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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1) 昭究目的

)、間이 生活하는 空間은 時間的 次元에서 볼 때 

어떤 價{直의 變化나 過去에 作用했던 훨因들의 作

用方向의 變動 또는 새로운 作用멜因들의 登場으 

로 因해 繼續 變化하는 動的인 空間이 다. 즉， 어 떼 

한 場所나 地域이 갖는 立地的 意味는 時間이 흐룹 

에 따라 變化하는 것이며(1) 따라서 最適立地의 搬

;융:역시 靜的인 것이 이-니라 動的언 擺念이다. 그러 

므로 立地變化는 單純히 一般的 特性이 나 條件뿔만 

아니 라 社會經濟的 은얄間의 觀點 빚 時間的인 次元에 

서 把握되 어 야 한다고 본다 (2) 더 우기 중요한 立地

因子는 工業이 移動할 때 가장 分明허 나다나며 (3) 

工業의 移動은 보다 分明하고 合理的언 動機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4) 工業立地를 時間的언 次元에 

서 分析함으로써 工業空間과 그 移序를 보다 效果

的으로 正確하게 理解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 나 古典的인 立地船究는 주로 立地選定이 나 

立地決定， 工業分布의 類型分析에 치우쳤을 뿐， 社

會經濟的 空間의 搬念에 時間이 라는 次元을 充分히 

反映한 것은 멜로 없었으며 (5) 우리나라의 경우도 

局地的인 昭究는 행 해 진 바 있으나 國民經濟的 立

地論닮究에 로대 를 두고 全國的언 分析을 행 한 例

는 벨로 없었다 (6)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점어들어 都市化， 重化學

工業흙成으로 因한 塵業構造의 變化， 高度의 經、폐 

成長등 社會經濟 全般에 많은 變化가 있었으며 이 

러한 變化는 工業立地에도 상당히 影響을 미쳤으리 

(1) Dziewonski, K.; 1965 , “ A New Approach to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of Location," Regioηal scieηce 
Associatioη: Papers16. pp20-21 

(2) Dziewonski, K.; 1965, op. cit. p.18. 
金相昊 ; 1974, 地理學擺論， p.475. 

(3) Fuchs, V.R.; 1962, Chaη!ges in the Locatioη of Manufacturing iη the United States since 1929,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Conn. p.32 
(4) Lösch, A.; 1967, The Ecoηomics 0/ Location; translated by Woglom , W.H. , from Die rδumliche Ordnαng der 

Wirtschaft (1940) , John Wiley & Sons, Inc. , New York. p.377 
(5) Dziewonski, K. , 1965, op. cit. , p.17. 
(6) 局地的언 짧究로 耶基柱 ; 1969, “工業立地의 動向-大邱市 조業立地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崔基;構 ; 1969, “서울市 工業의 地域的 變動에 關한 팎究， -1955"'1966년의 變化블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金東星 ; 1972, “大都市 周邊에 있어 서 의 工業의 發展과 그 問題點 騎山地理， 2號.

全國的언 땀究로 李明姬 ; 1974, “ 1韓國에 있어서 工業의 地域構造와 그 變動” 慶北大學校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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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다. 本빠究에서는 지난 10餘年間의 이러한社 

會經濟的 諸般 變化룹 重視하고， 地理空間에 時間

훨素를 導入함으로써 韓國그그業立地 變化의 內容과 

程度， 이 에 수만된 空間秋序의 變化 및 그 몇因을 

巨視的 立場에 서 分析하고자 한다. 

2) 맑究方法 

工業立地 昭究에 있어서 종전에 經i齊學者들이 公

式的이 고 抽象的이 거 나 演繹的이 고 理論的인 接近

을 시도한 데 反하여， 地理學者들은 주로 直觀的언 

面에 基盤을 두고 經驗的인 case study를 통하여 一

般化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7) 그러녀- 計量黃命과 

더 불어 地理學者들은 理論的언 面에 對한 認識의 

範圍를 넓 히 고， 經驗的인 地理的 돼究를 理論으로 

發展시 키 게 되 었 다 (8) 特히 最近에 는 經濟地理學을 

行動科學 (Beha vioral Science) 으로 보고 經濟組織의 

作用을 說明하는 理論과 一般原理를 設定하는 데 

관심을 모으게 되 었다. 에 

本昭究에서는 이와같은 時代的 順向에 맞추어 計

量的인 方法으로 分析을 試圖했오며 空間組織에 存

在하는 -般原理를 理解하는 데 注意를 기 울였 다. 

變化를 分析-하는 데 는 Fuchs가 美國의 I業立地 變

化를 分析하는 데 利用하고 工業立地 分析의 한 方

法오로 提示한 統計的인 技法을(10) 適用， 分析하였 

으며 , 分析結果를 보다 效果的으로 把握할 수 있도 

록 地圖化하였다. 

分析의 대 상이 된 時期는 1968년을 前後하여 各

各 5년씩 , 텅P 1963년 부터 1968년 까지 의 5년 (以下

前半 5年이 라 칭 함)과 1968년부터 1973년 까지 의 5 

년(以下 後半 5年이 라 칭 함)으로 하여 10년間이 다. 

1968년을 중심으로 前後 5년씩 區分한 것은 經濟開

發計劃이 本格的 薦L道에 들어섬으로써 나타난 社會

經펀的 與件의 變化를 염 두에 둔 점 과 資料上의 4효 

宜 때문이다. 

分析의 對象이 된 工業은 製造業 全般이 며 製造

業 全體와 광공업센서스에서 밝힌 9個業種(11)이다. 

分析에 사용한 指標는 從業員數이 다. 工業立地分

析에 있어 指標의 選定에 對해서는 學者들 間에 意

見을 달리하고 있으나(12) Alexander, J. W. (1 3) 나 

Patni , R.L. (14) 의 見解를 받아들여 從業員數 하나만 

의 單純指標를 택 하였 다. 

從員業數를 指標로 하여 分析한 計算方法은 다음 

과 같다. 

G) S地域 製造業 全體의 相對的 增減(Comparative

gain or loss) 

Ys-Hs 

@S地域 製造業 全體의 相對的 增減率m) (The 

rate of Compartive gain or loss) 

Y -H . 
•. -~'T .100 

YS or Hs 

@ 韓國製造業 全體의 純移動l量 (Total net shift) 

앨 l Ys-Hsl 
효~ 2 

@ 韓國製造業 全體의 純移動率(The rate of 

Total net shift) 

펠 I Ys-Hsl C I --- S í\""{~추'-.100 
설 2Y 

같은 方法으로 各業種別로 CD,@,@, 넷블 구한다. 

즉 i業種에 돼해서는 다음과 같다. 

CD' Ysi-Hsi 

@l Yi- 다· 
-으I _ .. ~;:I .100 Ysi or Hsi 

~ I Ysi-Hsil @' L; 검←→} 

~ I Ysi-Hsil @' L; •----•• '-.100 
s~ 2Yi 

(7) Smith, D.M.; 1971, lndμstrial Location: An Ecoηomic Geographical Aηalysis ， John Wi1ey & Sons, 1nc. p.95 
(8) Smith, D.M.; 1971 , op. cit., p. 110 

Thompson , ].; 1966, “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Manufacturing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 
Vo1.42. pp. 356-365. 

(9) Lloyd, P.A. , and Dickon , P.; 1972, Locatioη iη space; A Theoretical Approach to Ecoηomic Geography, Harper 
& Row, Publishers. p.2 

(10) Fuchs, V.R.; 1962, op. cit., pp.38-43 
(11) CD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섬유 의복 및 가즉공업 @ 제재 나무제품 및 가구제조업 @ 종이 종이제품 및 인 

쇄출판엽 @ 화학 석유 • 석단 • 고우 프라스탁제조엽 @ 비금속 굉-불 제픔 제조엽 @ 제 1차 금속 제조엽 @ 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기타제조업 

(1 2) Patni, R.L.; 1968, “ A New Method for Measuring Locational Changes in a Manufacturing 1ndustry." Eoηomic 
Geography , Vo1.44, p.216 

(1 3) Alexander, J.W.; 1958, “Location of Manufacturing: Methods of Measurement" Annals 0/ the Associatioη 0/ 
American Geographers , Vol. 48. p.20 

(14) Patni , R. L.; 1968, op. cit., pp. 216-217 
(15) 분모에서 둘중 큰것을 취했다. 번위를 +100%에서 -100%로 암축하여 分析하는데 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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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地域의 相對的 I業構造의 變化率

( H/s- Hs Bs-B's \ --- --.;;-'---=n',--) .100 
H's or H s Bs or B's / 

X: 韓國製造業 全體의 基準年度(Initial Year) 의 

從業될數(여기서는 前半5년은 63년， 後半 5

년은 68년의 從業단數임) 

Xi : 韓國 i 業種의 基準年度의 從業쉴數. 

Xs:S地域 製造業 全體의 基準年度의 從業員數

Xsi S地域 j 業種에 대 한 基準年度의 從業員數

各各 같은 意、味로 

Y， Yj， YHYsi는 마지 막 年度 (Terminal Year, 여 기 

서는 前半 5년은 68년， 後半 5년은 73년임)의 ?J얀業 

員數를 나타낸다. y-x 

v
μ뉴V씨
 

γ

깃
 γ
i
d
 

R 

H
‘ 

Bs= Ys' 쫓 

Bsi= Y si ' 쭉 

뼈
 많
 
다
 

‘ . t 

mn 
B's= 'Lßsi 

3) 資料의 처리 및 地域의 選定

우리나라에서 鍵工業센서스는 1958년부터 始作되 

었으며， 最近에는 1973년 末에 行하였다. 鍵I業센 

서스 報告書에는 各道別 資料만이 提示되어 있기 

때문에 市郵別 줬料로 利用할 수 없었다. 다행히 

1968년 이후에 갚시한 鍵工業센서스의 原資料」를 利

用할 수 있게 되어 1968년과 1973년의 資料롤 各

區，市，圖別로 再調整하였다. 1963년 資料는 原資料

를 利用할 수 없었고， 다만 鍵]그業센서스 報告書

第三部 事業體名揮댐이 있어서 이것을 利用하여 各

單位地域別， 業種別로 區分 調整하였다. 그렌데 이 

資料는 各 I.場別 징 확한 從業단數는 다푸지 않고， 

다만 階級別로 區分되어 있었기 때문에 (16) 이것을 

各 階級別로 마당판 접수를 주어 싣재의 從業쉰數와 

밸 差異가 없도록- 各 탱位J也j패의 業種別 떼&íE (1핀블 

구했다. 몇차례의 검증을 동-하였기 때문에 짧펄는 

아주 {휩少하리 라 믿는다(17) 

흉}갖E地域은 南韓 全地;域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서 

란파 쏠山의 各 區와(18) 그외 各F십， 합B을 包含하여 

184個 地域을 댄位t也域즈L로 擇댔 다. 1963년 以後 약 

간의 行政區域上의 變動이 있었는데 이는 63년， 68 

년， 73년 各 줬料를 比較 分析할 수 있도록 調整했 
다 (19) 

II . 韓國 I業立地變化의 搬況

1) 立地變化의 搬念과 用語의 定義

工業의 立地變化라고 말하면 工場시설이나 從業

員의 場所的 移動을 훨;味한다고 보기 쉽 다. 그러 나 

本맑究에서는 實質的인 移動1뿐만 아니라 地域的언 

成長·率의 差異.와 관련지 어 相對的 變化를 把握하고 

자 했다. 

신제로 그j業의 立地變化는 工業成長·率의 地理的

差異로 理解될 수 있으며， 工場시설의 싣질적인 再

立地는 큰 역 할을 하지 못하고 勞動力의 移動도 서 

서히 일어나거나 거의 移動이 없기 때문에 (20) 成長

率의 差異에 의한 結果를 重視한 것이다. 따라서 本

積에서의 立地變化의 織念은 실질적인 시설의 移動

뿐만이 아니 라 社會， 經濟的 諸因子들의 相互作用

으로 이루어진 地理的 成長率의 差異에서 비롯된 

I業의 再分布를 意味한다. 다음에 變化의 類型을 

理解하기 위하여 편의상 몇 개의 用語를 定義할 必
훨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Zelinsky (21) 와 Patni (,Il 2) 

가 定義한 織念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定義했다. 

• 工業의 Centra1ization : 어 떤 特定地域。l 그 地域

을 包含한 넓은 地域에 比較해서 공업의 集: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J~業의 Decentralization : 어 떤 特定地域이 그 地

域윤 包含한 넓 은 地域에 Jt較히l 서 I業의 행中 

이 相對的으로 감소히-는 현 상 . 

. I業의 鍵散(Diffusion) : 大都市 地域內部에서 일 

어 나는 Decentraliza tion의 過程

(16) 사업 체 명 부에 서 는 (j) 5"'"'9A @ 1O '"'-'19A 얀! 20'"'-'49A @ 50'"'-'99人 @ 100""'199A @ 200'"'-'499人 cv 500Á 以上
의 7계급으로 區分되어 기호로 표시되어있다. 

(17) 체급별 점수는 68년과73년에 적용시켜 오차가 가장 근소한 수치를 택했고 각 업종별로 다르지만 CD 6.3Á @ 13.5 
/\ @ 31人 @ 68人 @ 133λ、 @ 311人에 가까운 값을 택했으며 cv 500Á이상은 대개 실수치블 알 수 있었고 알 
수 없는 것은 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른 점수를 주었다. 이의 결과블 도별통계와 비교했을때 오차는 
불과 1%에 지 나지 않았다. 

(18) 특히 大都市 內部變化를 理解하기 f홉하여 서 울과 부산을 各區別로 별도로 다룬었다. 

(19) 서울의 도봉구와 관악구는 성북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포함시겼고 부천군은 부천시로 성남시는 광주군에 안양시는 
시흥군에 포함시켜 l:ll 교했다. 전남 신안군은 68년 이후부터 분려 비교했고 동래군은 양산군에 포함시켰다. 

(20) Hoover, E.M.; 1948, The Locatioη 0/ Ecoηomic Activity, Mc Graw Hill Book Co. , Inc. p.150 
(21) Zelinsky, W.; 1958, “ A Method for Measuring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Activity: The 

United States, 1939--1947." Ecoηomic Geography , Vo1. 34. p.508 
(22) Patni , R. L.; 1968. op. ci t.,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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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工業의 分散(Dispersion) : 大都市地域으로부터 그 

都市의 |짧接地l或으로， 또는 어 I단 電펄한 一定地파 

으로부터 다은 地域오로 Decentralization되 는 過않 

2) I業의 規模， 構造 및 集中의 變化

韓國I業의 空間變化를 보기 위 해 서 우선 規模와 

構造， 地理的 集中의 面에서 꺼짧쁨的으로 考察해 보 

고자한다. 

最適立地를 定하는 問題에 있 어 서 大部分의 立地

理論이 規模의 變化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規模

의 變化에 따라 最適立地가 變한다는 事實을 看‘過

해서는 안될 것이다 (23) 

調훌期間동안 우리 나라 I場規模의 變化를(Table 

1) 에서 볼 때 1963년은 中小工場의 比重이 컸으나 

1972년에는 大規模工場의 比重이 커졌음을 알 수 있 

다. 이 와같이 工場이 大規模化되 고 中小工場의 比

重이 낮아진 것은 우선 規模의 內部經濟(lnternal

Economy of Scale)面에 서 把握해 야 할 것 이 나 이 에 

對한 理論的 考察은 파하기로 하겠다. 그러냐 지난 

10년間 大規模;工場갈의 ltí휠 01 커진 것이 단지 規

模의 內部經濟에서만 비봇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 

다. 이것은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 라는 單

一因子에 의한 것이 아니라 社會經濟的인 禮몇因둡 

과의 복합에 의 한 結果라고 본다 (24) 

工業의 都市集中의 程度는 (Table 2) 와 같은데 대 

체로 68년에 都市集中率이 높았으나 73년에 낮아져 

서 後半 5년 동안 都市에서 分散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分散은 都市로 부터 원거리 

로 이루어지지 않고 大都市 周邊地域으로 이루어저 

全國的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좁은 地域에 集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事實은 地理的 集中의 程

度를 . 나다내 는 散布系數(Coefficient of Scatter) (25) 

를 (Table 3) 에서 보면 더욱 명확혀 알 수 있다. 

(Table 1) The share of large-scale plants (more than 200 employees) 

y魔 TCD /동 @ @ @ (칭 @ @ @ 

9.14 

49.64 

54.72 

T .. all manufacturing. 

CD food , beverage, tobacco. @ textile, apparel, leather, leather products @ wood and cork, furniture and fixture 
@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publishing. @ rubber products, chemical and chemical products , petroleum and 

coaI products. @ clay, gIass, stone products. (J) basic metaI products @ metaI products,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 others. 

資料 : 經濟企劃院 鍵工業 Census 報告합 1963. 1968. 鐵I業調훌報告합 1972. 

(Table 2) The share of cities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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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efficient of Scatter 

T @ @ @ 

1963 

1968 

1973 

4 @ I @ I (J) I @ @ 

(23) Lloyd, P.E. , and Dickon, P.; "1972, op. cit. , pp.122-125. 
(24) Lloyd, P.E.; and Dicken, P.; 1972, op. cit., p.121 

(25) Fuchs, V.R.; 1962, op. ci t., p.280 (-‘定I業의 從業당數의 75%이 상블 나다낼 수 있는 單位地域의 數중 가장 작 
은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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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美國의 경 우 1929년부터 1954년까지 의 昭究에 

서는 모든 工業이 大部分 넓은 地펴으로 分散된 현 

상을 꼴 수 있었는데 (26) 우리나략의 경우는 이와反 

對되는 結果를 나다냈다. 이것은 앞으로 밝혀칠 것 

이지만 社會經濟的 要因과 政治的 훨因， 그리고 規

模의 經협에서 그 原因을 찾아야 할 것이다. 

部門別 工業構造의 變化블 볼 때 조사기 간중 重

化學工業， 特히 금속제품 및 기계공엽이 크게 증가 

하였다. 섬유공업이 계속 제일 큰 比重을 차지하였 

고 成長率도 높았으며 餘食料品， 製材， 나무제 품 製

造業， 비금속제품공엽의 成長率이 比較的 낮았다. 

그 리 고 分化指數 (lndex of Diversification) (27) 로 

(;!(w 
‘-~ 

g2OOO or more 
1000 
to 1999 

@6og 
t0999 

톨 400 
to 599 

• 200 
to 399 

• lQO, tõ -199 
• O 

to 99 
。 ':'100

to -1 
o :20Q 

to -101 
O -4OO 

:1'0 -201 

o ~~~g to -401 
。 -100。

to- -601 
-2000 
to --1001 

보면 우리나라- 퍼業은 分化되어 가고 있다기 보다 

는 特:定-τ業을 中心으로 特化되 어 가고 있 다 (28) 

相對l퍼 I業構造의 變化 (29) 에서는 前半 5년은 

全國平均이 4.275% (30) , 쩔半 5년은 4.526%로 나다 

나서 徵半 5년에 構造의 變化가 약간 더 있었으나 

큰 差異는 없다. 全般的으로 볼 때 몇개의 地域을 

제외하고는 큰 變化가 없었다. 構造의 變化가 크게 

있었딘 地域은 주로 大都市 周邊地域들이고 이러한 

構造의 變化를 招來하게 된 것은 市場需멜의 質的

變化， 重化學工業 育成 및 工業團地 造成으로 代表

되 는 政策的언 몇因에 起因한다고 본다. 

딴;-1 

(Fig. 1) Comparative gain or 10ss of FOOL . .dEVERAGE • TOBACCO (1 963-1968) 

(26) Fuchs, V.R.; 1962, op. cit., p.280 
(27) A1exander, J.W.; 1963, Ecoηomic Geography , Prentice-Hall, Inc. , Englewood , C1iffs , N.J. pp.407-409. 
(28) Crude diversification index가 63년 에 6910, 68년 에 6753, 73년 에 6994이 었 다 (9개 업 종) . 

(Bs-B's H 's-Hs \ 
(29) \킴판'3 - H';U-Î:; ) X 100 

(30) 절대치를 평균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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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 韓國 I業立地의 空間變化와 그 흉흉因 

1) 業種別立地의 變化

經濟組織을 空間的언 次元에서 把握하는 것이 바 

로 經濟學과 經i齊地理가 다른 點이 라는 것을 考慮

하고 (31) 또 보다 效果的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各單

{立地域의 相對的 增減과 그 Jt率을 地圖化하였으며 

이의 分析에 依해 다음과 같은 變化가 認쇄되었다. 

CD 餘食料品 및 넙-llB 製造業

통조럼공장등 原料塵地에 가까이 立地하는 工業

이 있는 反面， 製第 저.1 11양이 나 淸原餘料 等 大部分은 

A 口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消費市場 가까이에 立
j也하는 順向이 있어 (32) 이 工業의 立地를 -뭘하여 

(Fig. 2) Comparative gain or 1088 of FOOD . BEVERAGE . TOBACCO (1 968-1973) 

(Table 4) Total net 8hift of Industry (or rate) 

S빨'~:II (all Manufacturing) @ 

1963 102,816 

1968 (13.74%) jj ?;;?$2)? ?;J?3Z)1 :24 6$| (鍵)l ?2A?§Z)l :ZQ 5;)1 鐵:; 3Z)l 魔
1968 198,469 

1973 (1 7.02%) 

il 56l93 210 j 쩍 0 422 | 35 558 j 12 119l12 265l l 

(23.92)1 (23. 66)! (27.67)1 (1 8.07) I (24.63) j (23.27) I (32.90시 (26.89)[ (33.09) 

(31) Lloyd, P.E. and Dicken , P; 1972, op. cit. , p.1 
(32) A1exander, J.W.; 1963, op. ci t., pp.2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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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rowth rate of Industry (%) 

(All manufactoring) φ ~ ~ I @ I ~ I @ I æ I @ Iψ 

term'\、」1963~196에 - 186 15%←~I[ 158.96 1188.01 247.00 편83 1146.97 / 213.81 j 218.81 1196.21 I 322.21 

1968"'197311 155.82% 11147.93 1163.091119.66 • 팬41 1165.05 1 102.98 /129.35 1194.09 J 152.60 

資料 : 經濟企뽑u院 : 鍵I業 센시 스 報告뿔 1963. 1968. 1973. 

論하기 는 곤란하다. 그러 나， 食料品工業이 代表的

인 消費地 近在必、훨]그業 (33) 으로서 9個業種中 가징

넓 은 地域에 分布하고 있 다. 이 의 立地變化를 나다 

낸 (Fig. l) (Fig.2) 에 서 前半 5年에 比해 , 後半 5年에 

큰 變化가 있음을 알 수 있고，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後半 5年에 地理的 集中이 彈化되었다. 

@ 鐵維 衣服 및 Èl휠工業 

購維工業은 한국의 工業化過程에 서 先導的 역 할 

을 해온 I業으로서， 우리나라 工業에서 차지하고 

퍼암; 

있는 比重은 제 일 크다. 製造業全般이 集中되 고 있 

는 碩向인데 이 工業만 唯一하게 調훌期間中에 地

理的 集中의 程度가 弱化되었으며， 都市가 차지하 

는 비율도 73年度에 크게 減少되었다. 

(Fig.3) (Fig.4) 에 서 立地의 變化를 보면 , 前半

5年에는 서울과 一部地域만 크게 增加했으나， 後半

5年은 大都市에서는 鍵散과 分散이 이루어지고， 그 

周邊地域이 크게 증가했다. 特히， 서울·쫓山·大 

邱·光州·大田이 減少하고， 그 주벨지역이 증가한 

뺨l 

격약뜨」 l 
(Fig. 3) Comparative gain or 10ss of TEXTILE . APPAREL . LEA THER (1 963-1968) 

(33) ffl)基柱 ; 1969, op. cit. ,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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點은 大都市에서 周邊地域오로의 分散이 進行됐음 

을 意味한다. 

調훌期間중 특히 68년 以徵 工場이 新設된 地域01

많은 데 單位地域의 數만 해도 18個 地域이며， 이 

18個 地域의 從業員數는 8113명이었다. 이는 우리 

나라工業이 調훌期間동얀 大部分 集략1펀 {煩向을 띄 

었는데 反하여 저렴하고 풍부한 勞動力， 政府의 分

散政策， 國內資源의 利用等으로보다 넓은 地域으로 

工場이 分散되 었음을 立讀해 주고， 이 工業이 地方

의 많은 勞動力을 吸收하기 때 문에 地域經濟의 基

盤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4) 

@ 製材 나무製品 및 家貝製造業

이 工業이 調훌期間中에 地理的 態中의 變化가 가 

장 컸오며， (Fig.5) (Fig.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 
'-' 

같이 서울이 큰 減少를 한 反面， 쏠山·仁川·群山 

이 큰 증가를 하여 集中地는 主로 港蠻이 다. 

特허 前半 5年에 서 울은 據散을， 後半 5年에 는 分

散을 한 現象이 뚜렷 이 나타나고， 그外 內陸地域은 

큰 變化가 없었다. 이것은 製材業 및 木製品製造業

이 原料의 50%以上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어 原料

指向的언 이 工業이 中間地立地의 (35) 碩向을 띄 고 

있고， 消費地가까이 에 立地하는 家貝製造業이 小規

模인데 反하여 木材 및 木製品工業이 大規模工場으 

로 港灣에 立地해있기 매문이다. 

@ 종이 • 종이 製品製造業 및 印剛出版業

(Fig.7) (Fig.8) 에 서 보면 前半 5年은 서 울 周邊

地域이 , 後半 5年은 서울과 京離道一帶가 增加를 하 

였다. 

탬] 

7 | 

(Fig. 4) Comparative gain or loss of TEXTILE . APPAREL . LEATHR (1968-1973) 

(34) Alexander , J. W.; 1963, op. cit., p.316 
(35) Hoover, E.M.; 1948, op. ci t.,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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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中心으로 볼 때 前半 5年은 中區가 큰 增

加를 하였으나， 復半 5年에는 中區 및 鍾路區가 減

少를 하여 中心地에서 據散이 일어난 現象을 알 수 

있다. 종이製造業의 立地는 原料塵地에 依해 左右

되지만， 종이製造品 等은 市場의 쫓引力도 相當히 重
훨하다 (36) 特히 이 工業中 一部는 顧客에 對한 直接

的인 써어비스， 情報의 交換 等의 理由로 大都市地

;域에 立地하며 (37) 簡品을 消費者에게 輸送하는 데 

關係되 는 費用 즉 分配寶用 (Distribution Costs) 에 

만감하기 째문에 市場의 中心地에 立地하려 한다 (38) 

따라서 大消費市場인 서울과 그 周邊地域애 集中하 
는 것은 당연하다. 

@ 化學·石油·石행·고무 표라스틱製造業 

經濟開發의 推進과 함께 이 工業이 重化學工業育

成의 重點塵業으로 登場하여 工業이 大規模化하였 

다. 石油 化學工業이 高度의 資本과 技術을 훨하고 

資本集約的 또는 技術車新的 性格을 지 니 고 있 어 그 

立地의 變化는 重훨한 意、味를 갖는다고 본다. 

(Fig. 9) (Fig. 10) 에 서 變化를 보면 前半 5年은 쏠 

山을 中心오로 그 周邊의 臨海地域이 크게 증가하 

(Fig. 5) Comparative gain or loss of WOOD . CORK . FURNITURE . FIXTURE. (1963-1968) 

(36) Fuchs, V.R.; 1962, op. cit. , p.253 
(37) Stafford, H.A.; 1960, “ Factors in the Location of the Paper board Container Industry." Ecoηomic Geography. 

Vo1. 36 , p.94 
(38) Carrier, R.E. , and Schriver, W:R.; 1968 “Location Theory: An Empirical Model and Selected Findings." Laηd 

Eco!lomics, vo1.44, 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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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서울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復半 5年은 서 

울을 中心으로 한 그 周邊地域과 大田 • 옳山 • 薦山

등지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또 光州周邊 大邱周

邊 太白山地域 一部에서 증가를 하고 그외에는 거의 

減少를 하였다. 이것은 石油 化學工業이 中間地 立

地로서 港灣에서 크게 증가한 後 석유 o 화학공엽의 

二次的언 原料를 利用한 多棒한 消費財工業이 大都

市 周邊地域에 集中하게 되 어 , 工業의 發達史的언 

한 測面을 보인 것 이 다. 이 工業은 小規模工場들이 

整理된 한펀 (39) 大規模工場들이 새 로 立地하여 , 이 

工業의 立地變化는 주로 새 로운 I場의 出現과 짧 

存工場의 閔鎭에 依해서 나타나고 있다. 

特히 後半 5年에 서울과 쏠山 大田이 크게 증가 

한 이 유중 또 하나는 고무點類가 代替財의 出現 및 

國內需몇의 限界{生으로 因해 生塵이 減少된 反面，

다이 어 및 튜브는 차량의 增大와 道路의 據張및 高

速道路의 建設로 國內需몇가 크게 增加한 데 있다 
고 본다 (4이 

@ 非金屬 鍵物製品 製造業

이 工業은 醫富한 原料와 f많魔한 勞動力오로 因

해 全國各地에 立地해 있으며 地理的 集中의 程度

는 餘食料品製造業과 마찬가지 로 매 우 弱하다. 工

場의 規模도 小規模I場의 J:t重이 크며 , 都市가 차 

지 하는 比重은 各工業中 이 工業이 제 일 낮다. 

(Fig. 6) Comparative gain or loss of WOOD.CORK.FURNITURE.FIXTURE (1968-1973) 

(39) 후만 5년동안 15개 단위지액의 공낀이 모두 펴l 쇄되었고 이 :ttß域들은 모두 합速道路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 지역 
들임-

(40) 塵業經濟없究所 ; 1971, 憐國의 I.業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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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 (Fig. 12) 에서 立地의 變化를 보면， 前

半 5年間 太白山地域-‘帶가 크게 增加했는 데， 이 

것은 豊富한 原料塵地에 大規模 시멘트工場의 建設

과 施設의 據充에 起因한다. 後半 5年은 서 울주변 

과 옳山주변에 크게 集中하였다. 

@ 第一次 金屬製造業

이 工業은 地理的 集中度가 9個業種中 가장 높고 

調훌期間동안 地域的인 變動도 他工業에 比해 甚하 

게 나다났다. 鐵鋼工業은 本來 lndustrial inertia가 

크게 作用하기 때문에 (41) 새로운鐵鋼工場의 建꿇이 

나 오래 된 工場의 閔鎭로 因해 立地가 變化하기 보 

다는 各그그場의 成長·率의 差異로 因해 變化된다 (42) 

그러나， 調훌期間동안 우리나라에서 前半 5年에는 

많存工場의 施設의 據張 等으로 위 와 같은 要因이 作

用했다고 볼 수 있으나， 復半 5年은 統合製鐵工場

의 建設 等 大規模工場이 새로 立地하게 되어 變化

를 招來했다고 본다. 

1968年에 散布系數가 4이 고， 都市가 차지 하는 比

重이 94.9%였으나， 73年에 散布系數가 9로 늪고， 

都市의 比重이 85.9%로 줄었다. 이것은 政府의 鐵

鋼工業育成에 따른 새 로운 ]그場의 建짧， 工業團地

造成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Fig. 7) Comparative gain or loss of PAPER.PAPER PRODUCTS.PRINTING.PUBLISHING. (1963-1968) 

(41) Rodgers, A.; 1952, “ Industrial Inertia-A Major Factor in the Location of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Geographic Review, Vo1.42, pp.56-66 
(42) Alexandersson , G.; 1961, “Change in the location Pattern of the Anglo-American Steel Industr>': 1948-1958." 

Eçonomic Geocraphy! Vol. 37. 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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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製造業

經濟開發計劃期間동안 機械I業을 重點的인 편成 

塵業으로 定하고 導入機械類의 輸入代替에 力點을 

두었기 때문에 지난 10年동안 各業種中에서 가장 

큰 成長을 하였다. 機械工業이 全國經濟의 주도적 

인 역할을 하고 또 機械工業의 發展단계는 國家經

濟發展의 좋은 測定이 된 다고 볼 때 (43) 이 工業씌 立

地變化는 重몇한 意味플 갖는다. 

(Fig.15) , (Fig.16) 에 셔 立地의 變化를 보면 前
半 5년은 옳山과 서 울이 增加하고 그 外地域에 서 도 

增加地域이 많았오나 復半 5년은 增加地域이 서울 

과 쏠山을 연결하는 高速道路와 거의 一꿨하고 있 

오며 그 外地域은 減少즐 하였다. 特히 서울은 鍵

散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뿐 分散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쏠山 • 大邱 • 大田은 分散이 일어났다. 

이 工業이 特히 서울과 그 주변， 쏠山주면에 큰 

增加를 보이고 成長한 것은 塵業의 發展과 多樣化，

電力施設의 大福擁充으로 電氣機械工業의 飛鍵的언 

發展， 輸送用 機械類의 需要증가 등에도 기인한다. 

@ 其f也 製쉰·業 

調훌期間中 이 工業이 機械그E業 다음오로 -폼 成

長:을 보였는 데， 이는 經濟水準이 높아집에 따라 A 
間生活樣式이 多樣化되 고 輸出工業으로서 f밟髮工業 

等이 急速한 成長을 했기 때문이다. 全國的언 變化

를 볼때 徵半 5年동안에 41個 單位地域에서 그;場이 

새로 立地했오며， 그 規模는 모두 小規模이다. 이 

(Fig. 8) Comparative gain or 1088 of PAPER.PAPER PRODUCTS.PRINTING.PUßLISHING (1968-1973) 

(43) 姜錫午 ; 新韓國地理， 새글사. 1971. p.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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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主로 {많髮輸出에 따른 f탱髮그그場둡의 立地가 주 

라고본다. 

이 와같이 全國各地에 小規模工場들이 새 로 立地

한 反面， 貴金屬 • 事務用品工業들이 大都市 서 울로 

集中한 現象을 (Fig.17) , (Fig.18) 에 서 볼 수 있 다. 
復半 5年에 서울에서는 오히려 中心地로 集中이 이 

루어 졌는 데 都市內部에 立地한 著{多品工業이 나 寫

휩藝術工業 等이 技術的 經濟的 關係로 結合하여 거 

의 分散이 일어나지 않고 (44) 事務用品， 其他工業들 

이 大消費市場인 서울에 集中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假髮工場 等의 工業이 새로 立地한 單位地

域들이 많다고 해서 이 工業이 分散한 것이라고 보 

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서울과 그 周邊地域에 集中

~ 

하여 地理的 짧中의 程度는 더 높아졌다. 

以上에 서 各 業種別 立地의 變化를 보았는데 다음 

은 이들이 緣合的오로 어떻게 變化되었으며， 그 훨 

因은 무엇인가에 對하여 分析하기로 한다. 

2) 工業立地의 空間變化와 그 要因

各業種別 工業이 그 內容을 달리해서 變化하였는 

데 이제 이들을 經合한 製造業 全般에 對한 立地變

化와 그 몇因을 分析하는데 本昭究의 力點이 주어 

졌다. 

여기에서는 子先， 製造業 全般의 變化를 把握하 

고， 業種꿨Ij 分析과 經合하여 , 變化를 招來한 主훨 

因에 對해 論하고자 한다. 

E훤 

(Fig. 9) Comparative gain or loss of RUBBER PRODUCTS.CHEMICAL.CHEMICAL 
PRODUCTS. PETROLEUM.COAL PRODUCTS (1963-1968) 

(44) 金相핏 1974, 地理學擺論， 一湖關 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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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 에서 前半 5년간의 變化를 보면 서울과 

그 周邊地域， 太白山地域 -‘部가 큰 增加를 하였고 

大邱를 中心오로한 慶北一帶와 湖南地方이 減少하 

였다. 復半 5년에는 前半 5년에 增加했던 서울과 

옳山이 減少를 하였으며， 서울， 옳山， 大邱의 大都

市 周邊地域이 큰 增加를 하였는 데 이는 특기할만 

한 事實이라 본다. 韓國 全體的오로 볼 때 큰 增加

를 한 地域은 서 울， 大邱， 옳山의 京쏠 高速道路에 

連하는 大都市 周邊地域이 고 그 外 原料盧地와 關

聯있는 몇 개의 地域을 제외하고는 大部分 減少하 

였다. 

이 와같이 前半 5년과 徵즈압 5년의 變化樣相이 다 

른데 이것은 1968년탬을 輕換期로해서 大都ï=!=îI業

Q 

의 立地는 그 類펴을 달리했다는 點을 示씻해 주고 

있다. 

調뿔期間동안 그 立地의 變化가 주로 大都市을 

中心으로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大都市와 그 周邊

地域을 브다 細密히 分析해 볼 必훨가 있다. 

大都市 內部의 地域에 서 는 中心部로 부터 據散이 

成熟해짐에 따라- 都市 內部에서 都市의 周邊地域으 

로 分散이 일어났다. 이에따라 大都市 周邊地域의 

工業集中이라는 새로운 立地碩向이 나타나고 있다. 

特히 서울의 周邊地域은 새로운 ]그業의 集積地域을 

形成하였고 이 集積地域이 都市地域의 平面的인 팽 

장을 調導했다. 이란 現象은 後半 5년동안 더욱 分
明히 나다났는데 서울， 쏠山， 大邱가(46) 그 例이며 

(Fig. 10) Comparative gain or 1088 of RUBBER PRODUCTS.CHEMICAL.CHEMICAL 
PRODUCTS. PETROLEUM. COAL PRODUCTS (1968-1973) 

(45) 大邱의 內部變化는 다음에 서 充分허 理解필 수 있 었 다. 규ß基柱 1969, 前握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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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과 光州도 이에 包含시킬 수 있다. 

大都市에서 이와같이 工業이 分散하였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우리나라 工業이 調훌期間동안 都市

로부터 보다 넓은 地域으로 分散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事實은 그렇지 않다. 

地理的 集中度를 나다내는 散布係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韓國工業은 調훌期間동얀 소수의 單位地域

오로 集中하였다. 

지금까지 把握한 變化를 간단히 要約하면 @地理

的 集中度의 增加 @集中地域의 大部分이 高速道路

의 휩2響團에 있는 地域，@大都市 內部에서의 鍵散

과 分散， 大都市 周邊地域의 集中우로 말할 수 있 

는데 特히 이중에서 세먼째의 사항은 韓國工業立地

變化의 特記할 만한 事實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에 이와같은 變化는 어떼한 흉흉因에 依한 것 

인가， 그 主쩔因에 對해서 分析하기로 하겠다. 

工業化와 都市化는 相互間의 因果關係는 明確하 

지 않으나 密接한 關係가 있고， 長期間에 걸쳐 觀

察할 때 工業化가 都市化를 先行할 때 가 있고 혹은 

都市化에 從行 乃至 뺨行할 때가 있다는 事實은 이 

미 밝혀진 바가 있는데 (46) 韓國에서 工業化와 A 口

增加間의 關係는 論難의 餘地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調훌期間동안 우리나라 工業立地의 變化와 A 口

(Fig. 11) Comparative gain or loss of CLAY'GLASS.STONE PRODUCTS. (1963-1968) 

(46) 耶基柱 ; 1969, 前據書，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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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化는 이태리 南部地方의 (41) 경우와 같이 어떤 特

別한 關係룹 가지고 이푸어진 것 갚지는 않다. 따 

r!iA 口는 계 속 增加하여 넓폐f표셋j聞동안 /\ 口의 쉽~r티 

集中現象이 뚜렷이 나타난 反面 68년경을 中心으로 

하여 都市가 차지 하는 製造業의 比率은 減少 趙勢

에 놓여 있다 (48) 이는 우리나라의 都市化가 西歐의 

近代都市의 形成과 같이 工業化와 佛行해서 이푸어 

진 것이 아니며 (49) 都市의 )、口集中이 주로 地域間

所得隔差와 關聯을 맺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50) 

이 의 關係를 보다 正確히 把握하기 위 하여 前半

5년과- 後팎 5년間 各 都市의 工業의 變化와 人口의 

變化와의 相I鋼係數를 구하였는데 몇개의 業種을 제 

외 하고는 相關係數 röl 0.5마 만이 어 서 相關關係가 

별로 없음을 나다냈 다 (51) 

特허 相關關係는 前半 5년에 비해 後半 5년이 더 

弱했 다. 찌論， 農村地域 特히 大都市 周邊地域öl

工業化됨에 따라 所得이 增大되고 이로 因해 A 口

가 相對的으로 增加한 地域이 있어 (52) 大都市 周邊

(Fig. 12) Comparative gain or 10ss of CLAY.GLASS.STONE PRODUCTS (1968-1973) 

(47) Rodgers. R.; 1970. “Migration add Industrial Development: the Southern Italian Experience." Ecoηomic 

Geograþhy, vol. 46, pp.ll1 rv l35 
(48) 都市(물제외)가 차지한 人口의 비중은 63년에 약 30%에서 73년에 약 45%인 반면 제조엽의 비중은 (Table 2)와 

같다. 

(49) 池鎔期 ; 1973. “大都市 A 디 集中 몇因과 對策"A口 問題論集， 제 17호.A 口問題맑究所 p.24 
(50) 河在龍 ; 1973, “地域的 所得隔差의 A 口 移動에 미 치 는 影響”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p.l01 
(51) 전반 5년에 인구변화와 음식료품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는 0.538 , 기타제조업과는 0.647. 후반 5년에 금속기계 장 

비제조업과는 0.561이고 그외 공업 및 제조엽전반과의 상관관계는 0.5이하. 
(52) 시흥군， 광주군， 고양군， 김포군， 양주군등 대도시 주변지역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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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의 人口集中과 工業化와는 상당한 關聯이 있는 

것부로 보이지만 調훌期間동안 全國的으로 볼해 工

業의 立地變化와 A 口의 增滅間에 엄격한 因果關係

는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調훌期間 

동얀의 立地變化를 다른 훨因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交通手段의 質的인 變化를 보면 63년에 道路를 

利用한 輸送 tonage의 比率은 45.3%이 었는데 1973 

년에 는 60.2%로 增加하여 鐵道의 利用 比重이 낮 

아지고 道路의 利用率이 增加했다 (53) 

歷史的으로 볼때 鐵道交通의 登場으로 運送寶를 

파단; 

8 r-' (') 

減少시겨 一大 交通單命을 일으켰고 이로 因해 大

뚫生l뿔， 工業의 集中이 일어났다. 이에 反해 투럭 

(truck) 의 出現은 terminal cost를 보다 저 렴하게 

하여 工業을 보다 넓 은 地域으로 分散을 f足進시 켜 

立地에 큰 變化를 招來했다 (5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truck의 輸送 比率의 增

加는 오히 려 工業의 地理的 集中의 결 과를 招來했 

다고 불 수 있다. truck의 輸送比率이 커짐에 따라 

大都市 內部에서 集積의 不經濟에 의한 分散이 大

都市로부터 원거리에 이루어지지 않고， 完製品 輸

쉰이 便￥IJ한 大都市 周邊部에 이루어 졌다. 더우기 

E 

‘ 3딱낀」 @1'1 

(Fig. 13) Comparative gain or 105s of BASIC METAL PRODUCTS (1963-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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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速道路의 建設은 truck의 輸送比率을 增加시 킨 한 

펀 題村의 散在한 시、規챈I場들을 정 려 하고 大都市

周邊部에 大規模化하여 規模의 內部經濟와 集積의 

이익을 누리게 하였다. 

결국 truck의 輸送比率의 增加와 高遠道路의 등장 

은 高速道路의 영 향을 받는 大都市 周邊에 工場을 

集中시 켜 全國的으로 工業을 分散시 가 기 보다는 小

數地域으로의 集中을 t足進시 켰 다고 분다. 

이 와같은 分析을 立證하기 寫하여 그j場數의 變化

릎 보면 63年에 全國이 18 ， 310個所에서 68年에 

24 ， 109個所로 크게 增加하였는데 1973年에는 23 , 297 

個所로 後半 5年 동안 그 철대 수가 오헤 려 감소하였 

다. 特허 從業員 20人 以下의 小規模工場이 復半 5 

격~ 

年에 1 ， 937個나 減少한데 반해 200人 以上의 大規

땐工場의 數는 553에서 1 ， 043으로 約 2倍나 增加를 

하였다. 復半 5年동안 새로 立地한 工場의 數를 考

l훨하면 小規模工場이 많이 閔鎭되 었 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地理的 集中地;패의 變化만 보더라도 68年

以後 高速道路의 영 향을 받지 못하는 地域은 集中

地域에서 除外되었고 集中地域에 包含된 地域들은 

모두 高速道路의 영 향을 받는 地域들이 다 (55) 

이 상에서 調훌期間 동안 truck의 輸送比率의 增加

와 高速道路로 인한 交通手段의 質的 變化는 工業

立地變化에 상당한 영 향을 미 친 重맺한 몇因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그러 나， 大都市를 中心으로한 立地의 變化는 단 

E낀 

~ 
(Fig. 14) Comparative gain or loss of BASIC METAL PRODUCTS (1968~1973) 

(55) 全州， 群山이 제외되고 爾III 이 포함꾀어서 光州플 제외하고는 모두 고속도로에 연하는 地域플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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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交通手段의 質的 變化에 기인한다고 만은 볼 

수 없다. 大都市 工業의 據散과 分散은 規模의 經

濟 (Economy of Scale) 및 規模의 不經i협 (Discconomy 

of Scale)의 測面에서도 보아야 할 것이다. 生塵과 

써버스 및 市場의 連銷(56) 로 規模의 外部經濟(Ex

ternaI Economy of Scale) 즉， #뜯積의 利益(Economy

of Agglomeration)을 추구하기 위 하여 大都市 內部

에 集中한 I場들이 어느 限界에 이르면 據散과 分

散을 이루-게 펀다. 아직까지 이와같은 集積의 限界

‘hl:~ 

-“ 
. ‘t ‘ t 

에 對해서는 數理的으로 正確허 휩￥갖E된 바는 없으 

나 (57) 理論的으로는 規模의 經濟가 어느 限界에 

達.하면 相對的언 不經j셉릎 超來하기 때 문에 핏쩍의 

最適限界는 仔在함이 分明하다 (58) 즉 都市가 成長

힘-에 따라 都心地域이 據大되고 士地利用의 高度化

로 인한 用地의 俠小化， 地價의 觸貴， 勞動費의 上

昇， 交通의 輔轉로 인한 不便， 公害問題 등이 購散

과 分散을 일으키는 主훨因이라 본다. 

그런데 都市內部에서 據散과 分散은 결국 大都

E꾀 

』쁘~ l 
(Fig. ‘ 15) Comparative gain or loss of METAL PRODUCTS,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1 963-1968) 

(56) Lloyd, P. E. , and Dicken, P.; 1972, op. çit. , p.131 
(57) Estall, R.C. , and Buchanan, R.O.; 1967, 1.ηdustrial Activity aηd Economic Geography , John Wiley & Sons. , 

New york. p.107 
Lloyd, P.E. , and Dicken, P.; 1972, op. ci t., p. 134 

(58) Lloyd , P.E. , and Dicken, P.; 1972, op. ci t.,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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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周邊地域에 工業을 集中시 킨 結果가 되 었는데 

이 와같은 現象은 集積地;파의 鍵·大로 보아야 할 것 이 

다. 즉， 처 음에 는 大都퍼 첼)~황이 大都市 內部보다 

相對的으로 立地的인 추Ij益 (Locational Economies) 

이 (59) 있기 때문에 大都市 周邊으로 分散이 이루어 

지게 되고 이에 따라 集積의 利益을 의식한 工場들 

이 立地하게 되 어 集中을 f足進시 켜 集積地域이 大

都市로부터 據大되 고 새 로운 그j業地域을 形成하게 

되었다. 

이외에 調훌期間 동안 크게 作用했던 훨因으로 

政府의 영향 또한 言及하지 않을 수가 없다. 政府

가 工業立地에 영 향을 미 치 는 方法은 @政府機關에 

'-~‘~ 

의 한 工場의 所有 또는 設立 @政府의 經濟的 보조， 

脫金의 統和 또는 免除로 特定地域에 工;傷을 請됐 

(갚)그C場에 십삼닌|力 있는 特定地域의 F펴發하f劃 @立地

에 영향을 마치는 法規制띤 등오로 區分할 수 있 

다 (60) 韓國의 경 우도 大都市 工業의 分散 政策 I 

業團地 造成等- 政策은 이 상과 같은 여 러 가지 方法

으로 直接 間接 ]그業立地에 영향을 주었다. 

이 상으로 立地變化에 영 향을 미 친 重要한 훨因을 

말한다면 高速道路의 建設과 交通手段의 質的 變化，

規模의 內部經濟， 集積의 經濟와 不經濟， 政府의 政

策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工業立地의 變化는 물 

론 어느 한 훨因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꼴] 

4쁘브」 {줬줬 
(Fig. 16) Comparative gain Or loss of METAL PRODUCTS.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1968-1973) 

(59) LIoyd, P.E. , and Dicken, P.; 1972, op. cit. , p.131 

(60) Wi1l, R.H.; 1964, “Federal lnfluences on lndustrial Location , How Extensive?" Land Ecoηomics， vo1. 40.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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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러 가지 社會 經濟 政治的인 諸- 要因이 복합되 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다당하다. 

지급까지 立地의 變化와 그 :몇因을 分析해 보았 

는데 이 와같은 工業立地의 變化가 空間的으로 어 떤 

秋:序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理論

的 또는 生態學的 測面에서 把握해야 할 必、몇性을 

느낀다. 다음에는 立地의 變化가 어떤 空間款序플 

유지하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로 하 

겠다. 

4언; 

강 

N. 韓國工業立地의 空間蠻化에 對한 
理論的 考察과 Model의 設定

오늪날 經濟地理學 昭究를 寫한 理論的 基盤을 세 

우는 것은 地理學맑究에 있어서 切實히 몇求되는 

것 r~l=1의 하나이며 工業地理學에서는 더욱必愛하다. 

이 러 한 휠求에 맞추어 Smith, D.M.은 고場의 立地
에 영 향을 미 치 는 諸쩔因들을 說明하기 寫하여 -‘ 

連의 모텔을 設定함으로서 工業立地에 理論的 接近

을 試체하였 다 (6 1) 또한 Thompson, J. H.는 美國의 

I간] 

펴Q.!5.프」 i 

(Fig. 17) CompãratÎve gain or loss of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1 963-1968) 

(61) Smith, D.M.; 1966, “A Theoretìcal Framework for Geographìcal Studìes of lndustrìal Locatìon." Ecoηomic 

Geography , Vol. 42. pp.95-113; 
• •• • • ; 1971, op. cit. , pp.7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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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部， EI 本 벚 쇼련에서 나다난 特性에 對한 調

훌와 船究를 基盤으로 하여 工業空間의 機能을 理

解하기 寫한 다섯 가지 理論을 提示하였 다 (62) 韓國

에서는 大邱의 工業立地 變動을 하나의 運動過程

혹은 生態學的 過程 ò 로 보고 昭究한 結果 點立地

段階， 中心地 集中段階， 中心地 據充 段階， 內環形

成段階， 內環據充 및 地域分化段階로 變動되 고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63) 

여기에서는 以上과 같은 昭究를 理論的 基盤으로 

하여 調훌期間동안 韓國I業立地의 變化過程을 分

추~ 

析하고자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二E業은 調훌 

期間동안 美國이나 소련 (64) 에서 經驗했던 것과 같은 

큰 地域的인 移動은 없었고 주로 大都市를 中心으 

로 分散과 集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大都市를 中

心으로한 變化過程을 보기로 한다. 

(Fig. 19) 에 서 서 울을 中心오로 보면 前半 5年은 

集中하였고 周邊部도 增加를 하였다. 그러나 (Fig. 

20)에서는 서울이 減少를 하였고 周邊部는 큰 증가 

를 하여 그 增加地域을 據大해 감오로서 外環形成

과 外環據充으로 因한 하나의 地帶 (Zone)를 形成

30K111 텔강 l 

(Fig. 18). Comparative gain or loss of OTHER MANUF ACTURING INDUSTRIES (1968-1973) 

(62) Thompson , ].H.; 1966, op. ci t.. pp.356-365 
(63) 뻐基柱; 1969. 前獨펀. p.49 
(64) Rodgers. A.; 1974. “ The Locational Dynamics ()f Soviet Industry." Aηηals 01 the Associatioη 01 American 

Geo~raphers ， VoI. 64.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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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mparative gain or loss of ALL MANUF ACTURING INDUSTRIES (1963-1968) 
C.G. : The rate of comparative gain (%) C.1. : The rate of comparative loss (%)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그 性格은 

약간 다르지만(65) 쏠山에서도 볼 수 있다. 都市 內

部의 變化를 보면 처음에는 據散이， 다음에는 據散

과 分散이 일어나고 있어 內環形成과 據充이 있었 

다는 點을 充分히 점작할 수 있다. 

(Fig. 1) 에 서 부터 (Fig. 20) 에 나타난 -般的 變

(65) 서울은 外環擬充으로 새로운 都市[릅 形成하여 Zone을 이루었으냐 부산은 많存都市가 연결되어 Zone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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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델 

i코그 

격쁘낀j 

(Fig. 20) Comparative gain or 10ss of ALL MANUF ACTURING INDUSTRIES (1968-1973) 

化過程을 經合的으로 보띤 共通된 秋序플 찾을 수 大都市 內部의 變化에서는 @都市 中心部로의 集

있는데 이것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中→@中心部 集中地域의 據充， →@據散으로 內環

F U 。
。



形成 및 據充→옛分散으로 外環形成의 過程을 {밟定 

할 수 있고， 大都市를 하나의 單位地域으로 보면 @ 

都市에 의 集中→@集中地域의 據充→@都市의 分散

과 都市 周邊部 集中으로 環形成→@周邊部 集中地

인 環의 鍵充을 假定할 수 있다. 

이 틀을 -連의 連續過程으로 볼 때 @都市 中心

部로의 集中→@中心部 集中地域의 據充→@內環形

成 및 據充→Q外環形成→@外環의 據充과 地帶形

成의 5段階를 假定할 수 있다. 이와같은 過程을 모 

텔化하면 (Fig. 21)과 같다. 

以上 工業立地變化의 5段階를 假定할 때 A 口 100 

萬 以上의 都市中 서울과 좋山은 外環據充과 地帶

形成의 段階에 있고 大邱는 外環形成 내 지 據充의 

단계 에 있다고 불 수 있다. 다음 50萬 以上의 都市

로 仁川과 光州가 있는데 仁) 11은 서울과 함께 地帶

를 形成하고 있어 큰 增加를 했고 光州는 外環形成

段階에 있는 것오로 보인다. 그라고 50萬에 가까운 

A口를 가진 大田이 外環形成 過程에 있다고 볼 수 

있다.A 口 10萬 以上의 中都市에서 馬山 節山 鎭

2 

쫓 

4 

海 議政府는 옳山 맞 서울의 地램에 l꿇하여 계속 鎭

中상태 에 있고， 水原은 仁川과 같이 前半 5年의 減

少狀態에서 서울의 外環據充으로 因해 後半 5년은 

增加했다. 이 外의 中小都市들은 大都市周邊의 集中

오로 대개 減少狀態에 있고 그 內部變化를 볼 수가 

없어 앞에서 밥한 諸段階에 適用시키기에는 약간의 

우리가 있다고 본다. 

以上 지 난 10年間의 變化를 모델화하여 大都市를 

中心으로 集中 據散 分散 環形成의 過程을 說明하 

였다. 

一般的으로 自由鏡爭體制下에서는 空間經濟의 構

造가 空間的언 均衝을 이루려고 하나(66) 調훌期間동 

안 韓國은 諸般要因이 作用하여 京쏠高速道路에 連

하는 大都市 周邊에 크게 集中하였다. 湖南 • 南海

• 鎭東高速道路의 建設로 이와같은 變化는 어느정 

도 繹和펼 것으로 보이 나， 地域的인 均衝發展을 寫

한 政策的안 配慮、가 없는 限 大都市 周邊部 짧中은 

繼續될 것이다. 

3 

.~""~I 

o CITγ 
o TOWN 
깐깐 çQffiparative 
ii합 garn 

;三추 ~mpamtive 
÷갚 105S 

(Fig. 21) The process of spatial changes in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1. Centralization of central part of the city (concentration) 
2. Expansion of centralized part of the city (concentration) 
3. Formation (or expansion) of inner-ring (diffusion) 
4. Formation of outer-ring (diffusion, dispersion) 
5. Expansion of outer-ring and formation of industrial zone (dispersion, concentration) 

(66) Lloyd. P.E .• and Oicken. P.; 1972, op. oi t.,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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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縮 論

本船究는 1968年을 前復하여 5年間씩 10年間에 

걷쳐 韓國]그業의 立地變化와 그 훨因 및 變化상에 

나다난 I業空間의 ￥失Ji;를 理解하고자 하였다. 

지 난 10年間의 變化內容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 韓國工業은 調훌期間동얀 地理的 集中度가 더 

욱 심해져서 몇개의 小數單位地域에 그끄業이 集中하 

게 되었다. 그러나 鐵維工業만 例外로 分散되었다. 

@ 立地變化는 大都市를 中心으로 크게 이 루어 졌 

으며 主로 京쏠高速道路에 連하는 大都市 周邊에 

集中하였고 金屬 機械 裝備顧造業이 이러한 現象을 

가장 分明히 나타내주고 있다. 

@大都市를 中心으로 한 變化를 볼 때 都市內部

에서 前半 5년동안에 據散이 이푸어지고 後半 5년 

동안에는 都市內部에서 都市周邊部로 分散이 이루 

어져 集積地域의 平面的인 據大를 招來하였다. 

옛 變化過程을 生態學的언 測面에서 볼 때 都市

中心部의 集中→中心部 集中地域의 據充→內環形成

및 鍵充(據散)→外環形成(據散·分散)→外環據充 및 

地帶形成(分散 • 集中)으로 說明할 수 있고 이것을 

Model化하면 (Fig. 21) 과 같다. 

以上과 같은 變化를 招來하게 된 主要因은 交通手

段의 質的 變化와 高速道路의 建設， 規模의 內部經

濟， 集積의 利益과 不利益， 政府의 政策等으로 훨 

約할 수 있으며 調훌期間동안 大都市 周邊의 一部

地域을 제외하고는 λ‘口變化와의 嚴格한 因果關係

는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湖南 • 南海 • 鎭東高速道路의 建設로 地j或的인 不

均衝은 어느程度 續和될 것으로 보이나 地域的인 

均衝發展을 寫한 政策的언 配慮가 없는한 大都市

周邊地域의 E닫中은 繼績됨 것이며， 大都市 周邊의 

集碼地域이 더욱 總大된 것으로 보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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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 Changes in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lndustries in Korea : 1963-1973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

tion of manufactruing industry in the contents of 

spatial changes of the nation-wide manufacturing 

magnitudes during the periods of 1963 to 1973. 

The main concer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nterpret the changes of spatial organization of 

industrial location, to search for the general prin

ciples of such changes, and to construct model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more readily. 

This study covers the years 1963-1973, supple

mented by two time sets 1963-1968 and 1968-

1973,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 Report on 

Mining and Manufacturing Census 1963~ 1968, 
1973. 

All manufacturing industry groups, “ two-digit" 

major industry categorie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Standard 1ndustry Classi:fication, and 184 areas of 

Gu • Si • Gun are used as the base units of study 

areas. Number of manúfacturing employment is 

used as the prime criterion of analysi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comparison of 

actual manufacturing data for each unit area in 

1973(or 1968) with the expected amount of man

ufacturing employment in each unit of study area 

if it had grown at the same rate as the nation 

during the periods of 1968 to 1973 (or 1963 to 

Park, Sam-ock 

1968). Therefore the major method of analysis is 

the comparative gain or loss of unit area, and the 

emphasis throughout this study is put on the geo

graphical differentials in the rate of growth, or 

comparative changes in location. 

1n this study, the meaning of several terms, for 

example, centra1ization, decentralization, diffusion, 
dispersion have been rigorously de:fined to explain 

the phenomena of the spatial changes in the location 

more effectivel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several conclusions 

are made: 

(1) 1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development, 
most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apt to concen

trate on a few unit areas rather than to disperse 

to much unit areas 

(2) Most of the vicinities of the larger urban 

centers are “gained" in the manufacturing employ

ment, and the “ gained" regions are all in the 

Kyung-bu express way with some exceptions. 

(3) The larger urban centers had experienced 

diffusion from 1963 to 1968, and dispersion from 

the larger urban centers to the around them from 

1968 to 1973. Such changes have brought the 

concentration of manufacturing on the around the 

larger urban centers, and the result, the areas of 

industrial agglomeration has expanded in the 

vicinities of the larger urban centers. 

(4) Five stages of spatial pattern of lo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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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are 

1) centralization of central part in the city 

(concen tra tion) 

2) expansion of the centra1ized part in the 

city (concentration) 

3) formation and expansion of inner-ring (diff

usion) 

4) formation of outer-ring (dispersion) 

5) expansion of outer-ring and formation of 

industrial zone (dispersion, concentration) 

(5) The major impacts on such changes are the 

promotion of truck transportation facility , highway 

express system, internal economies of scale, econo-

mies and diseconomies of agglomeration, and insti

tutional forces.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population as well as the employment of manu

facturing industry increased in the vicinities of the 

larger urban centers. However, their growth does 

not seem to have been made at the result of casual 

relationships, namely the impact of manufacturing 

growth on population changs. 

(6) In the future ,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industrial policy for the balancc of regional dcvel

opment, the nation’s industrial growth with respect 

to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agglomeration 

will be continued in the ncarer larger urban ccnt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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