이것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과정의 거래

들을 특정 형식에 따라 행렬의 형태로 정리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특

정 산업의 생산을 위한 노동, 자본 등의 부가가치 요소와 함께 재료로서

투입되는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중간재에 대한 정보도 포괄하기 때문에

산업 간 연관 관계와 특정 산업의 수요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활발히 활용되어지고 있다(한국은행, 2015). 이 중

지역별로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지역 간 상호 거래의 흐름을 반영해 작

성하는 것이 지역산업연관표이다(김홍배, 2016).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지

역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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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및 타 지역 투입액, 수입, 그리고 부가가치로 구분된 투입구

조와 지역 내 및 타 지역 중간수요, 최종수요로 구분된 배분구조를 갖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표 9>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한국은행, 2014).

<표 9> 지역 간 산업연관표 예시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

액
지역1 지역2 지역1 지역2

중간

투입

지역1 Z₁₁ Z₁₂ Yd₁₁ Yd₁₂ X₁

지역2 Z₂₁ Z₂₂ Yd₂₁ Yd₂₂ X₂

수입 M₁ M₂ Ym₁ Ym₂

부가가치 V₁ V₂

총투입액 X₁ X₂

출처: 한국은행(2014). 연구자 재구성.

위와 같은 산업연관표에서 특정 산업의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각 산업 부분의 중간투입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투입계수

(Aij)라고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Adij = Zij / Xi (1)

산업연관분석은 투입계수를 기초로 해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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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때 투입계수는 특정산업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타 산

업의에 파급되는 직접효과를 나타낸다면, 산업 간의 연쇄파급으로 인한

직간접효과 전체가 반영된 개념이 생산유발계수이다. 생산유발계수는 아

래와 같은 과정에 의해 도출된다.

Ad11X₁ + Ad12X2 + Y
d
11 + Y

d
12 = X₁ (2)

Ad21X₁ + Ad22X2 + Y
d
21 + Y

d
22 = X2 (3)

이 식에서 행렬을 이용해 최종수요와 생산과의 관계를 다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dX + Yd = X (4)

X = (I-Ad)-1 Yd (5)

식 (5)에서의 (I-Ad)-1를 생산유발계수라고 한다. 생산유발계수는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며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해

다른 다양한 파급효과 승수(부가가치, 수입, 고용 등)를 도출하는 기초가

된다(한국은행, 2014; 한국은행, 2015; 김홍배, 201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통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전후방과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감응도, 영향력 계수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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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봇산업 산업 구조

1) 공급 및 수요 구조

<표 10> 로봇산업 공급 및 수요 구조

총공급

(A+B)
총공

급=총

수요

총수요

(C+D)
대외

거래

(B+D)

총산

출

(A)

수입

(B)

국내수요(C)

계
중간

수요

최종

수요

수출

(D)

전 산업
3703.2

(83.6)

726.0

(16.4)

4429.2

(100.0)

3654.2

(82.5)

2296.2

(51.8)

1358.3

(30.7)

774.7

(17.5)

1500.7

(33.9)

로

봇

산

업

계
169.9

(74.1)

59.3

(25.9)

229.2

(100.0)

106.1

(46.3)

67.3

(29.4)

38.8

(16.9)

123.1

(53.7)

182.4

(79.6)

수도

권

103.9

(74.1)

36.3

(25.9)

140.2

(100.0)

69.5

(49.6)

40.5

(28.9)

29.0

(20.7)

70.7

(50.4)

107.0

(76.3)

비수

도권

66.0

(74.1)

23.0

(25.9)

89.0

(100.0)

36.6

(41.1)

26.8

(30.1)

9.8

(16.9)

52.4

(53.7)

75.4

(79.6)

단위: 조 원. 주: ()는 총공급(=총수요) 대비 비중.

2013년 기준 국내 로봇산업의 재화 및 서비스 총 공급액은 229.2조 원

에 달한다. 이 중 74.1%는 국내에서 생산되었고 나머지 25.9%는 수입되

었다(<표 10> 참조). 총수요액 중 국내수요의 비중은 전 산업(82.5%) 대

비 로봇산업(46.3%)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출의 비중

(53.7%)은 상대적으로 높다. 로봇산업의 총 공급 대비 대외거래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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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9.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이 수입의 2배 이상을 기록하

고 있어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로봇산업의 수입 비중은 거의 같으며, 수출의 비중은 비

수도권(53.7%)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급된 로봇 산업의 재화 및 서비스는 국내 다른 산업들의 생산

을 위한 중간수요로 29.4% 사용되고 소비, 투자 등 국내 최종수요로

16.9% 사용된다. 이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간수요의 비중(30.1%)이

수도권(28.9%)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 된 로봇 제품

이 다른 산업들에 중간재로 더 많이 투입 되고 있는 것이다.

2)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

<표 11> 로봇산업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

중간투입 부가가치 합계

전 산업
2296.2

(63.8)

1303.2

(36.2)

3599.4

(100.0)

로봇

산업

계
143.4

(60.5)

93.7

(39.5)

237.1

(100.0)

수도권
82.3

(58.7)

57.9

(41.3)

140.2

(100.0)

비수도권
61.1

(63.0)

35.8

(37.0)

96.9

(100.0)

단위: 조 원. 주: ()는 합계 대비 비중.

<표 11>은 산업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총 투입액 중 재료가 되는

다른 산업들에 의한 중간투입과 자본, 노동력 등의 부가가치 투입의 구

조를 나타내는 표이다. 로봇산업은 전 산업(36.2%) 대비 중간투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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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수도권

(로봇)

충청권

(로봇)

호남권

(로봇)

대경권

(로봇)

동남권

(로봇)

기타권

(로봇)

1
수도

권
로봇

수도

권
로봇

수도

권
로봇

대경

권
로봇

동남

권
로봇

수도

권
로봇

2
수도

권

전기및전

자기기

충청

권

전기및전

자기기

호남

권
로봇

수도

권

전기및전

자기기

수도

권
로봇

수도

권

도소매서

비스

3
수도

권

도소매서

비스

충청

권
로봇

수도

권

도소매서

비스

충청

권

전기및전

자기기

충청

권

전기및전자

기기

수도

권
금속제품

4
수도

권

사업지원

서비스

수도

권

도소매서

비스

충청

권

전기및전

자기기

수도

권
로봇

동남

권
금속제품

충청

권

전기및전

자기기

5
수도

권

운송서비

스

수도

권

전기및전

자기기

호남

권
화학제품

수도

권

도소매서

비스

수도

권

도소매서비

스

기타

권
로봇

자기

권역

공급

비율

70.7% 37.7% 39.0% 37.6% 49.0% 25.0%

부가가치의 비중(39.5%)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수도권의 로

봇산업은 비수도권에 비해 부가가치 비중(41.3%)이 더욱 높게 나타나 로

봇산업 중 고부가가치 부문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도권에서는 특히 대경권의 경우 중간투입의 비중이 75.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후방산업들로부터 생산을 위한 중

간재를 공급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중간재 투입 및 자기 권역 공급 비율

<표 12> 권역별 로봇산업 중간재 투입 구조

권역별 로봇 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의 상위 5개 제품

을 나열한 것이다. 수도권 로봇산업의 경우에는 자기 권역인 수도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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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이 전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권역들의 경

우 자기 권역 외에도 수도권의 산업 및 다른 비수도권 산업들의 공급도

상위에 위치해 있다. 특히 수도권의 ‘로봇’, ‘도소매서비스’와 충청권의

‘전기및전자기기’ 등은 전체 권역에 걸쳐 큰 비중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권역별로 자기 권역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되는 비율을 살펴보

면 수도권은 70.7%로 비수도권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은 로

봇 생산을 위해 주로 자기 권역 내에서의 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에 비해 ‘도소매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운송서

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등 서비스 업종들에 의해 많은 중간재를

투입받고 있다.



- 58 -

3. 로봇산업 산업연관분석

1) 생산유발승수

<표 13> 권역별 로봇산업 생산유발승수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로봇
산업

1.61 1.76 1.65 1.66 1.90 1.85 1.75

제조업
평균

2.13 2.16 2.16 2.15 2.15 2.09 2.27

전산업
평균

1.91 1.91 1.91 1.92 1.92 1.87 1.95

특정 산업 제품의 한 단위 생산이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승수이다. 권역별 로봇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은 전체 권역 중 가장 낮은 1.61 값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평균은 1.76으로 수도권보다 높으며 권역별로는 대경권이

1.90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동남권, 기타권 등의 순서이다. 로봇 산업

중 특히 제조업 중심 부문 산업이 밀집하는 분포를 보인 대경권, 동남권

등에서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로봇 산

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 되어 있고 고부가가치의 핵심 분야 생산이 주로

이뤄지는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전체 권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권역별 로봇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각 권역의 제조업 평균 및 전산

업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로봇 산업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들과 활발히 거래를

맺으며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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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가가치유발승수

<표 14> 권역별 로봇산업 부가가치유발승수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로봇
산업

0.62 0.64 0.58 0.65 0.53 0.69 0.73

제조업
평균

0.57 0.58 0.57 0.56 0.60 0.55 0.64

전산업
평균 0.67 0.70 0.69 0.69 0.71 0.68 0.73

특정 산업 제품의 한 단위 생산이 다른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유발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승수이다. 수도권의 부가가치유발승

수는 0.62로 비수도권(0.64)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권역

별로는 기타권(0.7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남권(0.69), 호남

권(0.65) 등이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제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

권역에서 제조업 평균보다 로봇 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가가치 보

다 중간재의 투입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로봇산업은

로봇 제품 생산에도 부가가치 투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른 산

업들에서의 부가가치 투입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 권역에서 로봇 산업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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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응도계수(전방연계효과)

<표 15> 권역별 로봇산업 감응도계수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로봇
산업 2.16 0.78 0.81 0.66 0.95 0.86 0.61

제조업
평균

1.43 1.08 1.26 1.21 1.06 1.29 0.60

전산업
평균

1.52 0.90 0.96 0.95 0.87 1.04 0.66

감응도계수는 특정 산업의 한 단위 생산 증가가 특정 산업 상품을 중

간재로 사용하는 전방 산업에서의 생산을 창출하는 전방연계효과 값을

나타낸다. 즉, 얼마나 전방의 산업들과 밀접히 연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는 것이다. 권역별 로봇산업 중 특히 수도권의 감응도계수 값은 2.1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감응도계수는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

전반에서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에 크게 나타난다. 수도권 로봇산

업의 수요 구조에서 중간수요의 비중이 로봇산업 전체 및 전 산업 평균

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음에도 감응도계수가 높은 것은 큰 의미를 갖

는다(<표 15> 참고). 수도권 로봇산업의 성장이 전방 수요 산업의 고부

가가치화를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권역들의 감응도계수 값은 전반적으로 전 산

업 및 제조업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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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력계수(후방연계효과)

<표 16> 권역별 로봇산업 영향력계수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로봇
산업 0.84 0.92 0.86 0.87 0.99 0.96 0.92

제조업
평균 1.11 1.12 1.13 1.12 1.13 1.09 1.15

전산업
평균 1.00 1.00 1.00 1.00 1.00 0.98 1.10

영향력계수는 특정 산업의 한 단위 생산 증가가 특정 산업 상품 생산

에 중간재로 투입 되는 후방 산업에서의 생산을 창출하는 후방연계효과

값을 나타낸다. 영향력계수는 비수도권의 대경권(0.99), 동남권(0.96) 등

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대경권, 동남권 등은 제조업 분야

의 로봇 산업이 밀집한 비수도권 지역이다(<그림 5> 참조). 로봇을 생산

하기 위해 재료로 사용되는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비수도권에서 더욱 높

았던 것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11> 참조). 중간재의 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영향력계수 값이 전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전체 권역에서 로봇 산업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 산업의 평균과 비교해서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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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표 17>은 권역별로 로봇산업이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미치는 산업들

이 어떤 것들인지 비교 분석한 표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명확

한 차이가 나타난다. 수도권의 로봇산업에 의해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받

는 산업들은 대부분 같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의 ‘도소매서비스’, ‘금융및

보험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등의 서비스 산업들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로봇산업들은 일부 수도권의 서비스 산업들

과 함께 비수도권 내의 ‘전기및전자기기’,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등의

제조업 산업들에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미쳤다. 특히 대경권의 ‘1차금속제

품’과 충청권의 ‘전기및전자기기’ 산업은 전체 권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전국의 로봇산업과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는

산업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8>은 권역별 로봇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미치는 산업

들이다. 생산유발효과의 결과와 유사하게 수도권 로봇산업은 자기 권역

내의 서비스 산업들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다. 또한 비수도권 로봇

산업들 역시 수도권의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유발함과 동시에 자기

권역 내의 산업들에 일정부분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수도권의 주요 서비

스 산업들은 전권역의 로봇 산업에 의한 부가가치효과를 모두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로봇산업이 생산유발효과를 미치는 지역에도 수도권과 비수도

권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수도권의 로봇

산업의 경우 같은 수도권 권역 내에 전체 효과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

(85.2%)을 미쳤다. 즉, 수도권 로봇 산업에 의해 수도권 내의 산업들은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는 거의

미미한 생산유발효과를 미쳤다. 반면, 비수도권의 권역들은 자기 권역 내

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생산유발효과를 미쳤지만 자기 권역 외의 다른

지역들에도 비교적 높은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로봇산업은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약 15% 내외의 생산유발효과를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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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수도권은 전국 로봇산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를 2.77로 가장 높게 받았지만, 수도권 자체의 로봇산업에 의한 전국으로

의 생산유발효과는 1.61로 전체 권역 중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해, 수도권

로봇 산업에 의한 전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낮지만 전국 로봇산업

에 의한 파급효과의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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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권역별 로봇산업 생산유발효과 상위 산업

순위/

지역

수도권

(로봇)

충청권

(로봇)

호남권

(로봇)

대경권

(로봇)

동남권

(로봇)

기타권

(로봇)

1 수도권 로봇 충청권 로봇 호남권 로봇 대경권 로봇 동남권 로봇 기타권 로봇

2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로봇 수도권 로봇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3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로봇 수도권 로봇

4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호남권

화학제

품
수도권 로봇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대경권

1차금

속제품

5 수도권
운송서

비스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동남권

금속제

품
수도권

금속제

품

6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화학제

품
호남권

1차금속

제품
대경권

전기및

전자기

기

동남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1차금

속제품

7 수도권

정보통

신및방

송서비

스

수도권
화학제

품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대경권
화학제

품
동남권

화학제

품
호남권

화학제

품

8 수도권
화학제

품
충청권

1차금속

제품
대경권

1차금속

제품
대경권

도소매

서비스
대경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화학제

품

9 수도권

사업지

원서비

스

수도권
운송서

비스
수도권

운송서

비스
대경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10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호남권

화학제

품
대경권 로봇 수도권

운송서

비스
호남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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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권역별 로봇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상위 산업

순위/

지역

수도권

(로봇)

충청권

(로봇)

호남권

(로봇)

대경권

(로봇)

동남권

(로봇)

기타권

(로봇)

1 수도권 로봇 충청권 로봇 호남권 로봇 대경권 로봇 동남권 로봇 기타권 로봇

2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로봇 수도권 로봇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3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로봇 수도권 로봇

4 수도권

사업지

원서비

스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호남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로봇 동남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5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기타권

사업지

원서비

스

6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호남권
도소매

서비스
대경권

도소매

서비스
동남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금속제

품

7 수도권

정보통

신및방

송서비

스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대경권

전기및

전자기

기

동남권
금속제

품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8 수도권

전문과

학기술

서비스

수도권
화학제

품
호남권

사업지

원서비

스

동남권
도소매

서비스
동남권

부동산

및임대
기타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9 수도권
운송서

비스
수도권

운송서

비스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동남권

전기및

전자기

기

기타권
도소매

서비스

10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운송서

비스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화학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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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로봇산업 생산유발효과의 지역별 비교

수도권

(로봇)

충청권

(로봇)

호남권

(로봇)

대경권

(로봇)

동남권

(로봇)

기타권

(로봇)

전국로봇

산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수도권
1.37

(0.852)

0.28

(0.171)

0.23

(0.139)

0.34

(0.177)

0.25

(0.135)

0.30

(0.173)
2.77

충청권
0.07

(0.046)

1.19

(0.722)

0.09

(0.054)

0.15

(0.054)

0.11

(0.061)

0.11

(0.060)
1.73

호남권
0.04

(0.026)

0.05

(0.029)

1.20

(0.724)

0.06

(0.031)

0.06

(0.035)

0.07

(0.038)
1.48

대경권
0.06

(0.036)

0.06

(0.034)

0.06

(0.035)

1.25

(0.658)

0.09

(0.047)

0.07

(0.040)
1.58

동남권
0.06

(0.036)

0.07

(0.039)

0.07

(0.042)

0.10

(0.051)

1.32

(0.717)

0.09

(0.051)
1.70

기타권
0.01

(0.004)

0.01

(0.004)

0.01

(0.004)

0.01

(0.004)

0.01

(0.004)

1.12

(0.638)
1.15

권역별

로봇산업의

생산유발효과

1.61

(1.000)

1.65

(1.000)

1.66

(1.000)

1.90

(1.000)

1.85

(1.000)

1.75

(1.000)

주: ()는 세로 열 합계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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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봇산업 구성요소별 분석

앞선 Ⅳ-3의 분석에서는 로봇산업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모두 합해 하

나의 로봇산업으로서 타 산업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절에서는 로봇 산업을 6개의 구성요소(센서, 상호작용, 제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작업 기구, 네트워크 인프라)로 나누어 각 구성

요소별 타 산업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다. 앞선 분석에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부문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로봇산업과 나머지 하드웨어

부문이 집중되어 있는 비수도권의 로봇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반되

게 나타는 것을 볼 때, 각 구성요소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하게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6개 구성요소 각각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6개의 로봇산업 구성요

소와 기존 30개 대분류 기준 전체 산업까지 총 36개의 상품 부문으로 분

석을 수행하였다.

1) 생산유발승수

생산유발승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성요소별로 각각 도출하였다

(<표 20> 참조). 전반적으로 구성요소별로 비교하면 비수도권에서의 로

봇산업들이 수도권보다 더 높은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보였다. 심지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인공지능 및 소프

트웨어 구성요소까지도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

생태계에서 더 높게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는 경향으로서 SW 부문보다

는 나머지 센서, 제어, 작업기구 등 HW 부문의 생산유발승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구성요소들이 제조업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

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작업 기구만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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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 기구는 KSIC상의 산업코드로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에 해당한

다. 주로 제조업 현장에 도입되는 로봇 완성품을 제조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로봇의 부품 및 기술보다는 완성품을 제조하는 산업에서 높

은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로봇산업 구성요소별 생산유발승수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로봇
산업

센서 1.44 1.62 1.53 1.47 1.63 1.82 1.67

상호작용 1.55 1.54 1.48 1.49 1.78 1.51 1.45

제어 2.00 2.01 2.05 2.04 2.03 2.05 1.90

AI 및
SW

1.59 1.73 1.69 1.80 1.82 1.76 1.60

작업
기구

2.19 2.30 2.22 2.40 2.17 2.27 2.42

네트워크
인프라

1.81 1.66 1.82 1.70 1.94 1.84 1.00

제조업 평균 2.13 2.16 2.16 2.15 2.15 2.09 2.23

전 산업 평균 1.89 1.90 1.90 1.91 1.92 1.87 1.90

2) 전후방연계효과

먼저 전방 산업에서의 생산 창출하는 전방연계효과 값인 감응도계수

를 로봇산업 구성요소별로 도출하였다(<표 21> 참조). 우선 지역별로 비

교하면 수도권의 감응도계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전체 구성요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 분야

의 감응도 계수는 1 이상으로 높은 전방연계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수도권 로봇산업의 감응도계수가 매우 높았던 것이 특히

수도권에 밀집한 SW 부문 로봇산업에 의한 효과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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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참조). 현재 로봇의 SW 기술 및 부품 등은 로봇 산업을 활용

하는 전방 산업에서 생산을 창출하고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 로봇산업 구성요소별 감응도계수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로봇
산업

센서 0.87 0.62 0.70 0.60 0.62 0.67 0.53

상호작용 1.12 0.62 0.60 0.59 0.64 0.70 0.59

제어 0.83 0.58 0.63 0.54 0.61 0.59 0.55

AI 및
SW

1.34 0.60 0.58 0.57 0.66 0.62 0.56

작업
기구

0.62 0.55 0.56 0.55 0.56 0.57 0.53

네트워크
인프라

0.85 0.60 0.57 0.54 0.83 0.54 0.53

제조업 평균 1.58 1.17 1.38 1.30 1.15 1.40 0.61

전 산업 평균 0.97 0.89 0.97 0.93 0.88 1.03 0.65

다음으로 후방 산업에서의 생산을 창출하는 후방연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를 구성요소별로 도출하였다. 감응도계수와는 상반되게 전반

적으로 비수도권의 로봇산업 구성요소들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영향력계

수 값을 나타냈다. 특히 비수도권의 작업기구와 제어 등의 구성요소는 1

이상으로 높은 후방연계효과를 가졌다. 작업기구의 경우 비수도권의 모

든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영향력계수를 나타냈다. 비수도권의 로봇산업

은 전방 산업에서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적지만, 후방 산업과의 활발

한 거래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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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로봇산업 구성요소별 영향력계수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로봇
산업

센서 0.76 0.85 0.81 0.77 0.86 0.96 0.88

상호작용 0.82 0.81 0.78 0.79 0.94 0.79 0.76

제어 1.05 1.06 1.08 1.08 1.07 1.08 1.00

AI 및
SW

0.84 0.91 0.89 0.95 0.96 0.93 0.84

작업
기구

1.15 1.21 1.17 1.26 1.15 1.20 1.27

네트워크
인프라

0.95 0.87 0.96 0.90 1.02 0.97 0.53

제조업 평균 1.12 1.14 1.14 1.13 1.13 1.10 1.18

전 산업 평균 1.00 1.00 1.00 1.00 1.01 0.99 1.00

3)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표 23>과 <표 24>는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로봇산업 구성요소

별로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미치는 상위 산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비교 분

석한 표이다. 구성요소별로 보면, 먼저 센서 분야는 ‘전기및전자기기’, ‘화

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의 산업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쳤다.

상호작용 분야는 ‘전기및전자기기’와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

비스’, ‘정보 통신 및 방송 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산업들에 높은 파급

효과를 미쳤다. 상호작용 분야는 그 안에 컴퓨터 제조업, 엔지니어링 서

비스업, 제품 디자인업 등 일부 SW 관련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

산업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제어 분야는 ‘전기 및 전자기기’,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제조업 산업들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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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및 SW 분야는 압도적으로 서비스 산업들에만 주로 높은 파급효

과를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사업 지원 서비스’, ‘정보 통신 및 방송 서비

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등이다. 산업 특성상

생산을 위해 중간재가 비교적 많이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 노동 또는 자

본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비중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연관 되는 산업들

은 대개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ICT 및 연

구개발업 등이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입지한 산업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가졌다.

작업 기구 분야는 로봇 완성품을 제조하는 산업인 만큼 ‘금속 제품’,

‘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등 제조업 산업들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

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작업 기구 분야 모두 다수의 비수도권 내 산

업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는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운송 서비스’ 등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쳤다.

종합적으로 보면, 수도권 로봇산업의 경우 전체 구성요소들이 전반적

으로 수도권에 입지한 산업들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로봇산업은 비수도권을 포함해 수도권에도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도소매서비스’, ‘정보 통

신 및 방송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의 산업들이 전체 로봇산업

들로부터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받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의 ‘전기

및 전자기기’, 대경권의 ‘1차 금속제품’, 호남권의 ‘화학 제품’ 등이 특히

높은 파급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에서 수도권과 로봇산업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각 권역에 밀집한 로봇 산업의 구성

요소 분야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성요소별로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

에 로봇산업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분석

해 다양한 형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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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수도권 로봇산업 구성요소별 파급효과 상위 산업

순위/

지역
센서 상호작용 제어 AI 및 SW 작업 기구

네트워크

인프라

1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사업지
원서비
스

수도권
금속제
품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2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정보통
신및방
송서비
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3 수도권
화학제
품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금속제
품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대경권
1차금
속제품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4 수도권
전력,가
스및증
기

수도권

정보통
신및방
송서비
스

수도권
화학제
품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수도권
기계및
장비

대경권
전기및
전자기
기

5 수도권
기계및
장비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전문,과
학및기
술서비
스

수도권
1차금
속제품

대경권
네트워
크인프
라

6 수도권
운송서
비스

수도권
운송서
비스

대경권
1차금속
제품

수도권
음식점
및숙박
서비스

호남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화학제
품

7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음식점
및숙박
서비스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운송서
비스

충청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운송서
비스

8 호남권
화학제
품

동남권
석탄및
석유제
품

대경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수도권
화학제
품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9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운송서
비스

수도권
상호작
용

수도권

기타제
조업제
품및임
가공

수도권
금속제
품

10 수도권
1차금속
제품

수도권
전력,가
스및증
기

수도권
1차금속
제품

수도권
문화및
기타서
비스

동남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기타제
조업제
품및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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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비수도권 로봇산업 구성요소별 파급효과 상위 산업

순위/

지역
센서 상호작용 제어 AI 및 SW 작업 기구

네트워크

인프라

1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인공지
능및소
프트웨
어

대경권
1차금
속제품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2 충청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정보통
신및방
송서비
스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3 수도권 센서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호남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도소매
서비스

4 수도권
전기및
전자기
기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대경권
1차금속
제품

수도권

전문,과
학및기
술서비
스

충청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네트워
크인프
라

5 호남권
화학제
품

동남권
석탄및
석유제
품

호남권
1차금속
제품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수도권
기계및
장비

대경권
전기및
전자기
기

6 수도권
화학제
품

수도권
운송서
비스

호남권
화학제
품

수도권
운송서
비스

동남권
기계및
장비

동남권
전기및
전자기
기

7 동남권
화학제
품

대경권
전기및
전자기
기

충청권
1차금속
제품

대경권
사업지
원서비
스

수도권
금속제
품

수도권
운송서
비스

8 충청권
화학제
품

수도권
부동산
및임대

수도권
화학제
품

동남권
사업지
원서비
스

동남권
1차금
속제품

호남권
화학제
품

9 대경권
1차금속
제품

수도권

정보통
신및방
송서비
스

수도권
금속제
품

호남권
사업지
원서비
스

수도권
1차금
속제품

수도권
화학제
품

10 호남권
1차금속
제품

수도권
화학제
품

동남권
화학제
품

수도권
금융및
보험서
비스

동남권
금속제
품

동남권
화학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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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봇산업 산업 네트워크

앞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로봇산업과 서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 연관 산업들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산업 간 연관관

계를 중심으로 산업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이란 개별 구

성인자들 간에 형성되는 관계적인 속성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구조 및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인자는 하나의 결점(Node)로 표현되고,

결점 간의 관계는 연결성(Link)로 표현된다.

다양한 네트워크 중 산업 네트워크는 각 결점을 하나의 산업으로 가

정하고 산업 간의 연관 관계를 계량화, 시각화해 산업 간의 연관 정도,

산업 간 가치사슬(Value Chain), 상대적 중요도 등을 도출하는 분석기법

이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특정 산업군 등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며, 산업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정호진ㆍ임용석, 2018).

본 연구의 산업 네트워크에서는 산업 간 연관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였다. 앞서 로봇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투입계수행렬 A를 활용해 (I-A)-1의 레온티에프 역행렬(L)을 도출

한 바 있다. 이때 L은 생산유발계수인데, 대표적인 산업연관분석 방법인

수요 측면의 후방 접근법에 의한 결과이다.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 전방 접근법을 통해서도 산업연관효과를 분석

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4). 전방 접근법에서는 투입산출표에서 각 부문

별 중간수요를 부문별 총산출로 나누어 계산해 산출계수행렬 B를 도출

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 V와 총산출 X의 관계를 나타내고, 이를 X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급균형식이 성립한다(<표 3> 참조).



- 75 -

BX + V = X (1)

X = V(I-B)-1 (2)

식 (2)에서 (I-B)-1은 수요측 모형의 레온티에프 역행렬 L에 대응하는

공급측 모형의 생산유발계수행렬인 고쉬 역행렬(G)라고 한다. 본 분석에

서는 식 (3)과 같이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인

레온티에프 역행렬 L과 후방산업의 부가가치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인 고쉬 역행렬 G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보정된 생산유발계수행렬인

F를 산업 간 연관 관계를 추정하는 값으로 활용하였다(Dietzenbacher et

al, 2005; 박문수ㆍ이동희, 2017).

F = 1/2[(L-I) + (G-I)] (3)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축한 로봇산업과 연관 산업의 네트워크는

다음의 <그림 13>과 같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하

며, 로봇산업과 연관 관계가 높은 상위 30%의 주요 연관 산업들만을 나

타냈다. 각 결점들은 각각 하나의 산업들이고, 연결선은 산업 간 생산유

발효과로서 방향성을 가지며 값의 정도에 따라 굵기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각 산업들의 위치는 주변의 연관 산업들의 영향을 받

는데, 더 높은 연관 관계를 갖는 산업들일수록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마

지막으로 전체 결점들 중 파랑색의 결점들은 서비스업 업종들이며, 빨강

색의 결점들은 제조업 업종들이고, 흰색은 나머지 기타 업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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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로봇산업 연관 산업 네트워크

수도권 로봇 산업은 파랑색의 서비스업 업종들과 특히 높은 연관 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에서 수도권 로봇 산업의 주위를

파랑색의 결점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 로봇산업과

높은 연관 관계를 갖는 대표적인 산업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통

신 및 방송서비스’, 비수도권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비수도권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이 있다.

반면, 비수도권 로봇 산업은 수도권 로봇 산업과는 반대로 제조업 업

종들과 특히 높은 연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 로봇 산

업의 주위를 빨강색의 결점들이 둘러싸고 있다. 특히 산업 네트워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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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굵은 연결선들로 주요 비수도권의 제조업 업종

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앞선 분석의 결과와 같이 비수도권 로봇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수도권 로봇산업과

높은 연관 관계를 갖는 대표적인 산업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기

및 전자기기’, 비수도권의 ‘1차 금속제품’, 비수도권의 ‘화학제품’, 비수도

권의 ‘금속제품’ 등이 있다.

다음으로 로봇 산업의 구성요소별로 나누어서 주요 연관 산업과의 네

트워크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의 좌측 편에는 제어, 센서, 네트워크 인

프라, 작업 기구, 상호 작용 등 로봇 산업 중 HW 분야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도 특히 비수도권의 HW

분야 구성요소들이 더 중심에서 다양한 연관 산업들에 파급효과를 미치

고 있다. HW 분야 로봇 산업과 높은 연관 관계를 갖는 산업은 대부분

빨강색의 제조업의 산업들이며 대부분 비수도권의 산업들이다. 대표적으

로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운송

장비’,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있다.

반면, 로봇 산업 구성요소 중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네트워

크의 우측 편에서 다른 산업들과는 구분된 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다. 이는 다른 HW 분야 로봇산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산업적 특성으

로 인한 것이다.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는 연관 산업들 역시 주로 파랑색

의 서비스 산업들로, ‘정보 통신 및 방송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로봇 산업의 생태계를 확인한

결과, 명확하게 권역별, 구성요소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로봇

산업은 권역, 구성요소별로 산업 구조와 가치 사슬이 상당히 상반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반드시 공간적인 맥락과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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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로봇산업 구성요소별 연관 산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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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본 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국내 로봇산업의 산업 구조 및 연관 산업으

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로봇산업은

구조적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로봇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부가가치

의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인데, 특히 수도권의 로봇산업은 생산

을 위해 부가가치 투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수도권

의 로봇산업은 수도권에 비해 부가가치보다는 중간재의 투입이 많았고,

또한 생산된 로봇 제품이 다른 산업으로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간재로 투입되는 산업들이 수도권에서는 서비스업 위

주, 비수도권에서는 제조업 위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대표되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중심 로봇 산업 생태계의 특성

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지역별 로봇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관 산업에서의

생산을 유발하는 지표인 생산유발승수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방 산업에서만의 생산 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감

응도계수 값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로봇산업

의 성장은 전방 산업에서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 증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봇산업에 의해 생산유발효과를 미치는 산업 군 역시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로봇산업에 의해 높은 생

산 유발 효과를 받는 산업은 대개 ‘도소매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 등의 서비스 산업들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로봇

산업에 의해서는 ‘전기및전자기기’,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등 제조업

산업들이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받았다.

로봇산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의 창출 및 수혜 지역을 비교하면, 수도

권의 로봇산업의 생산유발효과의 창출은 가장 작지만 수혜는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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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생산유발효과를 상당히 많이 창출하

고 있지만, 그 효과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었다.

로봇산업과 주요 산업들의 연관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수도권 로봇산업은 특히 서비스 업종의 산업들과 높은 연관

관계를 갖고, 비수도권 로봇산업은 제조업 업종의 산업들과 높은 연관

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비수도권 로봇산업에 의해 제조업 업종의 산

업들이 받는 생산유발효과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로봇산업에 의한 파급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지역별 산업 기반에 따른 주요 연관 산업의 차이와 지역별 다른

형태의 로봇산업 생태계 특성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의 로봇 산업은 고

부가가치 업종 중심이며, 서비스업의 업종들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었

다. 또한 전방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매우 커 수도권 로봇산업

의 발전은 자체적인 성장 외에도 전방 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로봇산업은

지역의 다양한 제조업들과 활발히 거래를 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생산 유

발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파급효과가 대개 수도권으로 향해

비수도권 산업 전반에서의 활성화의 효과가 다소 상쇄되고 있다는 한계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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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요약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로봇 산업의 입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산

업연관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로봇산업이 연관 산업들에 미치는 파급효과

를 분석하였다.

로봇 산업에 대한 분석에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핵심적인 산업

우위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산업 구조를 보면 명확한 차이를 보였

는데, 수도권은 서비스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졌다. 특히 연구개발 활

동이 집약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졌던 만큼

수도권에 비해 제조업의 산업 구조상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지식기반제

조업의 비중 역시 높았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자의 기반 산업 구조 등에 따

른 산업적 특성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대응하는 형태의 국내 로봇 산업의 입지 분포는

다음과 같다. 로봇 산업은 부품 및 완성품 등의 하드웨어 영역뿐만 아니

라 관련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 역시 넓게 포괄한다는 특성

을 갖는데, 이 중 로봇의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산업 생태

계는 수도권에 압도적인 비중(88.1%)으로 밀집하고 있었다. 수도권은 로

봇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의 개발 및 생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센서, 제어, 작업기구 등의 제조

업 중심 하드웨어 분야 생태계가 입지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대경권에 상대적으로 밀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로봇 산업의 산업구조상 특성으로는 대외거래의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요 중 수출의 비중(53.7%)이 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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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17.5%)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로봇산업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로봇산업은

총 투입 중 중간재 투입 대비 부가가치 투입의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로봇산업의 부가가치 투입 비중이

더욱 높았는데, 앞서 확인한 입지 분포 특성과도 연계해 이해할 수 있다.

로봇산업 중 고부가가치의 세부 업종에서의 생산이 수도권에서 주로 이

뤄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관분석의 주요 결과 중 하나로 수도권 로봇산업의

생산유발효과보다 비수도권 로봇산업의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의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째, 수도권 로봇산업의 파급효과는 자기 권역 내로만 집중되어 나

타났다. 로봇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의 투입도 자기 권역 내에서 공급되

는 비중이 약 70.7%를 차지할 만큼 로봇 산업의 대부분 거래가 수도권

내에서만 이뤄졌다. 반면, 비수도권은 자기 권역 외 다른 권역들로의 파

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비수도권에 의해 수도권에서 발생하

는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높았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은 자신의 로봇산업

자체에 의한 파급효과는 작지만 전국 로봇산업에 의한 파급효과는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었다. 비수도권은 자기 권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폭넓게 생산유발효과를 미치며, 로봇산업에 의한 산업 전반의 고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 째, 비수도권에는 제조업 중심 하드웨어 분야의 로봇 산업이 밀집

해 있는 만큼 전기및전자기기,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등의 다양한 제조

업 산업들과 로봇산업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높은 파급효과를 미쳤

다. 비수도권은 중간 수요 및 중간 투입의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여러 산업들과의 활발

한 거래를 통해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해냈다. 반면, 수도권 로봇산업

의 생산유발효과는 주로 도소매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정보통신및방

송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 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제조업에서의 생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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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과는 연쇄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해 더 많은 산업들로 퍼져나가는 반

면,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서비스업 영역 내로 집중되며 생산유발효과가

더 퍼져나가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와 함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한 결과로서 수도권 로봇

산업은 매우 높은 감응도계수(전방연계효과) 값을 나타냈다. 수도권 로

봇산업의 감응도계수는 2.16으로 1.0 내외의 로봇산업 및 전 산업 평균에

비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는 연구개발 활동이 집약되어 있고,

고급 인력이 밀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며 새

로운 기술과 부가가치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로봇 산업에서도 역

시 수도권에서는 로봇의 생산을 위한 부가가치 투입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특히 로봇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압도적으로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로봇의 핵심 기술과 SW 등

을 생산하며 전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국내에서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

관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정합하였지만, 일부 부

분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은

로봇산업을 ‘산업용로봇’, ‘기타특수목적용기계’ 등 협소한 의미의 로봇

완성품 제조에만 한정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반면, 본 연구는 로봇

의 부품, 기술, 서비스 등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련 산업 전반을 로봇산업

으로 설정해 분석을 수행한 데에 따른다(산업연구원, 2012; 국회입법조사

처, 2015).

선행연구와 정합하는 결과로 국내 로봇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 산

업, 제조업과 대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산업 전반으로의 로봇산

업의 영향력이 높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로봇산업이 부가가치율은 2013년 기준 전 산업, 제조업에

비해 높아 고부가가치의 산업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2010년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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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증가하며 달성한 결과

이다(산업연구원, 2012).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로봇산업의 전방연계 효과를 나타내는 감

응도계수 값이 전체 산업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산업용로봇’ 등 로봇 완성품 제조 분야에만 한정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로봇산업 중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

우에는 감응도계수 값이 전 산업과 비교해 최상위권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을 나타냈다. 현재 로봇산업의 완성품 등의 제조 분야의 경우 수요 산업

과의 연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요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전방산업의 고부가가

치화를 원활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로

봇 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으로서 서비스업 분야를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공지능 및 소

프트웨어 분야가 밀집한 수도권의 로봇산업이 도소매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 매우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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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로봇산업을 활용한 국가 산업구조 전반의 고

도화 및 경제 발전 유도를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로봇산업 전략 수립

이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4차 산

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로봇의 SW 기술 및 부품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는 한국의 로봇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

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

도권에서는 이와 같은 핵심 산업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수도

권의 지식기반서비스업과 특히 ICT 산업 분야에서의 산업적 우위는 비

수도권 상대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분야이다. 이와 같

이 수도권은 한국의 로봇 제품 고도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한국 로봇산업의 생산기지로서 로봇산업의 핵심 하

드웨어 부품 및 완성품을 생산하고 로봇을 실제 제조 공정에 도입해 ‘인

더스트리 4.0’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

권에서의 로봇 산업은 다양한 제조업 산업들의 생산 유발 및 고부가가치

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전국으로 매우 높은 파급효과를 미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경쟁적으로 새로운 로봇

SW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투자하기보다는 로봇의 핵심 부품 및 완성

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배경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제조업은 60년대부터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핵

심 기반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신흥 발전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공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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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임금 등의 비용 경쟁력 열위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감소

하며 심각한 위협을 맞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 제조업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한국

만이 오히려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창출되는 총 부

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현대경제

연구원, 2016).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쌓아 온 산업적 기반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비수

도권에서의 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외면하고 이뤄질 수는 없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그 안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과 새로운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로봇산업에서의 높은 부가가치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

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 및 완성품 등을 생산하

는 하드웨어 제조업 분야의 세계시장 선두 기업들은 미국의 애플, 삼성

의 반도체와도 대등한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매우 정밀한 로봇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높

은 시장 장악력을 갖는다. 로봇 완성품 원가의 약 46%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의 생산 능력은 로봇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전

기및전자기기, 정밀기계, 1차금속제품 등 제조업의 세부 분야들에서 우위

기반을 갖고 있는 비수도권은 로봇산업의 핵심 부품 및 완성품을 생산하

는 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셋째,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은 4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로봇 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이 빠르

게 증가하여도 이익의 효과를 국내 기업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최근의 국가적으로 대일

관계가 악화되는 정세는 로봇 산업에도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가 건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부

품 생산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수도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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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관련 분야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핵심 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핵심 우위에 기반해 혁신을 유도하고 산업 기반을 재생하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관점에서 국내 로봇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

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로봇산

업의 세계시장에서 SW 분야는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으며,

HW 분야는 제조업 기반의 독일, 일본의 제조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은 세계 시장에서 후발주자에 머물고 있지만, SW와 HW 양

쪽 분야에서 모두 강한 산업적 우위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산업적 우위를 기반으로 전문화된다면 국내

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도모될 수 있고 국외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는 로봇 산업 전반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혁신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각 지역들은 산업 특성에 대응하도록

맞춤형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역별 산업ㆍ경제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황에 따라 스마트 전

문화를 통한 지역별 혁신 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핵심 우위 분야가 무엇인지 도출하고 산업 혁

신을 위한 잠재력을 검토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산업

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특히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별 잠재력 및 지역경제로의 실제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스마

트 전문화 전략의 수립을 위한 실질적 단초를 제공하였다. 스마트 전문

화는 더 이상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연구되는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

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선제적인 시도로서 스마트 전문화 관점에서 지

역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남겼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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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앞서 제시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를 갖는다. 첫 째,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로봇 산업을 포괄하는 코드

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로봇 산업을 재분류하였다. 하지

만 최근 급성장한 신산업을 재분류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로서 현재 로

봇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이 로봇 산업 데이터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갖는다. 시대별 산업 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에 로봇산업은 아직까지 ‘산업용로봇제조업’만이 설

정되어 있다. 향후 로봇산업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와 인

공지능 기술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산업분류가 제시된다면 이에 따라 로

봇 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산업연관분석에 활용한 지역산업연관표의 기준 시점이 2013년

으로 현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

해진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와 계산, 분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

표 시점이 기준 시점과 다르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가장 최근 년도의 표를 활

용하였다. 로봇 산업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같이 빠르게 급성장

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불과 5년 전과 비교하여도 시장의 규모와 기술의

발전 수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롭게 발표

되는 최근 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한 국내

로봇산업에 대해 다시 분석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로봇산업을 완

성품 제조뿐만이 아닌 로봇의 부품, 기술, 연구ㆍ개발과 관리 등의 다양

한 관련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분류를 활용해 다양한 추가 연구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

양한 산업 영역과의 융합이 실현되고 있는 만큼 로봇산업에 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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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의 변화는 갈수록 더욱 다채롭고 격동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 방법을 응용해 로봇산업만이 아닌 4차 산업

혁명 관련 다양한 미래 신산업들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마트 전문화의 관점에서 각 지역들은 지역별 핵심

우위 분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신산업 영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미래 신산업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 영역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혁신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도출

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활발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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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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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Metropolitan and the

Non-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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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d on the Robo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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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its industries and econom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gap in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the capital and non-metropolitan areas has widened.

Accordingly, a new regional policy is needed to express th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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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by region, and it is the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that is drawing attention recently. Smart

specialization is a strategy for innovation of local industries that

responds to industrial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al-based industries

and development paths. At this time, the latest industrial innovations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the convergence of new technologies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existing industries. In

the process, the robot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serves as a key

link between virtual new technologies and real-world industrial sites.

Robot industry i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various industries, so it

is enable to innovate in various directions. Accordingly, we analyze

the potential of innovation in each region by paying attention to the

robot industry as a key industry for smart specialization in Korea.

Our study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the domestic robot industry

and the aspects of practical changes in the local industry by the

robot industry. And We concentrate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First, We analyze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to derive the respective industrial advantages.

Next, identify the regional robot industry ecosystem that is formed

corresponding with the industrial dominance in each region, and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regional robot industry. Finally,

the relationship of the ripple effect between related industries

centering on the robot industry is visualized in an industrial network,

comparing the potential of industrial innov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a leading analysi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an

industrial center in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was

concentrated on developing and producing key advanc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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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etermine the value-added of robots, such as AI and software,

among the robot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 non-metropolitan

area,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a manufacturing-based industry

structure and has an industrial center in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was focused on hardware production, such as

robot parts and finished goods. Therefore, the non-metropolitan robot

industry actively trades with various manufacturing industries,

creating higher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than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 robot industr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having a high economic ripple effect mainly on the service industry,

and that the sensitivity coefficient, which indicates the link effect

with the forward industry, was very high, playing a big role in

inducing high value added in the forward industry.

South Korea is still a latecomer in the global robotics industry

market, but has a strong industrial advantage in both SW and HW

sectors. Accordingl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the

capacity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hat generate innovation by

using its knowledge intensively, should foster a robot industry in the

field that leads to upgrading South Korea's robot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non-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production base

of the Korean robot industry, should strategically foster the robot

industry in a way that produces key hardware components and

finished products of robots and implements robots in actual

manufacturing processes to realize Industry 4.0.

In particular, fostering a strategic robot industry in non-metropolitan

areas is critical for the regeneration of declining regional industrie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robot’s main core components

are key elements that account for about half of the cost of the

robot’s finished products. However, the localization rate of robot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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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s very low at 41 percent, limiting the growth of the local robot

market despite high demand for Korean robot products. Also, the

robot’s hardware production industry, which is currently concentr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has high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in

the region and is a key industry that can induce shared growth

throughout the industry. Still, th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remains overwhelmingly high,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fostering the robot industry in order to

innovat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has an industrial base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lready,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competitively

focusing their investment on fostering the robot industry. For now,

however, the robot industry has failed to develop strategies that

converge with regional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many regions

have invested only in similar robot industr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ustomized robot industry strategies to induce

diverse industrial innovations by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smart

specialization.

Keywords : Robot industry, Industry 4.0, Input-Output Analysi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Smart Specialization,

Industry Innovation,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Student Number : 2018-2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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