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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그 근간이 되었던 산업집적지의 역할,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단지의 역할을 지역화경제로 주장한

Marshall과 도시화경제로 주장한 Jacobs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산업단지 특화도,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

인원과 같은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와 지역의 산업,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공간적 범위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중

그 규모와 비중이 극히 적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로 설정, 해당 산업집적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총 50개의 산

업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말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1,158

개가 지정되어있고 입주기업체는 92,165개사, 가동업체는 85,130개사에

이른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개수는 42개(3.6%)에 불과하나 입주기업

체는 49,350개(53.5%)로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

조업 생산의 60%, 고용의 40%,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생산

의 실질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7년부터 2016년까

지의 데이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공

하는 월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시군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산업집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

보고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인 산업단지 특화도(허쉬만-허핀달 지수 활

용),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실증하기 위

해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산업단지 특화도 및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및 ‘산업단지 특화도 및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

지되었으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

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생산

액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가지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시군구 또는 일부 산업단지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

한 반면 본 연구는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범위

를 확대하였다. 둘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

간이나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비교적 가

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혹은 유사업종의 산업집적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

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역별 특화 및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방법은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중요

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많이 조성

하는데 급급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조성된 산업단지들의 산업구조와 특

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성장 및 육성시키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산

업단지의 고유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산업단지 관리 프레임에도 보

다 미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하나 하나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

시키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노후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이나 신규입지의 공급중단과 같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기반하여 유연한 개발, 관리, 지원정책과 기업유치, 지역

과의 시너지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산업단지의 특화도, 고용인원 증가가 지역 내 총 부가가치 및 지

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산업단지 전

반에 걸쳐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전통적 형태의 산업집적지가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

는 제조업 무용론, 일부 지역의 산업단지 공동화에 따른 산업단지 정책

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이다.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에 기

업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

하는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수립 사전에 조성에 따

라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후에도 정책적, 경제

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여 그 효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과거에는 산업입지의 공급에만 집중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역

과 산업단지의 개별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성장 및 육성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밖의 다양한 산업집적지가 존재하는데 국내

외 경제상황 및 도시화와 지방격차 가속화로 산업집적지의 외부 환경은

경제개발 시기에 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략물자 등 국가의 주요

산업 이외의 지역산업정책은 지방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다양

한 개별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지역 차원에서 수립

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산업집적, 산업특화도,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지역 내 총부가가치  

학 번 : 2019-2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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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고속 압축 성장을

달성하는 데 제조업의 역할이 컸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조업

은 1960년대 자립경제 구축을 목표로 수출주도형 경공업을 육성한 이래

최근의 첨단지식 기반산업까지 시대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다.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명실상

부한 제조업 국가가 되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세계 6위, 제조업

GDP 규모는 7위이며, 1970년대 이래 제조업은 연평균 10%가 넘는 고성

장을 지속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2차례 경제위기는 제조업의 위상

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한국의 산업집적지는 정부주도 경제발전의 핵심

적 정책수단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특히 구로

공단(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울산공단(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은 50여

년의 역사를 지니며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1,000여개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때로는 국가 주요산업 육성의 요람으로

또는 지역산업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되며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산업집적지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1960년대에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 조성 차원에서 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가

발, 신발, 봉제 등 경공업 육성의 메카로 구로공단을 조성함은 물론 1970

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서 울산, 여수 등에 대규모 임해지역 공단

을 개발하였다. 전자공업 발전을 위해서 구미공단, 기계공업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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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창원공단을 개발하는 등 특정산업 육성과 전용 공단의 개발은 불가분

의 관계를 이뤘다. 1980~9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산업집적지 조성의 패

러다임이 점차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안분 차원에서 산업단지들이 조성(광주, 군산, 아산

단지 등)되기 시작했으며, 수도권에 밀집된 산업기능의 완화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이 조성되었다. 1980~90년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광역적인

관점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발전

을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총

493개였던 산업단지는 2010년 910개로 거의 두 배이상 늘어났으며, 그

후 증가세가 완화되어 2019년 현재는 1,210개에 이른다. 국외 사례를 살

펴보면 최초의 산업단지는 1896년 영국 맨체스터 지방에 조성된 트래포

드 파크이며,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관촌, 인도 방갈로르, 일본 쓰꾸바

등을 산업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처럼 전 지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지는 않았다. 비슷한 형태로 일본은 1998년까지 산업

단지 조성이 진행되었고, 최근 대만과 베트남에서 산업단지가 광범위하

게 조성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주롱(Jurong) 석유화학 산업단지나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 등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저임금을 활용한 경제발전전략의 한 방법

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화 초기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개발이 고용, 성장, 지

역소득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

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산업단지의 개발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에 있어 지역

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조성하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들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Marshall(1890)과 Porter(1990)는 지역산업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에 집

중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기업의 혁신과 지식 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발생하여 지역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960년대 이후 펼쳐진 지역발전 정책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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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

Jacobs(1969)는 도시에 입지된 기업들이 그들 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이 되는 지식, 기술, 노하우를 유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보다 다른 산

업의 기업들로부터 얻게 되므로 지역의 산업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

역경제 발전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산업집적의 효과는 산업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효과로

집적경제를 의미하며, 집적경제는 지역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된다. 도시의 생성과 소멸, 발전과 쇠퇴의 기초적 근거가 집적

경제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집적은 인구유입, 연관산업 발달, 일자

리 창출, 지역재정자립도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적경제의 효과는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지역화경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도

시화 경제는 다양한 산업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또한 집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효과로서 집적의 불경

제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같이 과도한 산업집적이 토지가

격, 임금 등의 물가 상승과 각종 공해를 야기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

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집적의 효과를 적용해 봄으로써 산업적 특성을 좀 더 세밀

히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좀 더 부합하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이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지속되

어야 할 것이며, 이 중에서도 지역경제 성장에 기초가 되는 산업집적지

의 특화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경제 성장 요인 중 산업집적에 의한 영향을 집적경제의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제조산업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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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되고 있으며,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를 연구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 및 업종별 배치계획 수립, 지

역특화 산업 선정, 지역전략산업육성 등의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

조 산업의 성장요인 중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산업집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역경제에 관련된 변수로서 지역의 생산성으로 대

표될 수 있는 시군구별 지역 내 총 부가가치와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산업의 집적 유형 중 어떠한 특화 요소

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의 특화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산업집적지의 면적, 인구규모, 지역별 재정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을 설

정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에 대한 연

구들은 다수 있었으나, 특정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외에 거

의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의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

를 분석하여 산업집적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 요소를 키워 국민경제 발전

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높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집적지는 크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

공단지로 구분되는데 그 규모와 비중이 극히 적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그 대상으로 해당 산업집적지 내 제조업

을 영위하는 총 50개의 산업집적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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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 산

업동향 자료를 활용하고,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

군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

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간이다. 산업의 특화도 분석을 위한 산업의 분

석범위는 제10차 표준산업 분류(KSIC-10, 2016)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

류를 적용하여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

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제조의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국가산업단지의 데이터의 경우 1997년 5개 권역(경인, 경기, 구미, 동

남, 서남)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통합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출범한

이래 1997년부터 관리 산업단지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

다. 월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이라는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는

관리 국가산단의 월별 생산, 수출, 가동률, 고용 등에 대한 통계를 포함

하고 있다1).

일반산업단지의 데이터의 경우 시군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는 매년 사

업체 단위의 전수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

구 단위는 292개이다. 산업의 집적은 행정구역보다는 기업 활동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기업체 단위 또는 산업집적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할 수 있으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시군구 행정구역 분석

단위의 데이터만이 수집이 용이하여 시군구별 통계자료를 연구에 활용하

였다. 대다수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는 시군구 단위로 조성되

어있고 지역 제조업 총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

지 이외의 준산업단지, 기술단지 등의 산업 집적지도 시군구별로 조성되

어 있으며, 산업집적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도 기업 입지 및 활동적

측면에서 볼 때 산업집적지 기업들과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1)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 제39904호), 명칭은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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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지역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연구의 배경과 산업집적 특화 요소의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산업배치 및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육성 정책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에 대한 주요 이

론인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지역화경제는 특정산업이 전체지역 대비 일정지역에 집중된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의 특화도와 동종 산업에서의 기업들의 집적 비중

을 나타내는 경쟁도로 세분화될 수 있다. 특화도는 Marshall의 집적경제

이론으로 대표되는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데

있으며, 도시화경제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의 집적이 경제성장을 유인한

다는 것으로 Jacobs의 이론으로 대표된다. 이들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산

업집적지의 특화 요소와 산업집적의 유형에 대해 기존 연구결과들을 조

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근거하여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산업집적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 실증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산

업배치 및 전략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제5장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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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산업집적의 의의 및 유형

산업집적이란 특정 산업 또는 다양한 산업이 일정 지역에 집중하여 입

지 함으로써 집적경제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슷한 업종이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는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는 유사하지만 다소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다(손창남, 2009). 산업집적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들어 집적경제

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논의가 있기 전부터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산업집적을 추구해

왔다. 산업집적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전쟁으로 폐허

가 된 한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었다. 1960년대 경공업중심의 경제육성

정책 수단으로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부품소재 공업, 1990년

대 이후는 첨단산업 육성의 방안 등의 국가주도 성장주력산업 육성을 위

한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성장이 가속화된 70

년대 후반부터는 자연발생적인 산업집적지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산업집적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집적경제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집적경제의 외부효과는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화경제는 특정 업종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기업 간

정보 공유 및 지식 파급, 동질의 풍부한 노동력, 인프라 구축 용이성, 이

익집단 및 고유문화 형성 등의 이유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며, 도시화경제란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지역적 집중에

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상이한 업종들이 집적되면서 다

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이 공유되고 다양한 노동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발

달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연계성 등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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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손창남, 2009). 이밖에 시장연계효과도 집적경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기업들과 수요자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함으로써 운송비

가 절약되고 시장수요 기반도 강화되어 집적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이다(전상곤․공철․김용민, 2011). 반면에 집적경제에 의한 부정적 외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집적됨으로서 토지

비용과 근로자 임금 등 생산비가 상승하고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과 같

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지역화경제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산업들의 집적은 외적 경제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지역경제에 부정

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산업의 집적에 의한 도시의 확대

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혼잡비용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손창남, 2009).

집적경제는 동일한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되는 외

부의 경제를 의미한다. Marshall은 노동 분화로 인한 전문화를 생산 효

율성과 품질 개선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효과를 기업들

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하였

다. 이것으로 인해 기업들은 전문화된 노동력과 중간재 투입공유, 정보의

공유 등의 외부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민경휘․김영수,

2003). 집적경제 효과는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규모의 경제, 지역화경

제, 도시화경제 세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여러

기업들이 특정지역에 집적됨에 따라 전체적인 규모가 커져 생산의 증대

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지역화경제는 특정 산업이 일정한 지역에

집적되면서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의미하며, 도시화경제는 다

양한 산업이 일정 지역에 집적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의해 발생되는 효

과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규모의 경제는 내부경제로 분류되어

Marshall이 주장했던 산업집적 이익의 일반적 외부효과에서 제외되고,

이후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의 개념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전개되었

다. 정준호․김선배․변창욱(2004)는 집적경제의 내부경제와 외부경제가

일정한 공간제약 상황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였다. 규모의 내부

경제는 생산이 대규모로 특정 기업이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 입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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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집적경제이며, 범위의 내부경제는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

해 공유하는 투입 요소들을 분리할 수 없어서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제

품을 생산하는 경우 나타나고, 복합성의 내부경제는 연관산업 활동들이

매우 근접한 공간제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규모의 외부경제는 지역화경제를 의미하고, 범위의 외부경제는 도시화경

제를, 복합성의 외부효과는 활동-집적경제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복

합성의 외부경제는 범위의 경제의 한 형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집적경제는 또한 정태적 관점과 동태적 관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정태적 관점의 집적경제는 특정 시점의 생산, 고용, 생산성 등의 산업수

준이 산업집적 요인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동태적 관점의 집적경제는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산업 수준이 어떠한 집적의 요인과 관련되는

지를 의미한다(민경휘․김영수, 2003). 동태적 관점의 집적경제는

Marshall효과, Porter효과, Jacobs효과 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1] 집적경제의 유형

구분 내부경제 외부경제

규모의 경제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여러 중
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
규모의 생산을 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 혹은 유사한 기업들
이 공동으로 입지하는 경우

범위의 경제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공
유되는 투입요소들이 공간적으로
분리 불가능하고 이동 불가능
하여 기업들이 일정한지역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서로 다른 업종 또는 기술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도시
내에 공동으로 입지하는 경우

복합성의
경제

기업들의 연관된 생산 활동들
이 매우 밀접하여 일정한 공간
적 제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후방연계 측면에서 연관된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공동
으로 입지하는 경우

※ 출처 : 정준호․김선배․변창욱, 2004 : p.52

  Marshall효과와 Jacobs효과는 정태적 관점의 지역화 경제를 동태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으로 Marshall효과는 동일한 산업 내의 지속적인 교

류를 통해 지식의 확산으로 집적경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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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효과는 지속적인 지식의 이전은 다양한 산업 간에 이뤄지므로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동태

적 지역화경제를 Glaeser et al.(1992)은 Marshall효과와 Porter효과로 다

시 분류하였는데 Marshall효과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집적된 지

역에서는 경쟁보다는 특정기업에 의한 독점이 더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Porter효과는 독점보다는 기업 간의 경쟁이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종하․박성훈, 2010). 즉, 지역경제 성장요

인으로 Marshall의 이론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고,

산업 내 경쟁보다는 독점이 지역경제를 촉진한다는 주장인 반면, Jacobs의

이론은 특정 지역 내 다양한 산업의 집적과 산업 내의 경쟁이 경제성장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Porter의 이론은 산업 내 기업 간

경쟁에 초점을 두고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의 집적과 산업 내의 경쟁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산업단지 개요

산업단지는 대표적인 계획입지로서 제조업과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

해 공장과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를

‘공장·지식산업 관련 시설·문화산업 관련 시설·정보 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

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주

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 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

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한

다. 산업입지법에서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 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

업 및 첨단 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개

발되고,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절한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

성화하기 위해 조성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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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주로 도시지역에 지정

되는 반면, 농공단지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

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지정한다. 산업입지법과는 별개로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획입지가 있는데,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주로 제

조업 중심의 단지로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를 포괄적으로 담기에 한계가

있어 특수 목적의 계획입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계획입지는 공업지역,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외국인투자지

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특구, 과학연구

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여 자연스레 산업지구가 형

성되고, 그 이후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구로 지정하는 선진국의 방식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지역이나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입주를 희망

하는 기업을 모집하는 과정이 명확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허문구, 김

동수, 홍진기(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개별입지에 비해 계획입지인 산업

단지가 가지는 강점은,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양호한 산업기반 시설,

공장설립과 관련한 간편한 허가 절차, 공동 공해 방지 시설로 인해 공해

배출업종의 입주 용이함, 연관 기업의 밀집으로 인한 물류비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약점으로는, 단지 개발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입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며, 입주 후에 사업의 확장이 곤란하고, 입주

업종의 제한 및 부지 매각 시 등 처분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명시화되어 있는 점, 또 계

획의 주체가 대부분 중앙정부라는 점 또한 개별입지와 구분되는 특징이

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의 절차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있어 명문화

된 절차이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는 모든 주체(정부 또는 민간 개

발업자)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행정적 절차들은 모든 산

업단지의 조성 사례에 적용되나, 산업단지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

는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은 단일된 체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1970~80년대를 거치며 산업단지 개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양산되었다가, 1991년에 두 개의 법률체계로 통폐합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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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기본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그 두 체계다. 각각은 산업단지의 조

성에 관한 법률과 관리에 대한 법률 체계로 볼 수 있다. 최근 산입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2008년 3월 13일)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신청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의 행정절차를 통합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의 제도는 크게 인허가와 각종 지원에 관

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인허가 제도 부분은 산업단지 지정에서

개발된 토지를 처분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인허가에 관하여 상급 행

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수직적인 행정적 행위와 개발계획의 내용 및 승인

이 필요한 사항을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평적인 의견수렴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단지 승인제도는 개발주

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국가산업단지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며,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권자이

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지정권한

이 있다.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

발사업의 주체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 및 금융과 관련된 지

원제도를 의미한다. 비록 개발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 혹은 지

방정부이지만 실제 개발 행위는 개발주체가 지정한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개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개발주체가 되며, 일부의 경우

입주 희망 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기도 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얻는 이윤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통

상 6%대의 이윤율이 정해져 있다. 또한 주요 수익원인 분양가격의 결정

은 산입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방식을 통해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자는 사전에 분양계획서를 마련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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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결정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재량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개

발비용의 지원 부분은 대상에 따라 비용의 보조비율이 다르나 간선도로

건설 및 용수공급시설의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50% 대

의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통상

50%~100% 감면받는다.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추가적

세제 해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만큼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입주기업은 사업비의 저리 융자 및 시설 자금 지원 등의 금융 지원

이 제공된다.

3. 클러스터 이론

한국 산업집적지의 형태를 이론적 측면에서는 산업 클러스터와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는 일정한 공간 내에 기업 간 근접성과 상호

간 연계성을 강조한다. Porter(1998)는 클러스터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생산기업들과 부품 및 원재료 공급기

업, 최종소비자, 정부 등의 네트워크로 정의2)하였다. 그러므로 클러스터

는 산업단지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산업단지는 일정하게 정

해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기업들의 집적 상태로 기업 간의 어떠한 관

계나 네트워크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클러스터는

Marshall이 제시한 집적 외부효과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클러스

터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공유 및 활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경제

적 성과를 향상시킨다. 또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한 환

경을 제공한다.

산업클러스터 연구에 흔히 인용되고 있는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2) 클러스터는 2000년대 중반에 크게 유행했던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이나 산업지구이론에서의 산업지구, 학습지역이론에서의 학습지역과

도 개 념상 유사한 측면이 있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정의를 하고 있어서

개념의 불명확 성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김성태 & 노근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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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diamond model)은 경쟁력이 높은 클러스터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

워크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클러스터 모형을 통해 Porter가 제안한 클러

스터 이론의 핵심은 한 지역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는 인위

적으로 개발되거나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과 해당 클러스터의 환

경 분석을 위하여 투입요소 조건, 기업 전략 및 경쟁 관계 확립을 위한

여건, 수요조건, 관련 산업 및 지원 산업들의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이다. 산업클러스터 이론에서 기업의 성장은 치열한 경쟁의 결과이며, 정

부는 관련 산업의 집적을 통해 더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경

쟁적 환경에서 그 결과물인 산업의 경쟁력이 또다시 지역의 경쟁력을 강

화시킨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정책을 이러한 혁신클러스터 이론의 다이

아몬드 모델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또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투입요소적

조건을 강화하는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 이론의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요인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창조된 것으로서 이에 따른 핵심요인(특화요인, specialized factors)의 대

표적 예로는 숙련노동자, 자본, 인프라 등이다. 어떤 기업에서든 가질 수

있는 자원은 경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역에서 경쟁 우위

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핵심적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

단지는 이러한 핵심요인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Gordon and McCann(2000)은 산업 클러스터를 외부로부터의 진입에 대

한 개방성과 클러스터 공동체 안에서의 기업 간 관계를 가지고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순수집적지(pure Agglomeration), 연관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그것들이다. 순

수집적지(pure agglomeration)는 도심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한시적이며 불안정한 관계를 가지지만 동시에 그러한 상태로의

진입에는 따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개

별 기업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관계가 형성되므

로 특별한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며, 각각 기업들은 해당

지역에의 입지만으로도 그에 따른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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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공식적, 장기적 관계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해지며 매우

안정적인 동시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철강산업, 화학산업과

같이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강하며 투입요소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필요

한 분야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데, 기업 간 관계는 일련의 생산공정과

유사하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학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들 간의

관계가 상호 신뢰, 공통의 경험, 문화적 맥락 등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

다. 따라서 물리적 거리가 관계의 유지에 있어 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하지는 않으나, 반면 외부의 기업이 입주하여도 입주 여부가 이러한 관

계 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도심지 보다는 비도심지에서 흔히 발견되

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상기 세 가지 유형 중 순수 집적지 성격이 강

하나 경우에 따라 연관 산업단지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조성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특정 산업에 높은 수준의 특화

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성된 산업단지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그 유형이 변화될 수 있으며, 조성 당시 계획에 따라 연관 산업

단지의 성격을 보일 수도 있다. Gordon and McCann(2000)의 전술한 세

가지 유형의 클러스터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따라 본 연구는 산업단

지에 관한 측정 변수로 활용할 가능한 몇 가지 요인들을 이끌어낼 수 있

었다. 첫째는 산업단지의 역사다. Gordon and McCann(2000)의 세 가지

유형의 클러스터에서, 산업단지의 역사는 산업클러스터 내 공동체의 특

성들과 연관되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에도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역사

가 오래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기업 간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역사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

들 역시 입주한 지 오래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기업 간의 친숙도가

강하고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더욱 밀접하

고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거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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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외국연구 사례

산업집적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Henderson(1986)과 Glase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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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중분류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지역화경제는

대다수의 산업에서 강한 유의성이 나타난 반면 도시화경제는 유의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화경제의 효과는 도시의 특화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줄어든다고 밝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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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제조업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

산업에서는 지역화경제 효과만이 유의하고, 첨단산업에서는 지역화경제

와 도시화경제가 모두 유의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Henderson(2003)에서

는 미국의 4개 첨단산업과 5개 기계산업을 1972년도에서 1992년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한 결과, 첨단산업에서만 지역화경제가 유의하

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못하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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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에 대해 1956년 대비 1987년의 고용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경제

는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도시화경제만이 고용증가율에 유의하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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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

스 내 고용 증가에 대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산업집적 영향력을 분석

하였는데,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도

시화경제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Otsuka and Yamano(2008)가

일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지역화경제 및 도

시화경제보다 시장과의 연계효과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훨씬

크다고 제시하였다(전상철․공철․김용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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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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들의 혁신 잠재력과 수행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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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클러스터 밖의 기업들보다 오히려 R&D나 전문인력 면에서 수

준이 낮다고 하였다. Beal and Gimeno(2001)는 56개의 소프트웨어 기업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D와 기업의 지역적 밀집은 별 상관관계

가 없다고 하였다.

집적경제 및 클러스터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집적의 효과가 실제로 그

지역과 산업에 나타났는지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역

화경제 및 도시화경제, 클러스터 등은 그 발전 정도와 활성화 정도에 따

라 지역의 소득 격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도 하다.

집적경제와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산업단지가 지역의 경제, 생활지표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별 임금 수준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검토해 보았다. Roback(1992)의 모델에 따르면, 개방경

제하에서 개개인들은 자유로운 이주에 의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간접효용수준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간접효용을 구성하는 임금

수준, 주택비용, 생활인프라의 비용의 영향은 서로 상쇄된다. 즉,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이동을 모두 마친 균형상태에서는 생활인프라가 비슷

한 수준임을 가정할 때 주택 비용 및 물가수준이 높은 곳에서 명목임금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수, 2011). 이는 지역화경제나 도시

화경제 등과 상관없이 명목임 금수준, 주택비용, 생활인프라 비용이 같이

움직임을 말한다. O'Sullivan(2008)은 도시의 규모와 임금수준,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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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집적의 외부효과

(시너지효과)로 인하여 실질임금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는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성에 의한 외부효과로 인하여 비숙련노

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으로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도

시화경제와 임금 간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Wheeler(2006)도 O'Sullivan의 이론을 자료분석을 통해 집적경제에 의

한 외부효과를 입증하여 대도시일수록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때

문에 실질임금이 상승한다고 설명하였다(김동수, 2011). 이와 반대로

Addario와 Patacchini(2008)는 이탈리아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

10만명씩 늘어날 EO마다 임금이 0.1%씩 상승함을 밝혔고, 도시화경제

및 지역화경제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사실상 영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

다(김동수, 2011). Combes, Duraton, Gobillon(2008)은 프랑스의 자료를

토대로 임금수준은 개인적 숙련도에 의해 결정됨을 제시하였고,

Krashinsky(2011)는 도시 인구규모에 따른 임금상승은 가족변수의 고정

효과를 감안하면 거의 유의 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였다(김동

수, 2011). Blien et al(2006)은 차분 GMM모형을 이용하여 독일의 산업

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1980~2001년까지 서독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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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기의 고용 몫(특화 척도), 허쉬만-허핀달 지수(다양성 척도), 전문

대졸이상 고용 몫, 이외에 고임금/저임금 더미 등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를 다루었다. 분석결과 도시화 경제의 효과가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지역-산업 내 특화로 인한 외부성은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

키지 않았다.

2. 국내연구 사례

국내 선행연구로 이번송․장수명(2001)는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화경제 및 산업의 특화와 경쟁

에 의한 지역화경제 효과가 모두 지역산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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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한 반면, 민경희․김영수(2003)은 지역화경제 중 산업의 특

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경쟁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도

시화경제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으며, 정준호․김선

배․변창욱(2004)는 대체로 특화에 의한 지역화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나

타난다는 등 산업집적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최근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창남

(2009)는 199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5+2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7개

지역별 통계를 기초로 패널추정 방식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집적이 지

역경제 성장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

였다. 제조업 집적도와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 집적도가 하락한 기간에서는 제조업 성장률이 낮은 편이며 제조

업 집적도가 상승한 기간에서는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 제조업 집적도 상

승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소

수 업종 중심의 제조업 집적이 지역경제 불안정성을 가중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추정 결과 1999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의 경제 불안정성은

1990년대 초․중반에 비해 대체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산업집중

도와 경제 불안정성과의 관계는 경제 불안정성이 전국의 경제 상황에 의

해 보다 큰 영향을 받고 지역의 특수 요인인 산업집중 정도에 의해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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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시․군․구 22개 제조업 중분류를 자료를 활용하여 권역별 산업특화

에 따른 집적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산업별 특성에 따른 외부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22개 제조업 중분류를 전통적 산업분류에 따라 경공업

과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분류하고 입지유형별로 소비지입지형, 원자재입

지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특화는 전

국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류 유형별로는

경공업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중공업은 인천과 경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첨단산업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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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충청권에서만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유형별로는 소비지입지형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충청권에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가 나타난 반면 원자재입지형은 경기도에서만 효과가 나타

났다. 기초소재형 산업은 충청권과 경남권, 가공조립형산업은 경기도, 충

청권, 경남권에서 산업의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특화 및 도시화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1994년에 비해 2006년

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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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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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광역경제권 산업집적의 효과를 수도권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화도 상승에 따른 지역화경제는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됐으나, 도시화경제와 시장연계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반면 수도권은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시장연계 효과 모두

지역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동남권이 소수의 관련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집중에 의해 지역화경

제만 유효하다는 것으로 동남권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화

도를 높이기보다는 구조 고도화에 적극 매진하고 산업의 다양성과 기업

간 경쟁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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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는데, 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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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유발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의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산업단지별 유치업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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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시 생산액 증대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면 분

양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주로 유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이들은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일시적인데 반해 단지 조성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상용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를 논할 수 있는 지표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생산액과 수출액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산업집적

지의 특화 요소를 논할 때 이용되는 지표로서 가장 객관적인 실적지표라

할 수 있다. 이우배·김성권(2014)은 산업단지의 성장을 논하기 위해 독립

변수로서 산업단지의 생산액, 수출액, 기업체수, 가동률, 경쟁도를 활용하

였다. 안보광(2013)은 유사한 산업의 집적과 다양한 산업의 집적 유형

중 어떠한 집적의 외부효과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산업의 특화도와 산업의 다양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박하나

(2015)는 객관적 실적지표인 생산액과 산업단지의 기능적 활성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가동률, 그리고 산업단지의 내적 변화를 나타내는 산업단지

내 산업다양성 지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김경환(2018)은 산업집적

지역 활성화의 독립변수로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이 지역내 총생

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표 2-2] 국내 선행연구 사례

연구자 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고

이영준
윤기향
(1998)

일부
유의 비유의

1인당
부가가
치

인구 : 생산규모,
1인당 자본 등

연도별(1981,85,
90,93)․업종별
횡단면 분석

이종하
박성훈
(2010)

유의 -

1인당
부가가
치

특화도, 경쟁도, 인구,
기업규모, 1인당 자본

2006/1994년,
시․군․구,
22개 제조업
중분류

박현수
조규영
(2001)

비유의 비유의 1인당
부가가
치

1인당자본, 고용규모,
인구, 도로율, 재정
자립도 등

패널분석(1996
～1999),

시․군․구
사업체 데이터,
제조업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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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고

이번송
장수명
(2001)

업종군
별
상이

업종군
별
상이

1인
당
부가
가치

특화, 집중도, 다양성,
기업규모, 인구,

고용규모, 기업나이,
1인당 자본,
교육연수,
재정자립도,
도로율 등

1995년, 73개
도시, 기업체 데이터,
3개 업종군별,
기업규모별,
기업나이별

임창호
김정섭
(2003)

22개
산업
중
6개
유의

22개
산업
중
2개
유의

고용
증가
율

특화도, 다양성,경쟁도,
인구증가율,
대졸자비중,
초기조건

2000/1995년,
79개 도시,

22개 제조업 중분류

민경휘
김영수
(2003)

유의 비유
의

1인
당
부가
가치

특화도, 경쟁도,
다양성, 인구,
기업규모, 학력,
고용밀도, 도로율,
1인당자본

2001/1988년
사업체 데이터,
제조업 중분류

손창남
(2009) 유의 -

부가
가치 노동, 자본, 산업집중도

패널분석(1990
～2007),
시․군․구,
제조업 중분류

전상곤
공철
김용민
(2011)

유의 유의

1인
당
부가
가치

특화도, 경쟁도,
다양성, 시장접근성,

1인당 자본

패널분석(1996
～1999),

사업체 데이터
제조업 중분류,
서비스업

김진수
이종호
(2012)

- -
생산
유발
효과

산단조성 지출비용
3개 산단

(김해,산막,함안일반
산단) 사례연구

안보광
(2013) 유의 비유

의

1인
당
부가
가치

특화도, 다양도
패널분석(1999
～2011), 사업체
데이터

이우배
김성권
(2014)

- - 고용
자수

생산액, 수출액,
기업체수, 가동률,

경쟁도

패널분석(1997
～2012), 사업체
데이터

박하나
(2015) - 유의

고용
증가
율

생산증가율, 가동률,
산업다양성지수

패널분석(2007
～2013), 사업체
데이터

김경환
(2018) - 비유

의

지역
내총
생산

입주기업증가율,
생산액증가율,
고용증가율

패널분석(2005
～2014), 사업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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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의 설계

1.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가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조산업의 성

장 요인 중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산업집적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지역경제에 관련된 변수로서 지역의 생산성으로 대표될 수 있

는 시군구별 지역 내 총 부가가치와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산업의 집적 유형 중 어떠한 특화 요소가 지역경

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의 특화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 생산액, 고용인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산업집적

지의 면적, 인구규모,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산단구분

(국가산단, 일반산단)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함에 따라 연도별 특성을 고려한 더미변

수를 추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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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선정

2-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해당년도의 시군구별 지역 내 총 부가가치 및 지역 내 제

조업의 부가가치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가가치는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통계에서 제공하는 센서스통계3) 자료이다. 지역경제 성장은 총생산

요소 투입의 증가나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

하게 됨을 의미하고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물에 새롭게 부가

된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 내 기업 또는 산업들의 부가가치의 합은

지역총소득이 되고 지역총소득은 지역경제의 성장의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경제에 대한 지표로서 부가가치를 사용하는데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종속변수인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3-2] 연도별 지역 내 총 부가가치

3) 광업제조업조사통계에서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 및 생산비 등 주요생산비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반면에 GRDP

는 직접 생산비와 감가상각비, 간접생산비 등을 차감(산출액-중간소비)하고 추계하여

계산한다는데 차이가 있다(국가통계포털 통계용어, www.kosis.kr/metadata).

http://www.kosis.kr/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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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또다른 종속변수인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3-3] 연도별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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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립변수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를 논할 수 있는 지표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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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서 산업단지의 생산액, 수출액, 기업체 수, 가동률, 경쟁도를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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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동률은 산업

단지에 입주한 공장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기능적 지표이다(김영수, 2007). Marshall 외부효과에 따르면 동종 산업

내의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밀집하면 공유지식이 확산되고, 생산 프로세

스가 효율화되어 생산성이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을 가져온다. 반면

Jacobs의 외부효과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들이 지리적으로 집적되어

있으면 산업끼리 혁신을 촉발하여 급속한 지역경제 성장을 이룩한다. 산

업집적지의 성장이나 활성화 관련해서 합의된 지표는 따로 없으나,

Glaeser(1991)의 전통적인 집적 외부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의 지표

로서 생산액 규모를 주로 취하고 있다. 산업집적지의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다. 생산액과 수출액은 여

러 선행연구에서 산업집적지의 활성화 및 성장을 연구할 때 이용되는 지

표로서 상당히 객관적인 실적지표라 할 수 있다. 고용인원 또한 산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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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정도를 볼 수 있는 직접적 지표로 지역 내 부가가치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을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표들 중 몇몇 유사한 지표들은 제외하고, 객관적 실적

지표인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를 나타내는 산업단지 특화도, 입주기업

수, 생산액, 고용인원 지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1) 산업단지 특화도

산업단지 특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허쉬만-허핀달 지

수(Hirschman-Herfindal Index(HHI)를 응용하거나 Gini계수,

Ellison-Glaeser Index (EG Index) 등이 활용되고 있다.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본래 기업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수로,

 
  



 의 산식으로 측정한다(손창남, 2009). 여기서 Sirt는 t기에 i산

업이 r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Xirt/ Xrt)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허쉬만-

허핀달지수는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 순서로 나열하여 상

위 50개의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더한 값으로 나타낸다. 허쉬만

-허핀달 지수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특화

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산

업의 다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분류 기준에 따라(10xxx ~ 33xxx, 제9차개정) 산업집적지 내의 제조

업들을 크게 10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별로 생산액(출하액)을 파

악하여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하였다. 즉, 각 산업집적지마다 어떤 업종이

보다 독점적인지 또는 분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산업집적지 내

의 전체 생산액(출하액)의 수를 분모로 하고, 10개 업종 각각에 해당하는

생산액(출하액)을 분자로 넣어 제곱한 값을 합하는 것으로 각 단지의 연

도별 산업특화도 또는 다양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HI에 대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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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는 허쉬만-허핀달 인덱스를 의미하며 c는 개별 산업집적지를 의미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HHI는 개별산업집적지(c)에서 i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의 제곱들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산업단지 툭화

도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3-4] 연도별 산업단지 특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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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독립변수인 입주기업수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3-5] 연도별 입주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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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생산액

독립변수인 생산액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3-6] 연도별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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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 고용인원

독립변수인 고용인원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림 3-7] 연도별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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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를 증명하기

위한 실증연구들에서 도출된 요소들 중 일부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이론

적 배경인 Marshall의 외부효과 이론, Jacobs의 도시화 경제이론 등에서

활용하는 해당 산업집적지의 규모, 인구 규모, 지역별 재정자립도을 통제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산단구분(국가산단, 일반산단) 및 연도별 효과

를 통제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1) 산업집적지 면적

산업집적지는 같은 범주로 묶여 있지만 조성된지 50여년이 넘은 단지

에서부터 최근에 지정되고 있는 집적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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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지의 면적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단지 면적은 불변인 경우도 있고, 개발구역이 확장되어 변한 경우도

있어 분석대상기간 내 평균면적을 활용하였다. 산업집적지 면적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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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규모

인구규모 변수는 시군구별 지역규모가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해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도시는 산업집적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산업집적 규모가 클수록 집적의 경제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산업의 다양도는 특정 도시의 인구집적 지표로 나

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이종하․박성훈, 2010 재인용). 시군구별 인구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3) 지역별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

립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

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

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역 내 부가가

치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로 도입한다.

4) 산단구분

본 연구는 총 50개의 산업단지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국가

산업단지 25개, 일반산업단지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산

업단지의 경우 규모가 일반산업단지보다 크고, 각종 실적치 등도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각 산단구분(국가산단, 일반산단)을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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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년간이다. 분

석대상 기간동안 개별 산업집적지들은 생산 및 고용이 2008년 일제히 감

소세를 보이기도 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서서히 회복

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기적 변동이 연도별 특성에 반영되어 있

기에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각 연도를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3-1] 변수의 정의

변 수 정 의

종속
변수

지역 내
총부가가치

산업집적지가 입지한 시군구별 전체 부가가치의 로
그값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산업집적지가 입지한 시군구별 제조업 부가가치의
로그값

독립
변수

산업단지
특화도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이용, 해당 산업집적지
의 생산액(출하액)별 특성 파악

개별 산업집적지 내 10개 업종군 중 특정업종의 특
화도 또는 산업의 다양도(허쉬만-허핀달 지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특화
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고, 반대
로 0에 가까울수록 산업의 특화도가 낮아짐)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산업단지 입주기업수의 로그값

산업단지
생산액

산업단지 생산액의 로그값

산업단지
고용인원

산업단지 고용인원의 로그값

통제
변수

산업집적지
면적

해당 산업집적지 지정면적의 로그값

인구규모 해당 시군구 인구의 로그값

재정자립도 해당 시군구 재정자립도의 로그값

산단구분 2개 더미변수(국가산단 1, 일반산단 0)

연도별 특성 10개 더미변수(해당연도 1, 기타연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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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해보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

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수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연구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와 학술적 차

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에 중점을 둔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가설

을 살펴보면 김진수․이종호(2012)는 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

향에서 산업단지의 조성현황, 입지적합성, 입주업종 적합성, 입지이동 및

고용실태를 바탕으로 고용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최근희․조윤영(2009)은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에서 지역투입산출모형과 지역투입계수,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을 적용하

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주

요 산업단지의 특화 요소가 지역 내 총 부가가치 및 지역 내 제조업 부

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특화 요소를 산

업단지 특화도,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으로 설정하였다. 가설검정

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를 위한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특화

도,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의 파급효과를 실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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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연구가설 1

구 분 가 설 내 용

가설

1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산업단지 특화도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산업단지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3] 연구가설 2

구 분 가 설 내 용

가설

2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산업단지 특화도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산업단지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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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1. 연구데이터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그 대상으로 해당 산업집적

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총 50개의 산업집적지를 선정한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 산

업동향 자료를 활용하고,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

군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

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간이다. 산업의 특화도 및 다양성 분석을 위한

산업의 분석범위는 제10차 표준산업 분류(KSIC-10, 2016)에 따른 제조

업의 중분류를 적용하여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제조의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국가산업단지의 데이터의 경우 1997년 5개 권역(경인, 경기, 구미, 동

남, 서남)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통합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출범한

이래 1997년부터 관리 산업단지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

다. 월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이라는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는

관리 국가산단의 월별 생산, 수출, 가동률, 고용 등에 대한 통계를 포함

하고 있다4). 공단의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통계 담당자와 조사원이 매월

가동현황을 조사하면 본사의 통계조사 연구부서에서 취합 하여 매월 산

업단지 동향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대상은 공단 관할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체 약 5,2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산업단지의 데이터의 경우 시군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는 매년 사

업체 단위의 전수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

구 단위는 292개이다. 산업의 집적은 행정구역보다는 기업 활동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기업체 단위 또는 산업집적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할 수 있으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시군구 행정구역 분석

4)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 제39904호), 명칭은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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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데이터만이 수집이 용이하여 시군구별 통계자료를 연구에 활용하

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집적지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규

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다수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

우는 시군구 단위로 조성되어있고 지역 제조업 총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이외의 준산업단지, 기술단지 등의 산업

집적지도 시군구별로 조성되어 있으며, 산업집적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

업들도 기업 입지 및 활동적 측면에서 볼 때 산업집적지 기업들과 구분

이 모호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 광업제조업 통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

형자산 연말잔액 등 7개 항목이다.

지역 내 총부가가치란 시ㆍ도 단위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로서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

를 말한다. 지역 내 총부가가치는 사업장 단위로 추계하며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로서 각 시·도 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

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추계의 목적은 지역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 각 측면이나 경제주체 간 소득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실태

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어 지역의 재정, 경제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상의 지역(시·도)

경제의 위치를 알게 하고, 지역경제 상호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역적 분석과 지역개발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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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가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내 총부가가치와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산업단지 특화도, 입주기업

수, 생산액, 고용인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아래(식 1, 2)와 같은 회귀모형

을 도출하였다. 산업집적지별로 개발된 목적,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규모

가 상이하고 산업집적지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

지역별 재정자립도가 다른 점, 산단구분(국가산단, 일반산단)의 차이점,

국내외 경제위기와 같은 연도별 특성 등을 제거하기 위해 5가지 통제변

수를 설정하였다.

ln(Vit)=β1SPECit+β2ln(COMit)+β3ln(PRODit)+β4ln(EMPit)+β5ln(AREAit)+β

6ln(POPit)+β7ln(FIRit)+β8ln(CLASSit)+YDit+εit (식 1)

ln(Vitm)=β1SPECit+β2ln(COMit)+β3ln(PRODit)+β4ln(EMPit)+β5ln(AREAit)+

β6ln(POPit)+β7ln(FIRit)+β8ln(CLASSit)+YDit+εit (식 2)

여기서, V = 지역 내 총 부가가치, Vm =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SPEC = 산업의 특화도, COM = 입주기업수, PROD = 생산액, EMP =

고용인원, AREA = 산업집적지 면적, POP = 인구규모, FIR = 재정자립

도, CLASS = 산단구분, i = 산업집적지, t = 연도이다.

위 식에서 ln(Vit), ln(Vitm)은 각각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지역 내 제조

업 부가가치의 로그값이며, 함수의 구성요소로서 산업의 특화도(SPECit),

산업단지 면적의 로그값(ln(AREAit)), 인구규모의 로그값((ln(POPit)), 재

정자립도의 로그값(ln(FIRit))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산단구분을 더미변수

로 설정하였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에 해당하는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였고, 아래첨자 i는 50개 산업집적지, t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의 해당연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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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패널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Stata/SE 11.2 for Windows(32-bit)를 사용하였다.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고,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로그를 취하지 않은 원래

의 값으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 제시되는 항목은 종속변수, 독립

변수, 통제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N), 관측그룹수

(n), 시계열평균 관측개수(T)이다. 여기서 관측수는 전체 분석대상의 수

를 의미하고, 관측그룹수는 연도별 차이를 제거하여 지역과 산업만으로

구분되는 패널변수의 수를 뜻하며, 시계열평균 관측개수는 연구기간 동

안 관측그룹별로 측정되는 평균 관측 연수에 해당한다. 또한 각 변수들

은 시계열벌 관측 그룹을 별개의 관측수로 측정하여 제시하는 overall

항목과 관측그룹들의 시계열별 평균들의 측정치인 between 항목, 그리고

각각의 관측그룹 값에서 해당 관측그룹의 시계열 평균값을 빼고 다시

overall의 평균값을 더하여 산출되는 within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overall, between, within의 세 항목의 평균값은 항상 동일하게 나

타나며, 특히 within 항목은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어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시계열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1. 종속변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50개 산업단지의 지역 내 총 부가가치와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이며 단위는 조원이다. 전체 지역부가가치의 평균은

10조 7,740억원이며 표준편차는 7조 5,680억원으로 산업단지와 연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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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부가가치가 다양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tween 편차(7.134)가 within 편차(2.702)보다 큰 것은 산업단지별 분포

가 연도별 분포보다 더 넓은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평균은 7조 4,740억원이고 지역 내 총 부가가치의 70% 수준이며, 표준편

차가 평균을 상회할만큼 크게 나타나 그 수치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내 총 부가가치와 마찬가지로, between 편차(7.326)가

within 편차(2.141)보다 크게 나타나 산업단지별 분포가 연도별 분포보다

더욱 넓은 모습을 보였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조원)

overall 10.774 7.568 1.738 45.083 N=500

between “ 7.134 2.067 29.164 n=50

within “ 2.702 0.337 26.693 T=10

지역 내
제조업부가가치
(조원)

overall 7.474 7.568 0.139 44.673 N=500

between “ 7.326 0.382 28.132 n=50

within “ 2.141 -3.479 27.203 T=10

2. 독립변수 기술통계 분석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50개 산업단지의 특화도, 입주기

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이며 단위는 각각 %, 사, 십억원, 천명이다. 특화

도 평균은 35.7%, 입주기업수 평균은 1,000사, 생산액 평균은 6조927억

원, 고용인원 평균은 2만3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between 편차

가 within 편차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산업단지간의 편차보다 시계

열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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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특화도
(%)

overall 35.726 21.065 0.000 100.000 N=500

between “ 20.367 6.368 99.994 n=50

within “ 6.034 10.506 82.962 T=10

입주기업수
(사)

overall 1,000 2,183 4 12,039 N=500

between “ 2,165 5 9,925 n=50

within “ 407 -2,202 3,652 T=10

생산액
(십억원)

overall 6,092.661 11,533.100 0.105 88,816.270 N=500

between “ 11,155.350 0.323 56,978.450 n=50

within “ 3,288.627 -16,355.500 37,930.480 T=10

고용인원
(천명)

overall 22.958 35.866 0.113 177.624 N=500

between “ 35.474 0.323 138.837 n=50

within “ 7.120 -26.014 65.986 T=10

3. 통제변수 기술통계 분석

연구에 쓰인 통제변수는 50개의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집적지 면적, 인

구규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이며 단위는 각각 천m2, 천명, %, 조원

이다. 산업집적지 면적 평균은 819만m2, 인구규모 평균은 37만명, 재정자

립도 평균은 36.1%로 나타났고 이들 또한, between 편차가 within 편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에 따른 변화보다 산업단지에 따른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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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산업집적지
면적
(천m2)

overall 8,194.060 15,561.090 77.000 96,225.000 N=500

between “ 15,703.350 77.000 96,225.000 n=50

within “ 0.000 8,194.060 8,194.060 T=10

인구규모
(천명)

overall 365.972 233.366 51.819 1,091.881 N=500

between “ 233.862 59.400 1,083.695 n=50

within “ 27.472 220.996 494.028 T=10

재정자립도
(%)

overall 36.135 13.309 12.200 74.000 N=500

between “ 12.906 16.200 66.700 n=50

within “ 3.684 23.455 48.095 T=10

제 2 절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각 변수들 사이에 보이는 선형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

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역 내 총 부가가치는 입주기업수(r=0.180,

p<0.001), 생산액(r=0.221, p<0.001), 고용인원(r=0.386, p<0.001)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는 특화도(r=0.083,

p=0.063), 생산액(r=0.222, p<0.001), 고용인원(r=0.283, r<0.001)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이 서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r=0.177～0.781, p<0.001), 반면 특화도에 대하여는 모두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r=-0.338～-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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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와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는

산업집적지 면적(r=0.094, p=0.036), 인구규모(r=0.752, p<0.001), 재정자립

도(r=0.719, p<0.001) 모두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도 산업집적지 면적(r=0.169, p<0.001), 인구규모

(r=0.478, p<0.001), 재정자립도(r=0.636, p<0.001), 전부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끝으로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변수의 상관계수

지역내총
부가
가치

지역내제
조업
부가가치

특화도
입주
기업수

생산액
고용
인원

산업
집적지
면적

인구
규모

재정
자립도

지역내
총부가
가치

1

지역내
제조업
부가가치

0.847*** 1

(<0.001)

특화도
0.066 0.083* 1

(0.140) (0.063)

입주
기업수

0.180*** -0.017 -0.196*** 1

(<0.001) (0.709) (<0.001)

생산액
0.221*** 0.222*** -0.388*** 0.177*** 1

(<0.001) (<0.001) (<0.001) (<0.001)

고용
인원

0.386*** 0.283*** -0.097** 0.781*** 0.439*** 1

(<0.001) (<0.001) (0.030) (<0.001) (<0.001)

산업
집적지
면적

0.094** 0.169*** 0.128*** 0.514*** 0.198*** 0.659*** 1

(0.036) (<0.001) (0.004) (<0.001) (<0.001) (<0.001)

인구
규모

0.752*** 0.478*** -0.030 0.269*** 0.197*** 0.356*** -0.087* 1

(<0.001) (<0.001) (0.498) (<0.001) (<0.001) (<0.001) (0.052)

재정
자립도

0.719*** 0.636*** -0.040 0.111** 0.234*** 0.271*** -0.016 0.491*** 1

(<0.001) (<0.001) (0.368) (0.013) (<0.001) (<0.001) (0.717) (<0.001)

주 :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의 숫자는 p값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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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및 분석

1. 패널 선형회귀분석의 기본가정 검증

본 연구는 50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균형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패널분석을 적용하였다. 패

널분석에 대한 분석모형은 합동OLS모형(pooled OLS model),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

된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모형은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관찰되지 않는 내재적 속성(ui)과 관찰되는 속성(Xit) 간에 관계가 있는

지에 따라 모형이 달라진다. 내재적 속성(ui)이 관찰되는 속성(Xit)과 관

련이 없으면 확률효과모형이 되고 관련이 있으면 고정효과모형이 된다.

yit  Xit
′  u i t  it (식 5)

1) 적합한 모형의 선택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Breusch-Pagan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 내 총 부가가치에 대한 통

계량은 =1270.8 (p<0.001),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에 대한 통계량은


=1491.7 (p<0.001)로 나타나 모형 내재적 속성(ui)의 분산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합동 OLS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내재적 속성(ui)

과 관찰되는 속성(Xit)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지역 내 총 부가가치가 포함된 모형에 대해서는 =14.44 (p=0.044),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가 포함된 모형에 대해서는 =59.27 (p<0.001)

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내재적 속성과 관찰되는 속성 간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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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음)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2) 다중공선성 검정

본 연구에 사용하는 변수들을 단일 모형에서 함께 분석할 때 다중공선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 보정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였다. 지역 내 총 부가가치와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라는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모든 독립변수

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추정하였고 개별 VIF와 평균 VIF(2.43)

모두 10 미만으로 나와서 다중공선성이 없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표 4-5]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분산팽창계수

구분
모형 1, 2

VIF 1/VIF

종속변수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독립
변수

산업단지 특화도 1.56 0.64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3.35 0.30

산업단지 생산액 3.97 0.25

산업단지 고용인원 5.92 0.17

통제
변수

산업집적지 면적 2.88 0.35
인구규모 1.76 0.57
재정자립도 1.50 0.67

연도
더미

07년 1.80 0.56
08년 1.80 0.56
09년 1.80 0.56
10년 1.79 0.56
11년 1.81 0.55
12년 1.81 0.55
13년 1.81 0.55
14년 1.82 0.55
15년 1.81 0.55

산단구분 국가 4.08 0.24

평균 VIF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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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형의 이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에 대한 각각의 모형에 대해 Breusch-Pag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잔차의 분산이 일정하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

준에서 기각하여 이분산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통계량은 각각 

=69.97 (p<0.001), =8.10 (p=0.004)) 이러한 이분산성은 추정치에 대한

잔차의 분포 그래프(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의 이분산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Stata 명령어에

vce(robust)를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할 경우 이분산성을 보

정하게 되어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1] 이분산성 보정 전 모형의 추정치와 잔차 그래프

모형 1 : 지역 내 총 부가가치에 대한 모형

모형 2 :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에 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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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인 모형 1, 모형 2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6] 모형별 추정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p-value 유의성 계수 표준오차 p-value 유의성

종속변수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독
립
변
수

특화도 0.029 0.008 <0.001 *** 0.054 0.017 <0.001 ***
입주기업
수

-0.004 0.022 0.844 0.064 0.046 0.161

생산액 0.016 0.080 0.838 -0.303 0.169 0.073 *

고용인원 0.074 0.013 <0.001 *** 0.288 0.028 <0.001 ***

통
제
변
수

산단 면적 0.053 0.015 <0.001 *** 0.166 0.032 <0.001 ***

인구규모 0.527 0.023 <0.001 *** 0.442 0.049 <0.001 ***
재정자립

도
0.850 0.042 <0.001 *** 1.335 0.088 <0.001 ***

연도
더미

07년 0.033 0.061 0.587 0.076 0.127 0.550

08년 0.036 0.061 0.548 0.074 0.127 0.561

09년 0.130 0.061 0.033 ** 0.057 0.127 0.652

10년 0.179 0.061 0.003 *** 0.205 0.128 0.109

11년 0.234 0.061 <0.001 *** 0.276 0.127 0.030 **

12년 0.289 0.061 <0.001 *** 0.295 0.127 0.020 **

13년 0.344 0.061 <0.001 *** 0.324 0.127 0.011 **

14년 0.424 0.061 <0.001 *** 0.372 0.128 0.004 ***

15년 0.437 0.061 <0.001 *** 0.394 0.127 0.002 ***
산단
구분

국가 0.359 0.055 <0.001 *** 0.646 0.114 <0.001 ***

상수 5.591 0.264 <0.001 *** 3.135 1.906 0.100 *

χ2 52.09 - - *** 17.38 - - ***

관측수 500 - - 500 - -

R2-within 0.787 - - 0.503 - -

R2-between 0.536 - - 0.326 - -

R2-overall 0.577 - - 0.330 - -

주 :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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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총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특화도와 고용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특화도의 추정된 계수는 0.029 (p<0.001)로서 산업단지 내 특

정 업종의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 내 총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

었다. 또한, 산업단지 고용인원의 추정된 계수는 0.074 (p=0.013)로서 고

용인원이 많을수록 지역 내 총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 1-2, 1-3은 기각하고 가설 1-1, 1-4는 채택되었다.

[표 4-7] 모형 1 검정 결과 요약

구 분 가 설 내 용 검 증

가설
1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산업단지 특화도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
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3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4

산업단지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2에 대해서는, 산업

단지 특화도, 입주기업수, 고용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특화도의 추정된 계수는 0.054 (p<0.001)이며

특정 업종의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향

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고용인원의 추정된 계수는 0.288

(p<0.001)으로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가 높아지

는 추세가 있다. 이에 따라 가설 2-2, 2-3은 기각하고 가설 2-1, 2-4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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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모형 2 검정 결과 요약

구 분 가 설 내 용 검 증

가설
2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산업단지 특화도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
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3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
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4

산업단지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위의 가설 1-1, 1-4, 2-1, 2-4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특화도 증가 및 고

용인원의 증가가 지역 내 총부가가치와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설 1-2, 1-3, 2-2, 2-3을 살

펴보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수의 증가와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총부가

가치와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산업단지 특화도는 0에 가까울수록 산업의 특화도가 감소하고, 1에

가까울수록 특화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가설 검정 결과 다양한 산업이

집중될 때 산업발전이 가속화 된다는 Jacobs의 도시화경제이론 보다는

동일한 산업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면 산업발전이 촉진된다는 Marshall의

지역화경제 이론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송․장수명

(2001)의 산업의 특화와 경쟁에 의한 지역화경제 효과가 모두 지역산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와 정준호․김선배․변

창욱(2004)의 특화에 의한 지역화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등

산업집적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이론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민경희․김영수(2003)의 지역화경제 중 산업의 특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경쟁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이론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연구대상의 범위나 연도에 따른 실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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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그 근간이 되었던 산업집적지의 역할,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단지의 역할을 지역화경제로 주장한

Marshall과 도시화경제로 주장한 Jacobs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산업단지 특화도,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

인원과 같은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와 지역의 산업,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공간적 범위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중

그 규모와 비중이 극히 적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로 설정, 해당 산업집적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총 50개의 산

업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말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1,158

개가 지정되어있고 입주기업체는 92,165개사, 가동업체는 85,130개사에

이른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개수는 42개(3.6%)에 불과하나 입주기업

체는 49,350개(53.5%)로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

조업 생산의 60%, 고용의 40%,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생산

의 실질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7년부터 2016년까

지의 데이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공

하는 월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시군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산업집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

보고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인 산업단지 특화도(허쉬만-허핀달 지수 활

용), 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실증하기 위

해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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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 ‘산업집적지 특화 요소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방법은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 ln(지역

내 총 부가가치), ln(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독립변수로 산업단지 특

화도, ln(입주기업수), ln(생산액), ln(고용인원), 통제변수로 ln(산업집적지

면적), ln(인구규모), ln(지역별 재정자립도), 산단구분 및 연도별 더미를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변수의 변화율을 보다 명확히 보고 이분산성

보정을 위해 각 활성화 요인과 변수들에 로그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고 보정하기 위해 분산팽창

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형에 대해

Breusch-Pag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분산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 Stata 명령어에 vce(robust)를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그리고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Breusch-Pagan의

LM(Lagrangian Multiplier)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합동 OLS모형으로 추정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내재적 속성(ui)과 관찰되는 속성(Xit)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산업단지 특화도 및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

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및 ‘산업단지 특화도 및 고용인

원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수 및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및 ‘산업단지 입주기

업수 및 생산액 증가는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가지는 차별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시군구 또는 일부 산업단지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

한 반면 본 연구는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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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하였다. 둘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

간이나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비교적 가

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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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동일 혹은 유사업종의 산업집적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

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역별 특화 및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방법은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중요

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많이 조성

하는데 급급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조성된 산업단지들의 산업구조와 특

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성장 및 육성시키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산

업단지의 고유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산업단지 관리 프레임에도 보

다 미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하나 하나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

시키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등과 더불어

전통적 제조업 집적지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대형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산업입지의 필요성은 여전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이나 신규

입지의 공급중단과 같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기반

하여 유연한 개발, 관리, 지원정책과 기업유치, 지역과의 시너지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산업단지의 특화도, 고용인원 증가가 지역 내 총 부가가치 및 지

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산업단지 전

반에 걸쳐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전통적 형태의 산업집적지가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

는 제조업 무용론, 일부 지역의 산업단지 공동화에 따른 산업단지 정책

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이다.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에 기

업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는데 그 우선 순위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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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수립 사전에 조성에 따

라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후에도 정책적, 경제

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여 그 효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과거에는 산업입지의 공급에만 집중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역

과 산업단지의 개별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성장 및 육성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2016년말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1,158개가 지정되어

있고 입주기업체는 92,165개사, 가동업체는 85,130개사에 이른다. 이 외에

도 산업단지가 밖의 준산업단지, 도심의 공업지대,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

한 산업집적지가 존재하는데 국내외 경제상황 및 도시화와 지방격차 가

속화로 산업집적지의 외부 환경은 경제개발 시기에 주로 조성된 국가산

업단지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을 추

진하는데 전략물자 등 국가의 주요 산업 이외의 지역산업정책은 지방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는 맞

춤형 정책들을 지역 차원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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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

로 산업집적지의 특화 요소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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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도 확대하여 농공단지에

까지 실증분석이 가능하다면 보다 풍성한 산업단지 관련 함의가 도출되

리라 생각한다.

둘째, 지역 내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생적, 외생적 변수

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의 기본이 되는 산업단지 데이터의 한계

로 일부 변수만 활용을 하였다. 향후 공간적, 시간적 범위 확대와 함께

지역 내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

의 정교함을 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산업단지 분류를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관리체계상

몇 가지의 범주로 묶여 있는 산업단지들의 고유 특성을 찾아 그에 맞는

미시적 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다양하

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분석이 차후에는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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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ded Value in the region

Chun, Ki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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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focuses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which is 

the basis of the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growth. It also  

analyzes the effects of the agglomeration of the economy which 

is the greatest factor in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Marshall's theory and Jacobs's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pecial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and activation factors such 

as occupation,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industrial cluster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support policies.

  The study area was set as a major industrial complex in 

Korea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50 national and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As of the end of 2016, there are 

1,158 industrial complexes nationwide, with 92,165 moving 

companies and 85,130 moving compani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only 42(3.6%), but it 

can be estimated as 49,350(53.5%). The data were analyzed 

from 2007 to 2016 for the temporal range. To this end, I used 

the monthly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dustry Tre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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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by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the 

‘Mining Manufacturing Industry Survey’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statistical annals of the 

respective municipalities.

The research method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to industrial integration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an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the specialization of 

industrial complexes(number of enterprises, production, employment) 

and industrial specialization(using Hersheyman-Hefindall index) 'The 

specializ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total added value in the region', 'The specializ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anufacturing added value in the region', The research 

hypothesis was set.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the 

complex and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positively affect 

the total and manufacturing added value in the region. The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number of companies in the 

industrial complex and the amount of production will have a 

positively affect the total and manufacturing added value in the 

region was rejected.

  The difference of this study from the previous studies is as 

follows. First,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analyzed urban 

districts or individual and some industrial complexes, but this 

study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to major industrial 

complexes and municipalities in Korea. Secondly, we attempted 

to analyze and make balance panel data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10 years from 2007 to 2016. Thirdly, the we used 

most recent data.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gglomeration of similar industries can positively  

affect the local economy. This means that the strategy in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region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effectively far. a new paradigm of industrial 

policy making is nee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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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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it is proved that the increase in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the complex and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in the industrial complex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he 

total and manufacturing added value in the region. This is 

becaus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forms of 

industrial cluster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 enforce policies in the premise of 

neglecting the industrial park policy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of some industrial complexes in some regions You should no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flexible development, 

management, support policy and enterpris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industry rather than a rigid 

approach such as the reckless use change of old-aged industrial 

parks or the disruption of supply of new location.

  Third, in the past, if we focused only on the supply of 

industrial location, we need policies that will grow and nurture in 

response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structure 

of regional and industrial complexes. As I mentioned before As 

of the end of 2016, there are 1,158 industrial complexes 

nationwide, with 92,165 moving companies and 85,130 moving 

companies.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industrial clusters i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mainly  

developed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due to the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c situation and urbanization and  

accelerated regional disparity. In the future,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should be more effective in strengthening local  

authority a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ustomized policies 

tailored to the vari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gion at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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