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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地理學에서 I業立地昭究의 動向파 爭點

1. 序 論

2. 工業地域區分파 工業地域構造

(1) 工業地域區分

(2) I業의 分布와 地域構造
3. 工業立地變動의 類型과 過程

《目

(1) 地域 또는 國家內의 I業立地變動

1. 序 論

1970 年代 부터 塵業立地의 맑究는 世界的 o

로 多樣한 接近方法이 시도되고 있￡며 이와같 

은 動向은 물론 地理學 천만의 哲學的， 方法論

的 觀點에서 대두된 論爭과無觀한것은아니다. 

1970 年代 중반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構

造主義的 接近이 -‘部에서 부각되고 있A며 現代

資本主義社會의 工業立地가 재평가되기도 했s!.

나D 立地昭究의 主要方向이라고는 볼 수 없고 

最近 世界的안 立地핍究의 基本的안 動向은 크게 

셋으로 압축할 수 있다 2) 즉，(1) 最少費用 또는 

*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助敎授

朴 # ~* 

次))-_.__ ._._~_._-‘------------
(2) 都市地域內의 工業立地變動

4. 工業立地의 理論的 方法論的論議

5. 工業立地와 地地開發 및 政策

6. 行態論的 接近과 企業組織의 영 향 

7. 結 論

最大需훨의 原理를 彈調한 傳統理論의 傳承， 補

完， 結合 또는 檢證 ;@ 立地決定過程파 企業의 

立地行態에 대한 경험적 빠究를 주로 한 行態的

接近 ;@ 地域의 發展 또는 政策과 관련한 企業

組織의 영향에 대한 핍究둥이다. 이와같은 基本

的 接近方法에서는 立地의 類型파 過程을 理解

하고 說明하는데 地域의 그〔業體系라는 측면。l 

彈調되고 있다. 

韓國地理學界에 서 工業立地에 관한 맑究는 19 

60 年부터 시작되었오냐 1970 年代에 들어서 바 

로소 활발한 昭究가 행 해졌다 3) 特허 1970 年代

중만 이후 工業立地의 昭究는 더욱 활발해졌으 

며 맑究方向도 상당히 多樣해지고 있다. 이와같 

이 韓國地理學界에서 工業立地짝究의 歷史가 매 

1) R. Peet, ed. , 1933, “ Restructuring in the age of global capital, ’ Ecoηomic Georgraphy , vol. 59, pp. 

105"""'230. 
D. Massev, 1979, “A critical evaluatoni of indm:trial location theory," in F. E. 1. Hamilton and G.]. R. 
Linge, eds. , Spat감t'a띠l ιA1ηza띠lysi새앙S야i허. 
Wil파ley，η， Cαhic야hes양te얀쩌r， p매p.5얀7"""'7η2. 

2) 朴f~ìÆ， 1933(a) , “工業立地맑究의 動向 地理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石良 李많博士華甲紀念論集， 敎學社，
서 울， pp.160"""'182. 

3) 工業立地를 주제로 한 碩土學位論文이 1960年에 최초로 나왔다. 淑基柱， 1960, 京仁工業地帶를 例로 한 工
業의 分布와 地域構造， 서 울대 학교 碩士學位論文.

~ 54---.: 



우 짧기 혜문에 世界的안 R￥究成果와 뭘주究動向 

킹1 韓國에 완천히 適用될 수는 없을 것이다. 

1970 年代 중만까지 韓國工業立地의 맑究動向 

은 ‘立地構造나 地域構造를 變動過程에서 把握하 

려 는 경 향， 一定時點에 있 어 서 I業地域構造를 

分類作業을 통해서 파악하려는 경향’ o 로 크게 

쿠분될수있A며 이미 2 回에 걸쳐 우러나라工 

業立地없究의 成果가 論議되 었 다 4) 1976 年 이 

후 말표된 논문들은 數的안 면에서 前보다 훨싼 

많 o 며 多樣한 分析方法과 昭究方向이 제시되고 

있다. 즉， 工業立地의 理論的 論議가 이루어져 

왔A며 地域開發의 측면에서 工業立地를 分析하 

←는 경 향과 行態論的接近 및 企業構造의 영 향에 

관한 연쿠 등이 새로운 昭究方向오로 나타났으며 

立地變動과 그〔業地域의 分類 및 地域構造에 대 한 

船究도 계 속되 었다. 특히 最近에 다양한 計量技

法이 分析手段오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적A로는 

-소위 外國에서 행하는 多樣한 연쿠주제와 분석 

기뱀이 동원되고 있는 셈이 펀다. 비교적 짧은 

歷史를 갖고 있는 韓國地理學界의 工業立地의 

船究가 學門的안 相互作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뭇한 채 , 또한 立地理論이 나 構念 및 分析技法

에 充分히 소화되지 뭇한 채 외형적으로 外國짧 

究의 內容을 따르다보니 爭點보다는 問題點이 

f많이 露出되었던 것 같다. 

1970 年代에 世界的안 I業立地의 핍구究는 接

近方向의 論爭에서부터 技術變化가 立地에 미치 

는 효과， 分工場經濟의 영 향， 地域工業體系의 

動態性 등의 주제와 판련된 여러가지 爭點이 대 

-두되었으나 韓國地理學界의 工業立地짧究에서는 

-뚜렷한 爭點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0 年

代어1 -뜰어 서 多樣한 주제와 昭究方法의 동원 o 

로 앞으로 韓國地理學界의 工業立地昭究에도 많 

~은 爭點들이 學論될 것A로 보인다. 

現在로서 는. 뚜렷 한 爭點이 많지 않기 혜문에 

本橋에 서는 韓國地理學의 工業立地짧究를 主훌 

맑究方向으로 區分하여 그 內容을 검 토하고 이 

에 나타냐는 爭點파 감컵題點을 考察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밝혀둘 점은 本橋가 주요 연쿠방헝:의 

내용과 이에 판련된 爭點 및 問題點을 밝허는더l 

중점을 두었기 해문에 韓國地理學界에서 陽究펀 

모든 論文을 다루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工

業立地찜究는 그동안 船究所의 보고서 나 大學院

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원칙적A로 韓國地理學者에 의한 짧究로서 전문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중심으로 다루였다. 

2. 工業地域區分과 工業地域構造

(1) I業地域區分

工業地域의 區分은 천통 공엽 지리 학의 관심사 

중의 하나였오며 우러나라에서도 1960 年代부터 

工業地域의 區分아 시도되었다. 工業地域의 分類

에 대한 韓國地理學界의 최초의 연구에서는 市·

那別 面積當 製造業 生盧짧을 全國平均 面積當

生塵銀과 비교하여 계수를 구해서 集積地域을 

區分하였고 또한 當時 建設部가 劃定한 22 個 園

域別로 製造業從業員數와 生塵賴의 복수지표를 

이용해서 集積地域을 區分하였다 5) 여기에서 계 

수를 산출하는 커본척언 擺念은 全國의 比에 대 

한 各地域의 比로서 立地係數의 캐 념 과 同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2 個 園域別로 I業의 業

種別 構造를 多角， 準多角， 準偏角， 偏位地域으 

로 I業地域을 分類한 연쿠도 행해졌다 6) 

1970 年代에 들어 서 1970 年의 市 • 那別 製造

業 工場數， 從業員數， 生塵賴， I業人 口密度의 

4 指標블 12 個級別로 區分한 다음 4 個指標의 級

別 rating 값을 합하여 結合集積度로 삼아 工業

集積地域을 區分하였 다 7) 그후 1975 年의 製造·

4) 冊基柱， 1976(a) , “經濟地理學， ’ 地理學， 13號， pp.28-35. 
규g基柱， 1977, “韓國의 經濟地理學 맑究動向成果와 課題-， “ 地理學맑究. 3號， pp.43-54. 

5) 冊基柱， 1965, “韓國에 있어서 工業의 集積파 需要因子에 관한 立地의 動向(第~報)， " 慶北大學校 論文集，
第九輯， pp.63-74. 
--, 1966(a) , “韓國에 있어서 工業의 集積파 需要因子에 관한 立地의 動向(第二報)，" 慶北大學校 論文
集， 第十輯， pp.179"""192. 

~) fr15基柱， 1966(b) , “韓國에 있 어 서 의 I業集積의 一般樣相， ’ 地理學， 2號， pp.27-34. 
7) 黃載鍵， 1973, “韓國工業의 地域別 構成，’ 地理學， 8號，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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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 市 • 那別 資料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I業地

域區分을 시도하여 경안공업지쩍， 동남연얀공엽 

지역， 영남 내륙 공엽지역， 중부내륙 공업지역， 

태백산 공엽지역， 호남 공업지역의 6 個의 그그業 

地域을 밝히고 있다 8) 

1960 年代에는 資料획득의 난점 해문에 園域

~Ij로 工業地域을 區分한 것에 불과했기 혜문에 

論外로 하더 라도 1970 年代에 는 市 • 那別 資料

를 各業種別로 여러 指標를 利用할 수 있었오냐 

工業地域의 區分에는 많은 根本的안 問題를 露

出시켰다. 이와같은 工業地域의 區分에 대한 맑 

究에 대해서 ‘기초개념의 오해로부터 야기되는 

혼선， 상식적안 理論展開， 類型化 기준의 모호 

성’ 둥의 비판이 이마 행해졌기 때운에 9) 本橋에 

서 再論할 필요가 없￡나 여기서 方法論上의 문 

제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1970 年代에 시도된 

우러 나라 I業地域의 區分에 대 한 대 부분의 짧究 

가소위 ‘計量的分析’을행했다고언급하고있으 

나 사살상 計量分析은 行해지지 않았다고 본다. 

객판성이 없는 기초적인 算術이 計量分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地域區分의 각 계급밸 

구간이 어떤 객관성이나 理論的 意味블 갖는 것 

이 아니라 단순히 임의적 算術에서 비롯되었을 

따름이다. 기본적안 誤꿇는 임의적인 ‘級’을 계 
층A로 착각한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19 
77 年에 행한 연구는 표준펀차의 평균치를 이용 

해서 공업지역의 類型區分을 하였다고 하고 있 

A나10) 실제 資料의 分析은 각 級의 구간설정 이 

표준펀차와 관계가 없는 애매모호한 區分이 었다. 

工業地域區分에서 또하나의 問題가 되었던 것 

은 指標의 使用이 었 다. 李漢淳은 生盧題과 附níl

價{直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여 상가평 균에 의 해 

공엽지역 설정을 시도했오며 복합지표의 使用을 

강조했다 11) 물론 工業의 現象을 여러가지 복수 

요인들에 의해 종합적오로 表現할 수 있다면 단 

일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現實을 정확허 

表現하고 理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냐 指標

들이 工業地域의 現象을 代表할 수 있고 指標 상 

호간의 關係가 분명히 밝혀지기 전에는 복수자 

표라고 해서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12) 만 

약 2 개의 복수지표의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 

깜다면 한 指標얀 가지고도 分析이 可能찰 것이 

다. 이와같은 指標上의 문제， 階級 區分上의 方

法論的안 問題의 심 각성 은 1970 年의 같은 時點;
과 同i한 單位地域을 사용해서 區分한 I業地

域의 結果를 비교해보면 살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工業地域의 區分은 ‘地域을 도출해내 

는 擺念的안 基隨理論에서 專門'1生을 도외시’하→ 

였고 工業地域의 限界 확정의 근거가 부정확하 

다고 판단하여 工業地域區分의 새로운 시도가 

1980 年代에 들어서 행해졌다 13) 李珞錫은 結節

性， 據散性， 集積碩度， 階層性 등의 工業地域의 

構造的 특성을 重視하고 工業의 生塵賴을 指標

로 使用하여 自然的 分離理論을 기초로 階級區

分을 하였 다. 또한 isopleth 式을 이 용한 지도화 

작엽의 여러가지 장점을 論하고 있으며 여기에 

서 유도된 공엽지역은 수도권， 태백산， 중부내 

륙， 호남북서부， 호남남서부， 경북내륙， 동남 

해안의 7 個지역이었다. 이 핍究에서 I業地域

의 構造的 特性을 고려 한 착상이 나 中高等學校 地

理學習을 위한 敎育用 地圖로서의 科學{生을 강조 

한것은종천의 연쿠보다앞선것은사실이다. 그 

러 나 工業地域의 構造的 特性을 표현하려 는 착상 

과 地圖化作業의 結果는 상당한 거 리 가 있다. 

즉 結節性이나 階層性이 고려됐다기보다는 I業

生塵願의 계급을 區分한 것에 불과하며 척어도 

企業組織에 의한 地域間의 연결이나 linkage 퉁 

이 확안되 어 야 I業地域의 階層性을 밝힐 수 있 

을 것 이 다. 또한 isopleth 式의 지 도화작엽 이 어 

떤 碩向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工業活動이 空閒

上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살 

제공업지역이 왜곡되어 표현될 수도 있다. 특히 

黃載購， 1974, “우리 냐라 製造業의 部門別 地城構造와 立地動向 地理學， 9號， pp.11-36 
8) 黃載購， 1979, “韓짧工業의 地域的 展開， ’ 地理學과 地理敎育， 九輯， pp.41-60. 
9) 崔基樓， 1974, “工業地域파 中心地의 階層化方法에 關한 檢討， ’ 地理學， 9號， p .. 67. 

10) 黃載鍵， 1973, 前據書， pp.45-49. 
11) 李漢淳， 1975, “韓國工業의 住格과 地域構造， ’ 地理學， 11號， pp.27-46. 
12) 耶基柱， 1977, 前揚書， p.51. 
13) 李倚錫， 1982, ‘韓國工業地域의 地圖化， ’ 地理學과 地理敎育， 12輯，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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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充線에 의한 공엽지역의 경계션이 살제 지역 

에서 어떤 의마를 줄 것안가는 論難의 여지가 

많다般的으로 I業地域區分에서 보다 근본적 

건 문제는 ‘애매하기 짝이없고 계속 變하고 있는 

地域의 경계선을 設定하는 것은 가장 모험적안 

작업’ 14)안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일 것이다. 

(2) I業의 分布와 地域構造
韓國地理學界에 서 工業立地의 짧究는 I業의 

分布와 地域構造를 밝히는 연쿠를 처음으로 행 

한데서부터 출말하였￡며 15) 1970 年代에도 工業

의 地域構造블 주제로 한 論文이 많이 發表되었 

다. 工業의 地域構造에 대 한 %究는 I業펴域슬 

나름대로 설정하고 各地域에 대한 엽종벨 구조 

를 설명하거나 特化 • 多角化의 정도를 밝힌 연구 

가16) 있는가하면 特定地域 또는 韓國全體를 종 

합적으로 工業의 成長파 構造를 分析한 연구들 

이 있 다 17) 이 와같은 없究들은 대 부분 工業의 ~ 

間的안 分布類型과 業種別 構造， 重化學工業의 

比重을 다루는 것 이 었 A며 location quotient, 

loca1ization coefficient, lorenz curve 등의 기 

초척안 分析手段이 동원되고 있다. 

1960 年부터 시 작한 이 분야의 昭究가 아직 까 
지 韓國地理學에서 중점적안 연구과제가 된 것 

은 이와같은 짧究들이 相互關係를 유지하지 않 

고 先行맑究와 판계없이 7M 별적A로 진행되어 

學問的안 축적이 이루어지지 뭇한 데에도 원안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온 分布냐 構造의 記

述的안 짧究7} 工業立地를 理解하는 데 가장 기 

초적안 作業오로 重훨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 

은 記述이 계속적A로 立地昭究의 중심과제로서 

맑究 相互間에 아무런 연관도 없이 전문 학술지 

에 발표된다면 學問의 發展은 크게 기대할 수 

14) 冊基柱， 1977, 前擔書， p.51. 

15) 部基柱. 1960. 前獨書.
16) 뼈基柱， 1966(b) , 前揚書 ; 黃載鍵， 1974, 前播書.

없을 것이다. 더우기 이와같은 地域構造의 행￥究 

가 i定時點을 중섬으로 靜的안 연구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문제는 더욱섬각한것 같다. 

이마 1975 年에 “現단계에서 工業地域의 設定

내지 그 地域構造 把握의 地理學的 핍究는 큰 

의의가 없어 보안다 "18)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地域構

造라는 제목을 사용하였을 뿐 살제로는 지역쿠 

조를 다룬 것 이 아니 라 業種別 構造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물봄 이 分野의 짧究에는 특기할 만한 內容이 

없는 것은 아니다. 퓨ß基柱는 우러나라 近代工業

의 變化過程을 工業의 政策， 成長， 構造블 中心

으로 分析하여 經合的으로 工業發達의 過程을 

밝혀준고 있다 19) 이 船究가 地域的언 變化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시대쿠분에 따른 우리나라 

공엽 의 성장이 나 쿠조변화릎 鳥敵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工業의 空間的 分布 類型을 쏠山을 중심오로 

한 두 펀의 연쿠가 1970 年代 末경에 주성분 분 

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 용해 서 행 해 

졌다 20) 첫먼째 연쿠는 1960 年의 工場數와 從

業員數의 종합지수를 이용해서 19 個 業種과 全

體製造業의 20 개 變數블 分析하여 工業立地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새로운 分析方法이 소개되 

었다. 그러나 주성분 분석을 適用하는데 無理가 

수반된 것은 사실이다. 19 개 엽종外에 천체 劉

造業을 變數로 더한 것은 패턴을 쭈하는 데 論

理的으로 적합하지 않는 作業이며， 해석용야한 

분명한 成分패턴이 나타냐지도 않았는데 com

ponent score 를 이 용해 서 分布類型을 주한 것 은 

虛像을 놓고 해석한 결과알 가능성이 있다. 만 

약 척 절한 變數룹 사용하고 factor 를 rotation 시 

17) 黃載瓚. 1975, “서 울市 製造業의 業種別 地域構造， ’ 地理學.11號. pp. 47-64: 
林永大， 1978, 1980, “쏠山의 立業空間에 관한 빠究， (1), (2) ’, 부산얘 매 논뭄집 , 6집 , pp. 153-186, 8집 • 

pp.193-204. 
규g基柱. 1930(a) , ‘近代I業의 變化過理， 政策 • 成長 • 構造를 中心으로， ’ 地理學빠究 5輯， pp.67-82. 
郭喆弘， ‘韓國都市의 工業構造에 판한 핍究，’ 東國地理， 2號. pp.27-44. 

18) 李漢淳， 1975, 前揚書， p.44. 
19) 冊基柱， 1980(a) , 前揚書.
20) 林永大， 1978, 1980, 前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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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선명한패먼블 구할수 있었다면 문제는 달 

라졌을 것 이 다 두벤째 핍￥5펀에 서 1962年과 1978 

年의 성송分構造를 비 교하면 1976 年에 는 1962 年

보다 空間的 分布類型이 훨씬 단순최-되었다고 

밝혀져서 그동안의 變化를 말해 주고 있￡나 문 

제는 각 성분을 어렌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 이 며 왜 그와같은 構造의 變化블 하였는가플 

說明하는 것이라 본다. 

3. 工業立地變動의 類型과 過程

-‘定時點을 中心으로 I業立地의 靜態的안 分

析이 비교적 일찍부터 행해졌으나 時間的， 空間

的 次元에 서 I業立地블 分析한 것 은 1970 年代

에 들어서 바로소 發表되었다. 工業의 立地變헬 

은 大都市地域內에서 다룬 것파 韓國을 대상오 

로 地域的안 次元에서 다푼 연쿠로 區別할 수 

있겠다. 立池變動에 관한 理論的 昭究도 행해졌 

으나 理論部分은 本橋의 다음 章에서 취급하기 

로 하고 本章에서는 우선 經.騎的 쟁￥깡E를 중섬으 

로 검토해 보겠다. 

(1) 地域 또는 國家內의 :드;業立地變動 

韓國의 地理空間에 時間要因을 고려함으로서 

市都別로 工業立地變化의 內容과 정도， 이에 관 

련된 要因을 分析한 論文이 1970 年代 중만에 처 

음 發表되면서부터 韓國工業立地의 變敎에 판한 

짧究는 활발해졌다. 地理的 空間을 단순히 靜的

언 空間이 아니 라 動的안 空間으로 理解함이 童

要하다고 불 때 工業의 立池變勳을 考察함은 중 

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본다. 

製造業 從業員數를 指標로 한 昭究에 의 하면 

1963"'1973 년 사이 에 韓國工業의 立地變化는 

경 부고속도로를 축￡로 하여 도業의 相對的 成

長이 크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연한 大都市의 周

邊地域에 工業의 集中이 현저하였다 21) 同期間

동안에 大都市를 중심으로 한 立地變動이 가장 

뚜렷하며 大都市 中心으로부터 都市內部로의 확 

산， 도시내부에서 都市 周邊地域으로의 分散ól

이루어지는 立地變化의 過程이 특징적이었다. 

이와같은 變化는 交通手段의 變化와 高速道路의 

建設， 集積의 利益 및 不利益， 政府의 政策 등 

의 영향과 판련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 나 우러 나라 工業이 京쏠高速i흰路를 축 ò 

로 하여 급성장한 파정을 보다 정확히 理解하기 

위해서는 解放前의 工業의 立地展開過程을 把握

해야 될 것이다. 1975 年파 1976 年에 우리나타 

工業立地의 展開過程을 두 편의 論文에서 分析

하여 우리 나라 工業立地 構造의 動態的 輔을 확 

안하였 다 22) 이 는 解放前 우리 냐라 工業의 構ji5-

變化， 成長 빛 立地變勳을 時期別로 정러한 論

文이 며 , 解放以後 우러 나라의 工業地域構필가 

이 u1 日帝의 先行的 時代性과 관계가 있다고 전 

제하였다. 특히 일제 식만지초기에 工業의 高成

長을 경험한 경기지방， 식만통합 全期間을 동해 

계속 후진성을면차 뭇한호남지방， 식만통치 후 

만기 에 와서 高成長을 한 관북지방과 같은 動態的

輔야 形成된 것 은 植民地經濟關係의 變化가 I 
業의 地域的 變化에 투엿된 것이라 論하고 있다. 

유사한 陽究가 1981 年에도 행해쳤는 데 여 71 

서 도 역 시 立地變勳을 평·別로 分析하였 다 23) 同

-한 학술잡지에 발표된 論文이 先行댐주究의 結

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內容의 중복이 

있을 뿐 學問的 교츄가 없어 아쉬운 첨이 있다. 

最近에 解放前의 우러 나라 工業立地의 變動을 

景氣變動과 관련시켜 理解하려 한 昭究가 융쟁表 

되 었 다 24) 解.放前에 우리 나라에 서 는 西南地方파 

東北地方이 각각 好況期와 不況期어l 있 어 서 童

要한 工業活動空間이었음을 제외하고는 기존 랭 

정중심지와 開發顧上의 諸都市는 景氣變勳에 關

係없이 主要 工業活動렬間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와같은 結果는 解放以後 韓國工業立地의 變

動에 대한 핍究結果와 관련이 있마고 본다. en

tropy측정 을 이 용한 우리 냐라 工業立地의 變化릎 

21) 朴材決， 1975, “韓짧I業立地의 空間變化어1 관한 阿究 騎山地理， 3號， pp.62 ......,90. 
22) 冊基柱， 1975(a) , “韓國工業立地의 展閒過程(I ), 方法論， 植民地的 工業化，” 地理學， 12號， pp.27......,51; 

7fI)基柱， 1976(b) , 11韓國工業立地의 展開過程( II) , 解放前 工業地域構造의 動態的 輔， ’ 地理學， 14號， pp , 9 

......,39. 
23) 黃載鍵， 1981 , “ 日 帝下 韓國l業의 發達파 그 地域變化에 관한 연 쿠 地理學， 23號， pp.37--48. 
24) Kie- Joo Hyong, 193í1, “Fluctuation economique et espace industriel," 地理學， 25號， pp.40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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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握하면 1958rv1977 사이 에 우러 나라 I業은 

地域的안 集中야 京쏠輔을 中心A로 이루어져 

地域間의 不均衝이 심화되었다 25) 또한 各地域

內에서는 大都市를 中心으로 한 工業의 分散이 

1968 年 以後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와 유사한 結果는 이 마 앞에 서 언급한 1963"'19 

73 年 사이 의 shift-share 分析에 서 도 나타났다. 

이 상에서 韓國의 工業立地變化는 解放前파 解放

後가 판련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행한 짧究結果 상당한 合一點을 말견할 수 있었 

다고본다. 

工業立地變動에 대한 昭究는 外國地域을 陽究

地域으로 삼은 것들도 있 다. 景氣變動파 工業

空間에 관한 짝究에서 우러 나라와 표랑스가 比

較되었A며 26) 美國南部의 죠지아洲와도 비교한 

昭究가 행해졌다 27) 韓國파 죠지아주의 없究에 

서는 여러 要因에 의해 現쏟E 立地變化의 단계 

(phase)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立地變化의 模型이 適用될 수 있다는 結論에 이 르 

렀다. 또한죠지아洲에서 最近의 工業立地變動은 

周邊地域 특히 非都市地域으로의 工業의 分散아 

특징 적 이 며 이 는 生塵品備環(product life cycle) 

의 標準化 段階와 관련이 있다고 分析하고 있 
다 28) 

生塵品宿環의 理論이 美國과 같은 넓 은 空間

이나 國際的 空間에서만 검증될 수 있는 理論이 

라고 景氣變動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어 29) 이 

理論이 개발도상국에 適用될 수 있는지는 앞￡ 

로의 爭點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폰 캐말도상 

국에서 技術華新에 의해 새로 개뱉펀 상품의 판 

매시창。1 점점 확대되어 國內市場을‘ 첨유활 정 

도로 발천펀 상품순환의 과정의 例플 찾기 가 어 

렵기 때문에 生塵品의 備環에 따른 全段階에서 

立펴變化에 마치는 영향을 검증하기는 용이하지 

않마. 그러나 우러나라에 행해진 海外 直接投資

의 生塵品 標準化 정도블 검토하고 우러나라 大

企業의 分工場 投資와 標準化 정도블 分析하여 

우러나라에서도 立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都市地域內으II業立地蠻動 

都市內 工業의 立地變動에 판한 昭究는 한일 

합방 이후부터 1966 年까지의 期間동안 대쿠시 

I業의 空間的 확대를 陽究한 것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30) 이 돼究에서는 都市工業의 生態過程

을 (î)點立地段階，@中心地生成段階，@中心地

의 據充段階，@內環形成段階，@內環의 構充파 

地區分化의 段階로 區分하였다 3D 대쿠시를 중 

섬으로 最近에 행한 연구는 先行빠究에 이어 最

近의 立地變化 패턴을 찰 밝혀주고 있다. 즉 19 

70"'1977 年 사이 의 立地變動의 핍究에 서 都心

A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짜라 中心地域， 中間

地域， 周邊地域， 했外地域으로 區分했을 해， 中

心地域의 從業員數는 總對的 減少블， 中間地域

은 相對的 減少를， 그외 의 2個地域은 相對的 增

加블 하였다 32) 아는 대쿠시 공엽의 量的 增大

와 함께 地域的안 확대가 진행되었으며 ~ß外地

域오로 I業의 移動이 활딸했음을 나타내 어 都

市地域으로부터 工業의 據散파 分散33)이 이루어 

졌음을 의마한다. 1966 年부터 1975 年 사이와 

25) Sam Ock Pack, 1981, Locational Change in Manufact uring: A Conceptnal Model and Case Studies,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pp.l05--125. 

26) Kie Joo Hyong, 1982, op. cit. 
27) Sam Ock Park, 1981, op. cit. , pp.99--208. 
28) Sam Ock Park and James O. Wheeler, 1983(a), “The fi1tering down process in Georgia: the third stage 

in the product life cycle, ’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I. 35, pp.1S--31. 
29) Kie Joo Hyong, 1982, op. cit. , p.69. 
30) 冊基柱， 1969, “I業立地의 動向 -大邱市 工業立地形成過程을 中心으로-， 生塵技術(慶北大 生塵技術빠 

究所論文集)， 3輯， pp. 1 --74. 
31) 朴설決， 1975, 前웹書에서는 內環擺充段嘴 후에 外環의 形成， 外環의 構充 및 地帶形成의 段階를 포함시키 

고 있는데 이는 工業의 立地變化를 大都市內部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했外地域까지를 포함시켜 다루었기 혜 

문이다. 

32) 郭喆弘， 1980, “大邱市 工業의 立地變動에 關한 昭究 地理學， 21號， pp. 38--52. 
33) 여기에서 據散은 都心우후부려 都心周邊地域!:...로의 相對的 移動을 의마하고 分散은 都市로부터 都市外部로 

의 移動을 의1'1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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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I業立地變動을 分析한 陽究結-몇에서도 

E大都市 周邊部 및 外綠흡ß의 工業集中現象이 

뚜렷하며， 特히 대구지역 立地變動의 段階는 外
環的 據充段階라고 보고 있 다 34) 

서울 및 그 안접지역에서 1965rv 1969 年 사이 

의 -工業立地變動어l 판한 없究에서도 大都市 周

邊地域의 I業의 급성장을 지적하였고 이미 工

業의 地方分散計劃의 수럽과 그 정책적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5) 그후 수도권 지역의 工

業立地에 판한 연쿠는 1980 年代에 블어 서 활발 

해졌다. 수도권 지역의 I業의 立地는 서울의 

西南部에 인접한 周邊地域으로 확대되었음이 밝 

혀졌다 36) 안양시， 부천시， 인천시를 각각 핍究 

地域으로 하여 立地變動파 地域構造의 變化가 分

析되 었는데 모두 1970 年代의 變動을 다루었 다 37) 

특히 안양시의 연쿠에서는 移轉工場의 경우 약 

89%가 서울 영둥포지역에서 移轉해 왔으며 부 

천시의 移轉工場의 경우도 약 70%가 서울 영 

둥포에서 移轉한 것들이어서 서울로부터 주변 

都市地域으로 分散펀 파정을 명확히 해주고 있 

다. 서울의 都心地域， 都心外의 서울市內地域， 

서울市에 안접한 市 • 那地域， 그외의 京鍵道地域

의 4個地域으로 동섬 원에 유사한 지 역 을 區分했 

을 때 工業의 成長地域이 大都市 中心部로부터 

周邊地域오로 移行되는 과정을 밝힐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1958rv 1977 年 사이에 약 5 年

간격 의 기 준을 쿠분하여 shift-share 分析파 en

tropy 측정의 分析에서 分明히 해주고 있다 38) 

부산시내의 立地燮動을 分析한 昭究에서도 工

業이 都市中心部로부터 外部로 확산되는 과정을 

밝혔는데 여기서는 공장의 新設， 閒鎭 및 工場

의 移轉 둥을 區分하였다 39) 부산시내 뿐만 아 

니라 부산 大都市園을 대상으로 했을 때 쏠山地 

域의 工業立地變動의 段階는 1970 年代 중만에 

外環의 形成段階라고 지적되고 았다 40) 大都市

블 中心으로 한 工業立地變動은 美國의 Atlanta 

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 工業의 據散파 

分散을 통해서 集中現象이 中心地로부터 周邊훌ß 
로 移行됨을 보여주고 있다 41> 

이 상 大都市 地域의 工業立地變動과 地域 또 

는 國家內의 立地變動을 區分해서 검토하였는데 

이들은 별개로 理解될 것이 아니라 한 國家의 

工業의 體系 Cindustrial system) 內에 서 經合的오로 

理解되어야 할 것으로 보안다. 特히 現代社會의 

企業組織이 복장화되고 E大化됨 에 따라 各 都

市 또는 地域들이 상호 유기적안 관계로 그[業體 

系속에서 統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 

은 문제를 보다 종합적A로 分析하기 위해서는 

工業立地變動의 理論的 없究를 검 토해 보아야 

할 것 이 다. 韓國地理學界에 서 大都市地域블 中

心A로 한 工業立地變化의 패턴은 맑究地域에 

關係없이 상당한 一致點을 찾을 수 있었A며 -

般化가 可能하다고 본다. 짜라서 立地變動없究 

의 爭點은 경험적안 연구에서보다는 理論的 班
究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러라 본다. 

4. 工業立地의 理論的， 方法論的 論議

1970 年代 중만까지만 해도 韓國地理學에서의 

工業立地핍究는 어떤 측면이건 간에 立地理論

의 基盤이 脫弱함을 면치 뭇했다는 비판이 있었 

34) 朴陽春， 1978, ‘領南園의 工業立地變動에 關한땀究 文理學報， 5輯， p.81. 

35) 金康星， 1972, ‘大都市周邊에 있 어 서 工業의 發達파 그 問題點 : 서 울을 中心으로 騎山地理， 2號， pp.27 
--40. 

36) 鄭鉉球， 1981, “首都圍I業의 立地變動에 판한 昭究， ’ 東國地理， 2號， pp.1--26. 
37) 韓鴻烈， 1981, “安養市 工業地域構造와 그 變化에 판한 연 쿠， ’ 東國地理， 2號， pp.45--72. 

韓鴻烈， 1982, "富川市 工業地域構造와 立地變動에 關한 핍究， ’ 東國地理， 3號， pp.61--77. 
鄭굶錫， 1983, “仁川市의 工業發達과 工業地域의 構造， ’ 東國地理[， 4號， pp.25--60. 

38) Sam Ock Park, op. cit. , pp.138--148. 
39) 林永大， 1979, “쏠山I業의 空間變化(1962--1976) ， ’ 부산여 대 논문집 , 7輯， pp.437--474. 
40) 朴陽春， 1978, 前據書， p.81. 
41) James S. Fisher, and Sam Ock Park, 1980, “Locational dynamics of manufacturing in the Atlanta 

Metropolitan Region, 1968--1976," Southeastern Geographer, vo1. 20, pp.100--U9. 
James O. Wheeler and Sam Ock Park, 1981, ‘ Intrametropolitan locational changes in manufacturing : 
the Atlanta Metropolitan Area, ’ Southeastern Geographer, vol'21, pp.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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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2) 立地없究의 內容을 分析하면 이와같은 비 

판을 수긍할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韓國地理學

界의 I業立地짧究에 서 理論 또는 方法論에 대 

한 論議는 1971 年 ‘立地條件과 立地因子의 理

論的 分別이 명확치 않는 상태에서는 흔히 立地

調춤의 被行性을’ 면치뭇한다고 바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43) 그후 工業地域區分에서 임의적안 

級區分으로 안한 意味없는 階層化를 시도할 것 

이 아니라 中心地階層의 分析에서처럼 下位에서 

上位로 階序되는 階層分類가 바람직하며 工業地

域의 階層은 製品의 市場規模에 의해서 결정되 

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였다 44) 이와같이 1970年

代 초만까지는 理論的 빠究는 없었고 方法論的

비판야 있었을 뿐이다. 

1975 年에 들어 오}서 A. Weber 의 集積論에 

대해서 諸學者들의 見解블 綠合整理하여 Weber 

외 集積論을 批判한 船究가 發表되었다 45) 이 

陽究에 서 는 Weber 의 集積論이 集積의 여 러 段

階나 여러 種類를 무시하고 集積形態블 i束的

A로 取됐한 점 , 全體主義를 前提로 한 集積中

心點의 決定， 集積利益을 加I係數의 함수판계로 

본 점， 供給面 一邊倒의 集積利益만 취급한 점 

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集積論과 관련하여 

고용의 特化 • 多角化에 대한 分析도 행해졌는데 

여 기 서는 종전의 擺念과 測定方法을 批判하고 

Rodgers 의 精多角化指數(refined diversification 

index)를 약간 수정 하여 特化 • 多角化의 測定方

法을 제시하였다 46) 수정된 방법을 이용해서 都

市規模와 多角化構造와의 關係블 검 증하기 위해 

서 韓國都市의 공엽 고용구조블 사례 로 分析하여 

일정 언쿠규모(약 20萬) 이상에서는 안쿠가 많을 

수록 多角化指數가 높게 나타나며 多角化된 A 
口와의 關係는 “S"字型의 logistic curve 를 그 

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都市規模에 따라 

고용쿠조에는 特化指向局面과 多角化指向局面이 

반복되어 나타남을 의마한다고 보고 이러한 段

42) 冊基柱， 1976(a); 1977, 前擺書.

階上의 變化를 I業化段階 및 都市化 週程과 해 

응되는 현상으로 1:1 1 유할 수 있다고 論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般化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地域에 결쳐 사례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 

며 歷史的으로 한 都市를 검 토했을 혜 模型이 

만족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안다. 

앞에서 고業立地의 變動에 관한 船究가 활말 

했으며 경험적 연쿠에서 상당한 일치첨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이마 언급하였다. 이와같은 立地

變動에 대한 경험척 연구결과를 토대로 立地變

動의 一般化와 理論的分析이 1980 年代에 들어 

서 행해졌다 47) 工業의 立地는 都市와 밀접허 

판련되어 있고 초기의 工業成長이 都市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立地變化 模型設定의 출발은 

大都市地域 I業의 立地變動過程에 서 부터 이 다. 

짜라서 이 맑究에서는 大都市地域內의 I業立地

變動模型을 設定하고 이블 한 國家 또는 地域의 

立地變化 模型에 統合시켰다. 

大都市地域에서의 立地變動의 理論的 基盤은 

歷史的으로 볼 때 운송바 율 구조의 변화， 地價의 

변화 둥 費用의 측면에서 立地變動을 유말할 수 

있는 要因， 製造業者의 準最適行動， 企業의 立

地的 適應， 企業組織의 變化 등으로 보았다. 이 

와같은 몇因費用의 利點이 냐 諸要因의 作用은 

결국 最適立地를 都市 中心部로부터 都市 외팍 

지역으로 移動시키게 되고 利潤의 空間的 限界

(spatial margins to profitability)를 확대 하게 되 었 

다고 論하고 있 다. 득허 一定地域의 I業의 成

長은 “S" curve 의 유형을 냐타내며 이를 都市

地域에 적용시킬 해 성장우세지역이 都市中心部

로부터 外部로 移動함을 說明하였다. 여기서는 

물론 集積의 주IJ益과 不利益도 重要한 몇因으로 

作用하며 時 • 空의 次元에서 불 빼 集積의 利益

이 큰 地域도 결국 變化한다는 것이다. 이와같 

은 論理에 서 都市地域의 立地變動의 段階를 @ 

初期 工場의 立地，@都市中心地 集中，@都市

43) 冊基柱， 1971, “工業立地의 動向 : 立地調흉의 諸問題點， ’ 地理學， 6號， pp.51"""67. 
44) 崔基構， 1974, 前獨書.
45) 部基柱， 1975(b) , “立業集積論考-A. Weber 集積論의 批判파 隆正올 中心A로-， ’ 地理學， 11號， pp.17""" 

26. 
46) 冊基柱， 1979, .. 工業集積論考 : 韓國都市의 I業훌爛構造를 事例로 地理學， 20짧， pp. 12--37. 
47) Sam Ock Park, 1981, op. cit. , pp.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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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心地 成長優勢，@都心外地域의 成長優勢，@

했外地域!成長優勢，@非都心地域 工業化의 6個

의 過程을 模型i로 제시하고 있다 48) 앞의 경 

험척 연쿠에서 밝힌 內環形成段階와 外環形成段

階는 이 模型의 @，@에 各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立地變動의 模型은 물론 空間上

에 工場의 立地가 非連續的안 것을 連續的안 分

布로 가정한 것이다.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여 기 에 서 非都市地域의 工業化의 과정 은 地域

또는 國家內의 立地變動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야 될 것이다. 

都市地域의 工業立地變動 模型은 i定時點에 

서 한 國家內의 여 러 都市들이 相異한 立地變動

段階에 있음을 암시하고 이와같은 多樣한 變化

플 結合하면 國家全體의 立地變動 類型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家規模에서 불 혜 

都市地域工業의 立地變動要因만으로 地域的안 

立地變動이 완천히 설명될 수 없으묘로 地域經

濟理論의 擺念들을 統合하여 國家 또는 地域의 

立地變動模型이 유도되었다. 특히 여기서는 한 

國家의 空間經濟속에서 核心地域파 周邊地域의 

區分을 가정하였고 立地變動에서 大都市로부터 

中小都市로의 I業의 階層的 據散과 非都市地域

오로의 分散을 區分하였다. 地域의 立地變動 模

型에서는 CD初期工業의 發展，@核心地域 工業

외 集中，@工業의 階層的 據散，@工業의 地域

的 分散-非都市地域의 工業化의 4 단계 (phase) 

로 區分하고 있 다 49) 이 는 立地變動의 과정 (pro

cess)을 地域에의 工業의 集中現象， 都市體系內

에 서 工業의 階層的 據散， 都市地域오로부터 非

都市地域￡로의 도業의 分散을 내 포하고 있 다. 

이 模型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初期工業의 發展段階에서는 核心地域의 下部

構造(infrastructure) , 고급노동력 , 市場 및 情報

접촉의 용이성 등의 flJ點혜문에 核心地域의 大

都市에 工業의 유치가 可能하게 된다. 市場地域

의 확대와 集積의 利益은 核心地域內의 主훨都 

市地域工業의 높은 成長을 유도하고 결국 核心

48) Sarn Ock Park, 1981, op. cit, pp.50--63. 

地域에 I業의 集中을 초래 하게 된다. 특허 校

心地域에의 工業集中期에는 大都市로부터 그 인 

캡地域으로 工業의 分散이 일어나 大都市周邊에 

I業의 集中을 이루게 되고 核心地域內에서는 

大都市로부터 小都市로의 工業의 階層的 據散이 

일어난다. 그러나 周邊地域을 포함한 一國의 空

間經濟內에서는 階層的 據散이 크게 이루어지지 

는 않은 단계이다. 즉 核心地域의 大都市에서는→ 

大企業야 말생하꺼1 되고 이들은 分工場 또는 다 

른 형태의 工業의 投資를 大都市에 인캡한 지역 

이냐 核心地域內의 中小都市에 주로 행하여 그

들의 立地決定空間(decision space)은 주로 校心地，

域內에 限定되 게 된다. 세 번째 의 階層的 據散의 

段階에서는 -‘國의 都市體系內에서 大都市(특허 

核心地域의 大都市)로부터 보다 작은 都市로 工業

의 階層的 據散이 일어냐는 것이 特色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企業體系에서 中心企業(center

firrn)이 상당히 둥장되며 核心地域의 大都市에 

있는 中心企業들은 一國의 中 • 小都市들에 分工
場이나 新規工業의 授資를 행하게 되어 都市體

系가 企業의 組織에 의해 연결되게 된다. 또한

核心地域內에서는 大都市로부터 보다 작은 都市~

로의 階層據散의 과정을 거쳐서 核心地域內의 

非都市地域으로 I業의 授資가 확대 되는 경 우가 

대 부분이 다. 核心地域의 大都市는 I業의 階層

的 據散파 分散으로 因해 成長이 둔화되거나 工

業의 減少블 겪게 되는 반면 周邊地域의 都市듣 

은 일반적A로 높은 成풍을 경험하게 된다. 이 

는 周邊地域의 都市들이 交通， 勳力 또는 資源

의 측면에서 공엽의 유치에 유러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저렴 하고 풍부한 勞勳力은 標準化펀 製品

을 生塵하는 分工場의 유치에 유리하게 되기 혜 

문이다. 마지막으로 非都市地域의 I業化 段階

에 서는 大部分의 大都市들은 工業의 總對的안 

減少블 겪 게 되 고 都市로부터 非都市地域으로， 

득히 核心地域의 大都市로부터 周邊地域의 非都i

m‘地域으로 工業의 分散이 특징적이다. 周邊地，

域의 交通體系의 발달 및 因子費用의 利點， 核

유사한 맑究로는 Jarnes O. Wheeler and Sarn Ock Park, 1.981, op. cit. 
49) Sarn Ock Park, 1981, op. cit. pp.64--73. 

Sarn Ock Park, 1983(b) , “Reg!0nal rnanufacturing change: a rnodel and ernpirical studies，>>社쩔科學 
파 政策昭究， pp. 249--292. 

- 62-



心地域 大都市의 集積의 不經濟 등은 周邊地域

외 相對的안 工業成長에 공헌을 하며 企業의 行

態 또한 工業의 分散을 이루케 하는 重要한 몇 

因이다. 즉 工業體系가 보다 복장해지고 相互依

存的이 됨 에 짜라 企業環境의 不確實{生이 증대 

되 며 따라서 企業은 最大利潤보다는 오히 려 企

業의 成長을 彈調하게 되며 工業의 投資는 여러 

地域에 空間的으로 확대 하게 펀다. 技術의 變化

와 製造商品의 標準化 段階가 이와같은 非都市

地域의 工業化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오며 分工

場 授資戰略이 立地變化의 重要한 메카니 즘A로 

밝혀졌다 50) 즉 生塵品領環의 過程에서 生l쫓品 

의 標準化段階에 이 르면 技術은 安定되며 剛新，

外部經濟， 大都市의 下部構造 등의 必몇性은 낮 

아진 만면 미 숙련 勞動力의 重要性은 높아져 周

邊에 의 I業投資 선호도가 높아진다. 周邊地域에 

까지 非都市地域의 工業化가 진천되 면 몽구究 및 

開鏡의 投資도 周邊地域에 일어날 수 있고 技術

외 華新 및 工業의 集積에 의한 外部經濟도 周

邊地域의 大都市에 서 可能하게 될 것 이 다. 

이 상파 같은 立地變動의 模型을 檢證하기 위 

해 앞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울고F 美國의 

Atlanta 巨大都市地域 및 韓國파 Georgia 블 班

究地域오로 立地變動이 分析되었다. 특히 事例

짧究에 서는 歷史的안 變勳l過程의 分析파 企業人

들의 f윗資선호지역의 空間的안 次元도 分析되었 

다. 물본 立地燮動의 이 와같은 模型의 검 증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서도 기엽조깎과 판련하여 

많윤 事例광주究블 몇하지만 지금까지 얻은 結뽕 

는 模型의 정당성을 뒷받첨해 주고 있다. 

最近에 大都市地域內의 工業立地變動模型을 

技術의 華新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형이며 또한 

growth pole 論으로 간주한 경 우가 있 는 데 이 는 

1 立地變動模型을 皮相的으로 把握한 데서 빚어잔 

誤錫라 여 겨 진다 51) 立地變動은 技術華新과도 판 

련이 었지만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이 諸要因들과 

복합적 무로 :관계 되 어 있 다. 工業의 據散은 新剛

의 據散이 아니며 企業組織의 반응 등 여러 요 

인들과 판련되어 이루어진다고 앞에서 설명한 

점을 상기해야 될 것이며 뒤에서 검토될 企業組

織의 영향에 대한 연쿠결과도 참조해야 될 것야 

다. 또한 지금까지 행한 經驗的 R다究의 結果에 

서 立地變動의 諸過釋이 밝혀졌음도 상기해 0끝 

될 것이다. 물론 우러나라에서 生盧品備環의 原

理가 立地變動에 여하히 關聯되어 있는지는 앞 

으로의 핍￥究를 필요로 하며 , 우리 나라에 서 市場

原理에 의 해 非都市地域의 工業化가 짧은 시 알 

내에 이루어잘 것아라는 견해는 아니다. 짜라서 

工業의 地方分散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政策따 

施行은 필요한 것 이 며 立地變動過程의 充分한 

理解없이는 立地政策이 성공적알 수 없다는 점 

을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러나라 工業立

地變動의 段階가 아직 階層的 據散의 過程에 충 

분히 이르지 뭇하고 있는데도 불쿠하고 地域閒

의 균형발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단계를뛰 

어넘어 周邊地域의 農村地域에 工業投資를 지원 

하는 政策이 수럽펀다면 이는 i펀濟的안 측면。l 

나 現實的안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풋할 것이다. 

大都市地域內의 工業立地變動에 대한 맑究는 外

國에서도 많이 행해졌으며 그 結果는 本鎬에서 

밝헌 模型의 정당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52) 

5. 工業立地확 地域開發

1960 年代 以後 韓國 工業의 급성장파 공업쿠 

조의 고도화는 높은 經濟成長率을 可能하게 하 

였고 工業의 發展이 地域의 開發파 밀접한 관쳐1 

를 뱃었음에도 불쿠하고 韓國地理學界에서 地域

開發의 측면에서 工業立地를 E￥究한 것은 1970 

年代 末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천공업지역을 對象으로한 굉주究에서는 立펴 

喪因‘품 分析하여 結습、的안 開發방안을 제시하려 

시도랬A나 주로 工業地誌的안 記述에 치중하 

50) Sam Ock Park and James O. Wheeler, 1983(a), op. cit. 
51) 朴養石은 “地域開發의 理論的 接近 n, " 慶北大學技 社會科學大學 論文集1 (1982) ， pp.1l5.-129. 
52) James S. Fisher and Sam Ock Park, 1980, op. cit. 

James O. Wheeler and Sam Ock Park, 1981 , op, cit. 
이 외 에 이 分野의 빠究成果를 보기 위 하여 다음 논운의 review 부분을 참촉要 : Sam Ock Park, 1981, op. 
cit"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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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53) I業立地를 中心으로 지역개발의 천 

략을 論한 빠究에서는 경북 공엽지역을 開發t足進

地域， 開發整備地域， 그러 고 農村I業地域오로 

펼分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落後地域의 開發을 

위해 안동， 영주 등에 성장거점을 설정하여 工

業都市 육성 을 강조하였 다 54) 특허 後進地域의 

開發濟在力이 풍부하고 地域外的 여 건이 개선된 

다고 하더라도 工業開發은 地域政策的 次元에서 

고려 되 어 야 한다고 보았다 55) 영 남권의 행주究에 

서도 김천， 안동， 진주 등의 내륙중심도시의 I 

業의 停j帶{生을 밝히고 이들 도시들의 工業成長

을 유도함이 바람직 하다고 보았다 56) 이 와같은 

工業政策은 大都市 안접지역에의 工業團地造成

등을 지 양하고 周邊地域의 中小都市에 工業發展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펄요하다는 견해로 받아 

들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立地政策은 工業

立地變動에서 階層的 據散의 過程이 시사하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며 우러나라의 現 l業

化 段階로 보면 周邊地域의 순수한 農村地域에 

의 工業의 直接投資는 時期尙早라고 여겨진다. 

1980 年代에 들어 서 우리 냐라 工業政策이 工

業의 立地變動에 미 친 영 향을 分析한 昭究가 행 

해졌다 57) 이 昭究에서는 1960 年代와 1970 年代

의 우러 나라 工業立地政策은 크게 空間政策파 

非空間政策오로 區分되 며 空間政策이 loll 록 도業 

의 分散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 서울， 부산의 

2 個 E大都市地域에 工業의 集中을 가속화시 켰 

고 地域間 工業의 不均衝을 촉진시킨 결과가 되 

었다고 바판했다. 이와같은 工業의 地域的 集中

은 非空間政策의 地域에 마치는 영향이 큰 데에 

도 았지만 空間政策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 

고 있다. 工業의 地方分散을 위해서는 農村地域

의 社會的 開發이 우선되 어 야 하며 地方都市의 

빼新濟在力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論하고 있으며 

특히 中 • 小都市의 開發과 工業成長이 충분히 

고려 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또한 I業政策

에서 企業組織의 諸測面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고 企業組織과 판련된 分工場投資戰aJ삽 

은 周邊地域 中 • 小都市의 工業發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分I場投資는 外좀ß所有 또는 外部支配가 地域經

濟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工業政策은 그것 이 검댐政策φ1 년 非空間政策

이 던 간에 工業立j也變化過뚫을 把握하고 수립 되 

어야지 그렇지 뭇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愚、블 

범할 수 있을 것이다. 工業立地變動을 주요연쿠 

터1 마로 다루고 있는 우리 地理學界에서는 짜라 

서 앞오로 보業立地와 關聯한 地域開發의 측띤 

에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해야관 

다고본다. 

6. 行態論的 接近과 企業組織의 영향 

世界的으로 볼 혜 行態論的 接近이 1950 年代

부터 工業立地昭究에 도입 되 었오나 企業의 立地

行態에 대 한 昭究는 1960 年代 후반부터 활발해 

졌다. 우러나라에서도 1980 年代에 들어서 企業

의 行態나 企業의 組織에 대한 연구가 바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企業의 空間的 선호는 立地行動 및 立地變化

와 관련이 있다고 전제한 연쿠에서는 企業A들 

을 상대로 조사한 도業投資를 위한 空間的 선호 

도의 자료를 multidimensional scaling 分析을 

통해 서 검 토하였 다 58) 分析結果 工業投資를 위 

한 空間的 선호는 쇼業組織의 形態， 地域의 經

濟發展程度， 企業의 立地場所， 企業의 規模에 

짜라서 差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差異는 

一定한 空間的 次元(dimension)에 수렴 될 수 있 

53) 林漢洙， 1977, “麗川工業地域의 經濟地理學的 考察， ’ 地理學빠究， 3號， pp.55 ....... 98. 
54) 洪淳完， 朴陽春， 1977, “慶北工業의 開發構想파 適{生業種 塵業開發핍究報告， 5卷， pp.55 ....... 74. 
55) 朴陽春， 鄭承銀， 1979, “영 주시 I業開發의 戰略 塵業開發빠究報告， 7卷， pp.19 ....... 28. 
56) 朴陽春， 1978, 前握書.
57) Sam Ock Park and James O. Wheeler, 1983(b) , “ Indu 'Strial location policies and manufacturing 

employment change: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Regt'onal Develoþment Dz'alogue, vol. 4, no. 

2, pp. 45 ....... 64. 
정8) Sam Ock Park, 1931, op. cit. , pp.158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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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것。1 며 결국 2 個의 一致펀 動態的안 空間선 

호의 次元을 밝힐 수 있었다. 이 두 空間的 次

元은 大都市地域의 規模에서 中心파 周邊의 關

‘係와， 國家的안 次元에서 核心地域파 周邊地域의 

關係였다. 즉 大都市 地域內의 中心 • 周邊連續

‘의 關係에서는 企業의 空間선호가 都市의 中心숍ß 

」로부터 周邊部로 移行됨이 밝혀졌오며 이와같은 

移行은 大都市地域 工業集中地域의 據大와 一致

하고 있다. 國家的안 規模에서 空間的 立地선호 

는 核心地域으로부터 周邊地域 ó 로 移行되며 그 

정도는 企業體系의 發達， 地域의 經濟發展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것A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分

析結果는 企業의 空間的 立地選好냐 立地行態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形態， 規模， 地域의 

經濟發展水準 둥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엄연한 

空間的 立地選好次元의 縣序內에서 動態的이라 

는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례연쿠를 통한 

검증을 要하겠지만 이 昭究의 結果는 立地選好，

立地行態 및立地變勳은 相互 밀접한 關係가 있 

-음을 말해주고 있다. 

行態的 接近과 관련하여 3 편의 연쿠논문이 최 

근에 발표되었는데 그중 한 昭究에서는 企業家

-의 立地에 대한 image 가 어떻게 形成되어 있는 

가를 파악하려는 內容을 다루었다 59) 즉 工業經

營者들이 현재 그들의 工場이 立地하고 있는 都

市의 立地的 環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 

는가블 16 個 項 目의 R度點數블 變數로한 몇 

因分析을 통해 캠 토하였 다. 물론 計量分析上의 

問題點이 나 階層別 分析上의 問題등 觀點에 따라 

서는論難의 여지가있으나 韓國地理學界의 I業

立地分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고 본다. 

Seattle 의 Washington 운하지 역 에 있 는 小規

模 boat 工業의 立地와 그 變헬어l 관한 %究에 서 

는 小規模 boat 공엽 立地의 立地決定 過程파 link

:age 類型을 重視하여 分析하였 다 60) 유사한 핍 

究方法야 쏠山市의 중·소섬유공엽에도척용되에 

最近에 行態的 接近이 韓國I業立地昭究에 한 

接近方法으로 제시되었음을 말해준다 61) 

그렌데 살제로 깊이있는 分析이 행해지지 않 

고 多樣한 주제를 皮相的으로 마루어 理論的안 

틀과 판련을 맺지 뭇하고 있음이 行態的 接近의 

문제점이라 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맑究者가 

의도한 i般化에도 많은 問題點이 따르며 특히 

外國에서 빠究한 方法을 그대로 韓國에 적용시 

킬 경우 外國에서의 船究를 비판없이 받아들이 

거나 方法論上의 문제점을 들어내는 것이 사살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韓國地理學界의 立地짧 

究에 行態的 接近이 초보적 단계임을 시사해주 

는 것이라 본다. 

現代社會에 서 企業의 組織單位의 規模와 복장 

성 이 증가함에 짜라 單一工場을 전자l로 한 古

典理論의 適用에 운제가 짜르기 해문에 最近에 

立地分析에 企業組織의 맑究가 활딸해졌다 62) 

韓國地理學界에서도 1980 年 이후 企業組織파 

關聯한 핍주究가 행해지고 있다. 

美國의 mobile home 製造業을 中心으로 한 핍 

究에 서 는 企業構造의 特뾰이 製造業의 分布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였다 63) 여기에서는 多分

工場企業이 工場을 空間的으로 分散시킴￡로서 

생 존능력 을 높이 며 짜라서 多分I場企業은 工業
의 分散에 영 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특히 製品需

몇의 減少와工業成長이 둔화되는 시기에 單-‘工

場보마 分I場-이 유리 하다고 평 가하고 있 어 工

業立地變化에 企業構造의 영향을 중시하였다. 

美國 Georgia 에서 행한 연쿠에서는 分工場은 

企業의 空間에 對한 組織의 表現으로 周邊地域

工業開發에 중요한 역할을 댔고， 이와같은 分工

場提資는 주로 標準化된 製品의 生塵授資로서 

生옳品f眉-環原理의 제 3 段階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64) 특히 過去에는 이와같은 

. .59) 李熙J뾰， 1982, ‘韓짧工業익 意思決定에 關한 E다究，’ 地理學論護. 9號. pp.41.-..58. 
60) Yeong Dae Lim, 1981, “Change in the smal1 boat building industry: the case of the Lake Washington 

Ship Canal, ’ 地理學. 24號， pp.1--18. 
’ 61) Yeong Dae Lim. 1982, “A locational study on the medium and small textile industry in Busan: a case 

of surroundings of sub-CBD. ’ 부산여 대 論文集， 13轉， pp. 291 --317. 
'62) 朴材決. 1983(a). 前揚書， p.170. 
‘63) 黃陳益， 1983, “製造業에 서 企業構造가 分布에 마 치 는 影響 地理學， 28號， pp.35.-..45. 
!(ì4) Sam Ock Park and James O. Wheeler, 1983(a),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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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分工場投資가 大都市에 서 中小都市로의 I業의 

階層的 據散에 영향을 주어 都市間의 相互연결 

에 공헌했지만 1970 年代부터는 多地域企業들이 

주로 非都市地域에 分工場授資를 하여 非都地域

I業化에 공헌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南部의 非都市地域中 落後地域에서는 뉴욕과 같 

은 核心地域의 大都市에 本社릎 둡 기 업 들의 分

I:場投資가 주로 이 地域의 工業化에 공헌하고 

있음이 分한ï되고 있다. 

또한 美國의 천동척 안 周邊地域에 속하는 Ge

orgia 와 South Carolina 에 서 工業立地에 대 한 

企業組織의 역할을 分析한 맑究에서 이 지역들 

의 I業은 外部所有와 밀칩히 판련되어 있 ò 며 

企業組織이 l業立地變化에 큰 영 향을 주었다고 

論하고 있다 65) 生塵品備環理論의 各 段階에 따 

라 다른 形態의 企業組織01 필요하며 특히 標準

化段階와 關聯된 分工場經濟가 이들 周邊地域에 

훨延되 어 있 어 企業組織이 地域經濟에 마 치 는 

영향은 보다 엄밀한 分析을 必夢로 하고 있다. 

分工場이 地域의 經濟에 아느 정도 統合되었는 

까를 分析한 昭究도 美國의 南部地域에서 행해 

졌다 66) 이 굉￥究에 서 는 分工場의 /$:社가 分工場

이 立地한 洲에 있는가， 그 안캡洲에 있는가， 

천통적안 미국 공엽지역의 洲에 있는가， 아니면 

外國에 있는가에 짜라서 그 地方의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밝히고있다. 原料購入，

製品의 판매시장， 정보의 유통， 意思決定의 權

威 등이 地域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分析

한 결과 意思決定의 權威가 外部地域에 있을수 

록 製品의 판매， 原料의 購入 등의 면에서 地域

經濟와 統合되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分析되었 

다 

우러나라에서는 이와같은 分工場經濟가 아직 

활延되어 있지 않기 해문에 이 分野에 많온 쟁￥ 

究가 發表되지 않았으나 分그:揚經濟가 彈調꽉고 

있는 오놓의 될gì際社휩에서는 이의 地1或經濟에 

tI 1 치는 영향이 콘 爭點이 되고 있다 67) 地域經

濟에 미치는 영향은 世界的으로 一定하지 않고 

地域에 짜라 상당히 차이가 있오리라 예상된다. 

우러 나라에서도 海外直接授資가 강조되고 大企

業의 分工場이 늘고 있 어 分工場投資가 어 떻게 

地域經濟에 統合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陽究

블 필요로 하고 있 다. 또한 外部所有와 外部支

配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으며 外部所有의 비 

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地域經濟에 否의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안가도 밝혀져야 할 것A로

본다. 

7. 結 論

本鎬에서는 그동얀 韓國池理學界에서 행한 工

業立地없究를 주요 연주방향에 따라 區分하여 그 

內容을 把握하고 이 에 판련펀 爭點과 問題點을 

검토하는 것을 덤的으로 하였다. 

韓國地理學界에 서 1960 年代부터 시 작펀 I業
立地昭究는 1970 년대 중반 이 후 多樣한 찜究主 

題와 多樣한 分析技法이 동원되어 활발히 진행 

되 고 있 다. 이 와같이 工業立;地땀究의 歷史가 바 

교적 짧았고 소수 학자둘에 의해 쩌:究가 행해졌 

기 때문에 많은 爭點이 부각되지는 않았으며， 오 

허려 앞으로 많은 爭點이 거론펼 것으로보인다. 

후할國地뀔표學界에서 工業立地맑究의 主몇‘勳向은

CD工業地域區分 및 工業의 地域構造，@都市內

또는 國家內의 工業立地變훨]어l 대 한 경 험 적 事

例빠究，@工業集積 및 工業立地變動에 대 한 理

論的 昭究，@地域開發 및 政策어l 관련된 工業

立地冊究，@行態論的 接近과 企業組織의 영 향 

에 대한 昭究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工業地域區分에 대 한 댐주究는 바 교적 爭點01

분명 허 나타난 分野로 指標의 選定， 階級區分의 

정 당성 , 地圖능뒀現의 方法 등에 많은 論爭이 있 

었다. 그러나 계속 변펙-하는 애매한 地域의 경 

계를 긋는 作業응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둔어t 

65) Sam Ock Park and James O. Wheeler, 1984, “The role of industrial organiz2. tion in change in man
ufacturing in a peripheral region of the U. S. ," Tijdschη:ft voor Econmische en Soclale Geograft" e' 

vol. 75. 
66) James O. Wheeler and Sam Ock Park, 1984, “External ownership and control: the impact of indus. 

trial organization on the regional economy," Geoforum, vol. 16. no. 2 
67) 朴성jX， 1983(a) , 前據書， p.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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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척도 諸問題들을 해결한 工業地域區分은 나요 

지 않았다. 工業의 地域構造·에 대 한 연쿠는 19 

60 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이 행해졌는 데 

先行昭究와 相互關係를 유지하지 풋하는 것이 

많￡며 대부분 염격한 의미의 地域構造플 다루 

었다기 보다는 工業의 業種，\51j構週블 다루었을 짜 

릎이다. 

해방후 한국내의 工業立地變動은 일제시대에 

이미 형성된 동태적 축과 관련이 있A며 득히 

京쏠顧을 중심 ó 로한 I業의 成長이 현저하였 

다. 大都市地域內의 工業立地變動은 工業의 據

散과 分散을 통해서 공엽의 성장이 都市中心部

혹부터 都市의 周邊部로 移行되는 유형을 보얘 

주었 다. 이 와같은 事例%究 結뽕는 工業立地變

動模型의 정당성을 높여주고 있다. 

工業立地變勳의 理論的 昭究에서는 經濟的 寶

因을 강조한 因子費用의 移動， 準最適立地의 行

動， 企業組織， 生塵品個環의 段階 등이 立地變

化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득허 都市

內部의 工業의 據散， 都市로부터 그 인접 지 역 ￡ 

루의 工業의 分散， 都市體系內에서의 工業의 階

層的 據散， 大都市로부터 周邊地域의 非都市地

域으로의 l業의 分散 동의 過程을 통해 大都市

地域內의 工業立地變動파 國家內의 立地變動을 

各各 몇개의 段階로 區分된다고 보았다. 이와같 

운 펼論的 分析은 그러 나 앞으로 개 딸도상국에 

져 많은 事例服究를 통한 검 증을 필요로 하고 있 

..E...며 理論的 分析에 서 밝힌 立地變化의 諸~뭘程은 

앞으로 후진국에서 爭點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地域開聽과 관련된 땅f究에서는 지역간 균형말 

전을 위해 周邊地域외 中 • 小都市 工業投資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growth pole 의 개념에서 

라기 보다는 工業立地變動模型에서 밝힌 階層的

據散의 개념과 관련시켜 理解된 정책수립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工業立地變勳模型에서 밝 

힌 諸段階를 고려 할 때 우리 나라에 서 農村地‘域

‘에 직접 工業投資를 행하는 政策은 아직은 時期

尙早라고 여겨진다. 

1980 年代에 이 르러 行態的 接近이 우리 나라 

‘에도 소개되었A며 工業投資를 위한 企業의 空

觀立地選好次元은 大都市地域의 中心-周邊部關

孫의 次元파 一國의 核心地域-周邊t-tl1域關係의 

次5ë으로 나다나서 잘제 업지변화의 次元파 알 

치하고 있다. 짜라서 立地行態， 立地選好 및 立

地變化가 相互關係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냐 우러나라에서 이 分野의 댐+究가 아직은 

초보적안 단계여서 깊이있는 鼎究가 행해지지 

뭇했다. 

企業의 組熾ó1 .J그훤立地變勳애 마치는 영향을 

다룬 짧究는 最近에 활발해졌오나 모두 外國을 

몽주究地域오로 삼고 있다. 分工場經펌가 만연되 

어 가는 오늘의 國際社會에 대처하기 위해서라 

도 우러나라블 대상오로 한 연쿠의 필요성이 닫 

며 앞으로 企業組織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爭點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韓國地웰E學界의 工業立地%究에 서 基本的안 

問題點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로 分折

手段오로서 룹f量技法의 適用上의 f볍평點에 대 한

充分한 理解:의 不足파 計量分析의 數f直的 浩果

에 너우 依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分析

方法上에 問題가 있을 경우 거기에서 얻어잔 결 

과는 虛構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펠解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國內 先行빠究의 환폈과- 學問

的 交流가 充分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간의 

많은 昭究論文의 數에 비 해 學問的 찮穩이 마 약 

하다는 점이다. 세째포， 立地理論야나 꿇랬짧念 

의 充分한 웰解가 아직도 미흡한 연쿠뜰-이 있어 

혼선을 벚고 있다. 이는 韓國地理學界의 工業立

地에 대 한 昭究方向이 나 分析技法·의 週用댐에 서 

外形j진!으로 外國의 陽究動向을 따료고 있오나 

I業立펴例究의 歷史가 짧71 혜문에 발생펀 것 

들-이라 볼 수 있으며 이와같은문제첨플은곧극 

복되어야 할 基本的안 과저1바 여겨진다. 

1980 年代에 들어서 多樣한 주제로 해주?딘가 행 

해쳤다고 하지만 世界的안 工業立地%究의 침저向 

에 1.'11 추어 우러나라에서 소홀히 했던 돼짧分野 

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냐라에서 

I뚫의 立地와 地域開發이 빌칩한 관계가- 았다 

는 천제하에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주제플 

몇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工業의 立地가 그 地域의 開發에 공헌을 하였 마 

고 단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로 어영게 공펀하였 

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分析이 이루어지지 않 

았￡역 이와같은 문제에 우러는 地理學에서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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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는 分析을 행함으로서 학문적으로냐 현살문 

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대도시 지역의 I業의 立地變動過程을 

新規I:場의 設立， 工場의 閒鎭， 工場의 移轉(外

部地域으로 移轉파 外部地域으로부터 의 移轉)등을 時

期別로 立地場所別로 把握하는 일이 다. 이 의 정 

확한 分析은 地域開發을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 

움을줄수있을것이다. 

두째 로， 우리 나라에 서 는 分工場의 比重이 아 

직은 마약하지만 多地域企業의 등장에 짜라 企

業組織파 關聯한 쟁주究가 행해져야 된다고 본다. 

즉 勞動의 空間的안 分業이라는 측면에서 生옳 

파 意思決定의 支配가 空間的으로 어떤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가? 本社， 支社， 分I場 사이에 

各種 意思決定은 어떻게 행해지며 그 권위는 어 

디에 있는가? 판매시장， 원료구업 등의 면에서 

分工場들이 地域經濟에 어느 정도로 統合되어 

있는가? 이와같은 문제둘에 대한 分析은 大企

業들이 地域의 開發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 째 로， 現代社會가 國際化되 어 가고 복잡화되 

어감에 짜라 우리 地理學에서의 짧究범위를 國

內地域에 만 한정하지 않고 國際的안 塵業體系

Onternational industrial system) 라는 觀點에 서 海

外直接投資에 대해서도 昭究블 행해야 된다고 

본다. 즉 외국의 해외 직접투자가 우리냐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空間的 패턴은 

어떠한가? 外國의 分工場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들이 立地한 地域의 經濟에 어떻-제 어느 정도로 

統合되어 있는가? 生塵品의 標準化정도는 어떠 

며 技術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우러나라에서 據

散되고 있는가? 또한 우리 企業들의 海外投資

외 構造的， 空間的 패턴은 어떠한가? 企業組織

의 측면에서 이들의 立地的안 適應問題는 어떠 

한가? 이와같은 문제의 分析은 國際化에 대응 

한 立地戰略을 세우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네째로， 우러나라 工業團地에 대한 짧究이다. 

I業團地內에서 各工場과 工業은 各各 어떤 유 

커척안 판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들의 전 • 

후방 連驚는 어떠한가? 團地內의 士地는 엘마 

나 효율적으로 利用되고 있는가? 團池內 I場

들이 그 地方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地

方의 經濟에 어느 정도 統合되었는가? 工業團

地의 設立이 인근주민의 생 활패 번의 변화에 어‘ 

떤 영향을 주었는가? 地方授資家들이 어느 정 

도로 조團의 工場設立에 판련되어 있으며 外部;

所有로 因한 장단점은 무엇언가? 생산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들의 통근권은 어 떤 패 턴을 갖는 

가?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工業團地의 評價와

적정 규모를 정하는 테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로， 앞으로 무역은 어느 의마에서 技術

의 경쟁이고 技術후新의 뒷받침 없이 높은 經濟

成長을 기래하기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는 우리1 

나라로서 는 技術草新파 판련된 WF究가 地理學어1: 

서도 充分허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기술의 혁 

신과 工業化와의 판계 , 또한 立地變動파의 關係‘

도 보다 명확히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大都市/

들의 剛新 잠재력을 높이고 落後地域의 開發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昭究 및 

開發의 授資에 대한 立地패턴은 어떼하며 어떻 

게 變化하고 있는가? 어느정도의 都市規模에서 

技術옳新을 기대할 수 있는가? 周邊都市의 ]二

業授資는 어느 정도의 都市規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한 앞A로 기술의 혁신과 관련하여 

各 都市 또는 地域에 어 떤 業種의 工業의 授資‘

가 彈調되어야 하는가? 이와같은 문제들의 昭

究는 적어도 1980 年代에 이루어져야 할 課題라 

고본다. 

이상의 주제듭은 工業에 關係되는 직접적안 

資料만A로는 分析될 수 없오며 社會經濟的 諸

要因과 관련하여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l場의 立地만을 分析할 것 이 아니 라 相互關聯.

된 塵業 및 組織을 包含하는 地域의 옳業體系의 

측면에서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냐 이와같 

은 짧究가 깊이있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工業

立地빠究者들 相互間에 學問的안 交流가 이루어. 

지고， 보다 사려 깊은 없究를 통한 學問的 論議

가 先行되어야 할 것￡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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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 and Issues of Studies on Industrial Location 
in Korean Geogra phy 

Summary;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discuss 

issues and problems of studies on industrial 

location in Korea. Researches on industrial 

location have been conducted since 1960 in 

Korean geogra phical society. Brisk research 

activity with diverse research themes and 

methodologies, however, has been a trend 

since mid-1970s. Because of this relative 

short history of the research on the indust

rial location, more problems rather than 

issues have been exposed. 

Major research directions of the industrial 

location studi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ive: 1) researches on the division of indus

trial areas and the regional structure of 

industry; 2) analysis of locational changes 

ìn manafacturing at a metropolitan scale or 

at a national scale; 3) theoretical studies on 

industrial agglomerations and on locational 

changes in manufacturing; 4) studies on the 

industrial location with relation to location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s; 5) be

havioral approaches or studies on the impact 

of industrial organizations on the industrial 

location. 

In the researches on the division of indus

trial areas, selection of varíables, justificati

on of division methods, and methods of map 

representations have been the main issues of 

discussions. Many studies tried to deal with 

the regional structures by industry types.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54 ........ 70. 

Sam Ock Park* 

Misunderstandings of concepts and location 

theories and insufficient scholastic interac

tions in this field can be pointed out as the 

basic problems in the study of industrial 

location. 

Findings of case studies on intrametropolitan 

locational changes in manufacturing suggest 

that a comparative growth region shifts from 

the core of the central city to the suburbs. 

These changes are resulted from the processes 

of the industrial diffusion within the central 

city and the dispersion from the central city 

to the suburbs. Dynamic patterns within a 

core-periphery framework are distinguish

able in the locational changes at a nationaI 

scale. Shifts of factor costs, suboptimal 

behavior of individual firms, changes in 

industrial organizations, and the degree of 

the standardization of products are pointed 

out as the major factors behind the location3. ì 

changes in manufacturing. 

The patterns of industrial changes at thε 

metropolitan scale and at the regional scale 

support a model of locational changes develo

ped by synthesizing behavioral aspects of 

firms and spatial economic aspects. Several 

phases of the locational changes are iden-. 

tified in both of the metropolitan scale 

and the regional scale respectively. Indus

trial diffusion and dispersion within 

metropolitan areas, hierarchical diffus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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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national urban system, and disper

sion from metropo1itan areas to nonmetro

poHtan areas in a national scale are identi

fied as major processes of locational changes 

in manufacturing. The processes of loca

tional changes seems to be a critical issue to 

be proved with more empirical case studies 

in a developing country context. 

An industrial investments strategy in small 

or medium cities was emphasized in the stud

ies of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This 

strategy can be related with the process 

of the hierarchical diffusion of manufac

turing identified in the model of the loca

tional changes. Based on the current phase 

of industrial changes in Korea, it seems to 

be premature to support direct industrial 

investments to rural areas of Korea. 

Behavioral approach has been one of the 

trends in the study of industrial location in 

Korea since 1980. Two dimensions of locat

ional preferences of firms, core-periphery re

lationships within an intrametropolitan scale 

and within a national scale, are identified. 

These two spatial dimensions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the locational changes in 

manufacturing, reflecting that the spatial 

preference of firms, firm ’s spatial behavior, 
and locational changes are interrelated. The 
impact of industrial organization on industrial 

location is a more current research topic in 

Korea. Study areas of this research topic, 

however, are mostly United States. 
Even though quite diverse research topics 

with diverse analytical methodology have 

been dealt in Kerea, there are several the

mes to be examined in the 1980s. The 

industriallocation seems to be greatly related 

to the regional developments. However, we 

have not sufficient researches to conclude 

how, to what extent, and why the industrial 

location is related to the regional develop

ments. With relation to this question some 

of the important research topics to be inves

tigated during the 1980s are as follows. 

1) Analysis of the intrametropolitan loca

tional changes in manufacturing based on 

firm births, deaths, growth, and relocation. 

2) Analysis of impacts of the industrial 

organizations on the locational changes and 

on the local economy with relation to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and an external 

control. 

3) Analysis of developments in industrial 

estates with focusing on industrial linkages 

within regional industrial systems and on 
socio-economic impacts on local communities, 

4) Analysis of international industrial sys

tems with specific emphasis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s to and from Korea. 

5) Analysis of impa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s and technologi

cal innovations on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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