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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텀 

I業化란 말은 매우 복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歷史的 擺念이기 때문에 몇가지 量的 指標를 통 

해서 그 水準을 客觀化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다. 그램 에 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經濟史

的 테두리에서 I협化의 起點이나 그 展開過程

을 分析한 業績은 수 없이 많고， 國際比較가 가 

능하도록 一般論에 까지 接近한 大業績도 많이 

나와있 다. 그런데 , 小地域 水準에 서 工業化의 

정도 및 그 변화를 분석한 연쿠는 많지 않고 몇 

몇 試圖가 있다 하더래도 그것은 ‘I業化’가 아 

닌 단순한 工業 그 自體의 量的規模를 比較한 

것 에 지 나지 않는다. 우리 는 ‘industrial space’ 

와 ‘industrialized space’ 를 구벨해 야 된다 D 왜 

냐하면， 後者는 量的 規模의 據大와 더불어 質

的 據充， 즉 構造의 高度化 까지를 포함하기 혜 

문이다. 

본 연쿠는 우러 나라 工業地域 設定(區分)에 대 

* 東國大學校 師範大學 敎授

뻐I 

次》

5. “그:業化” 地域의 設定
(I)I業化와 I業地域

基 柱*

(2) Intensity Scale 과 Structure Scale 

(3) 抽出結果

(4) 名稱附與

(5) I業化地域의 變化
6. 結 論

한 지금까지의 成果를 要約 • 省察하고， ‘工業;

化’ 의 관점 에 서 I業地域의 區分을 試圖한 내 용 

이 다. 工業化의 관첨에서 區分펀 工業地域을 환

의 상 ‘I業化 地域’ 또는 ‘工業化 空間’ 이 라 창 

한다. 

資料는 1968년과 1977년의 市那(173個) 單位地

域의 製造業 附加價f直블 활용하되 直羅市 이 상 

의 行政單位는 區單位別로 냐누어 취급하지 않 

고， 一般 市 • 那파 同一 level 로 묶어서 취급 

하였다. 

본 연쿠는 大小地域의 體系的 分類가 아니 고， 

工業化 地域을 抽出하여 1968'"'-'77年 사이 의 변 

화를 알아 보고， 많存의 연쿠성과와 比較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 地域分類와 地域區分

地域區分은 現實의 地域에서 제공되는 情報를r 

縣序的 .-實的으로 整理하는 節次이 다. 感覺的

1) Dezert, B. , Verlaque, 1978, L’espace Lηdustriel， Masson, Paris,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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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理解되는 地域을 몇개의 무리로 묶어 地域

·에 판한 정 보를 整理하면 地域의 理解나 處理가 

容易하여진다. 짜라서 地域區分은 地域의 理解

나 處理의 基本的 手段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이것이 正確하게 수행되면， 地域에 名稱을 부여 

할 수 있고， 이것이 正確한 名稱이라면 他科學

에 共用의 言語블 제공하게 된다. 또한 地域에 

관한 構造블 經驗的으로 解明할 수 있게 되는데 

地域이 갖는 몇個 特性間의 관계가 一般化될 뿐 

아니 라 部分파 全體의 縣序整然한 配列를 통해 

서 地域을 system 으로 認識할 수 있 다 2) 

이러한 利點 以外에도 敎育的 • 政策的 活用性

-빼문에 地圖上에 任품의 線을 그어 境界를 劃定

하는 일이 學理上 많은 1:11 판이 주어짐에도 불쿠 

허·고， 近者에는 地域區分의 計量的 手法이 눈부 
시게 發展하고 었다 3) 

세 겨1 최 초의 地域區分으로 알려 진 Herbertson4) 

의 빔然地域區分을 비롯해서 특히 氣候 • 農業部

’門에서 많은 業績이 散積하여 왔으나 地域區分

의 方法에 論理的 基魔를 마련한 사람은 D.B. 
Grigg 이 다 5) 그는 生物學의 分類方法을 援用하 

r여 地域分類의 論理를 확렵 하는데 , 그에 따르면 

「分類란 對象物의 性質의 類似性 또는 相互關係

‘에 따라 對象物을 몇기}의 級이나 群으로 묶는것」 

을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留念해야 펄 점은 

地域區分과 地域分類의 相異.한 개 념 이 다. 

分類의 基本的안 接近은，Û) 分類의 對象안 

하나 하나의 個體(individual)에 서 출말하느냐，@ 

個體의 全集合언 全體(universe)에 서 출발하느냐 

로 大別된다 6) 前者는 아래로 부터 각 {固體를 

級이나 群으로 묶어 점차 큰 것으로 上向하여 

-종국에 가서 階層體系가 있는 하나의 universe 

어} 석 르는 것 으로 염 밀하게 는 이 것 이 c1assifica -

tion 이다. 이 해， 級이나 群으로 묶는데에 어떤 

指標 또는 카테고리 가 先驗的으로 存在하는 것 

이 아니 고， 個體가 共有하는 特性을 보고서 分

類에 合當한 指標로 삼는다. 地域分類에 앞서서 

分類指標가 不明할 혜는 이 러 한 接近法이 有效

하며， 이것은 엄밀한 뜻에서 「地域區分」이 아니 

고 「地域分類」이다. 

이에 대해서 後者， 즉 個體의 全集合안 uni

verse 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마리 設定펀 規範

에 짜라 universe 를 分劃하거 냐 級化하묘로. 흔 

히 論理的 區分(logical division)이 라 한다. 따라 

서 이것은 分類라 하기 보다는 division 이며 「地

域分類」가 아니고 「地域區分」이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指標에 대한 知識이 要求되묘로 指標가 

分類 • 區分作業에 앞서 서 先驗的으로 存在하며 

위에서 아래로 下向式 節次를 밟게펀다. 이밖에 

地域의 區分은 그 目 的에 짜라 一般的 • 特珠的

區分으로 냐뉘이기도 한다. 

近者에 우러 나라에 서 도 都市 system 을 分類

하는데에 Grigg 의 論理를 짜르는 경향이 많아 

졌고， 指標의 重要性을 抽出하거냐 그 序列을 

알기 위해서 因子分析法이 널리 援用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韓國에서 발표된 農業 또는 工

業地域區分의 성 격 을 굳이 類別하자면 「地域分

類」가 아니고 「地域區分」이요， 一般的 區分이 

아니 고 特珠的 區分이 며 , 특히 工業地域의 區分

에 있어서는 system 分類가 천혀 고려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고려하기가 쉽지도 않다. 그것 

은 工業地域設定의 指標 몇가지가 先驗的으로 

明確히 알려져 았고， 그것이 기초가 펀 區分은 

工業地域 아니 면 非工業地域안 兩大 카테 고리 에 

2) 地域의 癡念， 地域區分의 體係的 著述로서 뼈註 5) , 6) , 7) 이외에 다음 뭄현 參照、.
Hartshorne, R. , 1951, "The nature of geography," A. A. A. G. , pp.250""291. 
Minshull, R. , 1967, Regional Geography , Aldine pub. Co. , Chicago, pp.106""1l9. 
Juillard, E. , 1974, La Regt'on, Ophrys, 230p. 

싫 어에 판해서 다-음 문헌올 참조. 
Haggett, P. , 1966, Locati onal Aηalyst"s ,'n Humaπ Geography , Edward Arnold, Chap. 9. 
King, L. J. , 1969, Stat t"stt"cal Analyst"s in Geography , Prentice-Hall, Chap. 8. 

4) Herbertson, A. J. , 1905, ‘ The major natural regions of the world, ’ Geogr. Jourη. ， vo1. 25, pp. 300"" 
310. ‘ 

5) Grigg, D. B. , 1965, ‘ The logic of regionaI systems," A. A. A. G. , vol. 55, pp.465""497. 
이5) Grigg, D. B. , 1967, ‘ Regions, models and classes, ’ in Integrated Models in GeograPhy , Chorley and 

Haggett, ed. Methuen, pp.4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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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木內信藏， 1967, 地域擺論， 東京大學 出版會， p.153. 
8) Alexander, J. W. & Lindberg, J. B., 1961, ‘ Measurement of manufacturing coefficients of correlation," 

]our. Regi. Science, 3, 1, pp.71-81. 

9) Morrison, J. 1. & Scripter, M. W. , 1968, ‘ Basic measures of manufacturing in United States, 1958, ’ 
Econ. Geogr. vol. 44 no. 4, pp.297-311. 

10) Pred, A. , 1965, “The concentration of high-value added manufacturing, ’ Econ. Geogr. , vol. 41, 
foofnote 3, p.llO. 

- 단위지역의 제조엽 생산액/단위지역의 면적 
11) 제조엽 면적 계수-

한국의 제조엽 총생산액/한국의 총면적 
12) 冊基柱， 1965年， ‘韓國에 있 에 서 工業의 集積파 需要因子에 판한 立地의 動向’， 경 북대 학교 논품집 , 제 9 칩 , 

pp.63,...;74. 
지역 계수 (R)=A+D/2 

A= 단위지역 제조엽 고용자수 
전국제조업 / 
총고용자수/ 단위지역수 

면적 계수 (S)=B+E/2 

단위 지역 /단위지역 면적 
B= 제조업 고용자수/ 

천국 제 조업 //천국 면적 
총고용자수 / 

언쿠계 수(P)=c十F/2 

들기 혜문이다. 

3. 많存鼎究의 成果

製造業 活動에 래 한 地域區分은 農業地域區分

콰 같이 갚고 活撥하게 연구되고 있지 않다. 그 

것은 工業活動이 반드시 農業活勳 처 럼 폼遍的으 

료 널리 分布하지 않은 點， 局地的 資源이 나 勞

動力에 指向하는 工業을 제의하면 대체로 多樣

하고 광범위한 資源 • 市場을 배경으로 하여 交

通의 흉흉地， 많存I場파 都市블 中心으로 集積하 

는 點， 게 다가 I業의 細地域 統計가 不備한 點

때문이다 7) 

그래 서 ， I業地域 區分이 나 集積度의 測定에 

대하여 많은 異見이 있었지만， 어느 한 가지도 

普遍쭉꿇한 方法이라 公認펀 바 없었을 뿐 아니 

라 地域區分의 指標만올 두고 보아도 指標 상호 

칸의 판계가 明白히 규명되기 전에는 單i指標

나 複數指標냐룹 따지기가 매우 난처하-다. 

J. W. Alexander 와 J. B. Lindberg 의 共同핍 

究8)에 의하면， 1954年度 美國 工業센서스 項目

13個 중에 1個 項目을 제외한 나머지 12個 項目

은 서로 간에 높은 상관판계가 確認됨으로써 어 

느 項目을 指標로 삼던 결과에는 큰 差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 고， 이 어 서 J. 1. Morrison 

의 班究에서는 서로 獨立 • 相異한 3種의 指標가 
分類된 바 있 다 9) 後者는 1958年度 I業센서 스 

項덤 11個블 主成分 分析으로 처리한 결과， 因

子負햄量의 級問 分散이 工場數나 施設 등의 

facilities scale, 塵1庸數나 給與賴 등의 activities 

scale, 그러 고 資本消費賴이 중섬 이 되 는 capital 

expenditures scale 로 相異한 性格을 나타내 어 

어느 한가지 scale 로 孤立化할 수 없다는 결론 

을 얻은 것이다. 결국， ‘애매하기 짝이 없고， 

계속 변하고 있는 地域에 경계선을 設定하는 잣 

은 가장 모험적안 作業’ 1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工業은 量的으로나 質的

으로 地域的안 差가 클 뿐 아니 라， 立地政策의 

測面이 나 敎育的안 測面으로 보아 地域區分의 

有用↑生은 아직도 否認허-기 어렵다. 

韓國의 工業地域 區分은 筆者가 1965年에 1962 

年의 統計資料블 가지고 두가지 方法을 試圖한 

바 있다. 하냐는 製造業 市 • 那別 生塵賴을 面

積係數11)로 換算하여 高度集積， 集積， 準集積，

非集積의 四階級分한 것 이 고， 다른 하나는 제 

조업 종업원수와 생산액을 면적계수 및 A口係

數로 만들어 :영끊한 이른바 多角(複數)指標에 의 

한 試圖이다 12) 여기에서 面積係數나 人口係數

나 간에 係數는 1올 중심으로 收數(係數 1) 되 

는 것으로서 1을 上행하면 그 만큼 I業의 集積

度가 높다고 보았다. 製造業의 從業員數 및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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뀔활願을 地域區分의 指標로 삼았고， 이를 A口나 

面積 또는 有業人口와 對比한 係數 職念으로 표 

현한 점은， 筆者가 可能한 限 工業의 單純한 量

的 比較를 념어서서 ‘工業化’의 水準을 比較하 

려는데에 그 저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으로 

부터 약 20여년 천에 試圖한 同 맑究에서 動員

한 資料는 建設部가 地域計劃을 위한 資料로서 

뽑아 놓은 A口 • 面積 • 有業A口， 製造業 生옳 

願 빛 從業員數 統計언데 , 이 들이 當時의 小園

域別 集計이기 혜문에 工業地域 抽出의 결과가 

너무나 macro 하게 냐타난 결점이 있었다 13) 

李 漢淳과 黃 載瓚는 19701관 鍵工業 센서스 區·

市 • 那別 資料를 토대로 서로 相異한 方法의 工

業地域 設定을 행한 바 있다 14) 黃 載鍵의 그것 

은 I場數·從業員數·生塵館·工業A口密度의 

4個 指標를 종합한 첨에서 注目되고， 특히 工業

人口密度가 指標로 쓰인 것은 단순한 센서스 項

目의 量的 比較 보다는 地理學的언 意味가 크다 

고 느껴진다. 

그런데， 同 빠究는 이마 오래 전에 崔 基爆15)

이 指觸한 것처럼， 4個 要因(項텀) 各各을 任意

의 12個 階層으포 rating 하여 加重點을 부켜 함 

으로써 그것을 集積度로 삼는 것부터가 論理的

說得力이 精漢하다. 첫째는 12個 階層의 rating 

이 統計學的안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national average 라든가 또는 어떤 基準이 되는 

比較數f直가 없이 12個階層 중에 1"'9 階層을 集

積地域， 10階層을 準集積地域으로 命名한 근거 

가 밝혀져야 하며， 세째로는 앞서 指橋한 J. L. 

Morrison 의 연쿠에서 처럼 工場數 • 從業員數 • 

生塵願은 각각 獨立 • 相異한 變數임으로 해서 

단위 지역 /단위지역 
c= 제 조엽 고용자수/ 총고용자수 

천국 제조업 /천국 
총고용자수 / 총고용자수 

R+S+P 
공엽접적 --3 

어떤 數理的 造作이 없이는 同時에 比較힐· 性格

의 것이 뭇되는 것이다. 더구나， rating 의 각급 

에 부여한 加重點의 合計를 集積度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抽出된 地域을 集積地域이며 準集

積地域으로 命名하기에는 이른바 立地論에서 취 

급하는 集積의 擺念 • 意、味 • 投劃 • 限界와 너무 
나 距離가 있다 16) 

參考로 數術하면， J. H. Thompson 의 工業地
域 댐주究에 서 도 magnitude . rating 파 intensity 

rating 을 각각 9個級으로 定하고 있으나 이것 

은 集積의 程度에 춧점이 있지 않고 工業水準의 

類型分類에 춧점이 있다 17) 가령 Thompson 

의 연쿠에 짜르면 Detroit 는 A- lI 型이 다. 즉， 
magnitude rating ~로는 A 級이 고， intensity 

rating 으로는 R 級이 란 뭇이 다. 

똑같이 1970年 센서스 寶料블 利用한 李 漢淳

의 陽究는 區 • 市 • 那別 工業生塵館파 附加價f直

願을 相加平均하여 191個 單位地區의 ~均f直(약 

100억원) 以上을 가지고 工業地區로 삼았다. 相

加平均植가 15억 원 이 상이 되 면 單位地區가 非

連續的으로 分布하는 데 에 홉眼하여 15억 "'100억 

원의 區間에 해 당하는 市 • 那을 準I業地區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附加價陣가 工業地域 設定

의 最上의 指標염 을 是認하고는 있으나 統計의 

信賴性을 우려 한 나머 지 附加價f直와 生塵題을 

合하여 쭈均fi휠를 活用하였 다. 

우선， 李 漢淳의 그것은 指標로서 附加價煩71-

動員되었고，~均 數f直 以上의 地域을 基準으로 

삼은 점에서 일단은 呼訴力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指網한 것처럼 獨立 • 異質的

인 두 變數를 단순히 相加平均한 것은 아무 의 

단위 지역 /단위지역 
F= 제조엽 생산액/ 인구수 

전국 제조업 /천국 
총생산액 / 총안쿠 

13) 당시 건설부가 活用한 統計는 1962년 중소기엽은행이 실시한 센서스 자료 및 1962년 말 상주안쿠 

언데， 건설부가 발표한 당시의 油印物은 「全國團域別 機能分析J (l964)이다. 
홍체자료 

14) 李漢淳， 1975, “韓國I業의 4生格파 地域構造， ’ 地理學， 第11號， pp.27 ...... 46. 
黃載鍵， 1973, “우리냐라 공엽의 地域別 構成 地理學， 第 8 號， pp.37 ...... 50. 

15) 崔基構， 1974, “工業地域과 中心地의 階層化 方法에 판한 검 토 地理學， 第 9 號， pp.67-75. 
16) 이점에 관해서는 1965년 筆者가 행한 工業地域區分파 命名에도 석용된다. 
17) Thornpson, J. H. , 1955, ‘ A new rnethod for rneasuring rnanufacturing, ’ A. A. A. G. , vol. 45, pp.416-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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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韓國의 工業地域(1970)

A: 黃載鍵의 區分(1 : 중심핵지역 , 2: 접적지역 ) 
B : 李漢淳의 區分(1: 공엽지역， 2: 준꽁엽지역 ) 

미카 없는 바， 그것은 生塵賴파 附加價f直의 觀

念을 n今味함오로써 휩 게 터 득될 것 이 다. 製造業

에 있어서 生塵領이란 總出뼈賴에서 年初 및 年

末 在庫賴의 增減領을 加減한 數fí휠‘이 고， 附加價

i直願은 生塵願에서 直接生塵費흘 공제한 數{ü흘이 

기 해문이다. 만약에 附加價{直(Y) ， 生塵賴(X1) ，

從業員數(X2) 등 複數指標의 結合 • 援用을 必히 

要求한다면， Y=f(X1X2) 일 경우에 한해서 標準

方程式을 만들어 地域別 標準附}JL1價f直(깐)와 實

際f直(Y)와의 偏差로서 工業地域을 抽밟할 수는 

있다. 

그러고， 附加價f直 統計에 대한 信賴性을 의심 

하는 것은 지나친 紀憂안것 같다. 왜냐하면 센 

서스 統計의 信賴1生을 의섬하기로 든다면 비단 

附加價f直 뿐 아니 라 生塵願 • 出햄願 • 給與題 둥 

모든 項目에도 해당되기 배문이다. 그리고， 一

定 地域의 製造業 및 각종 옳業의 附加價f直 總、

計가 곧 地域總生뚫(GRP)이 요， 地域總生塵의 地

域別 總計가 곰 GNP 이 고 보면， 附加價f直觀의 

不信은 곧 GNP 의 不信 ó 로 통하는 論理가 된 
다 18) 

‘ 李 漢淳의 昭究에서 또 한가지 문제로 남는것 

은 191個 單位地域의 平均碩를 工業地區의 break 
point 로 간주한 째 목이 다. 工業 生塵賴이 나 폐 

加價f直의 地域別 紹對願 偏差는 엄청난 數f딴로 

서 서울이나 쏠山과 같은 몇몇 都市의 極端的안 

偏位가 平均數f펀를 생 각보다는 높게 끌어 올라 

기 때문이 다. 그 結果， 李가 設定한 1970年악 

韓國 工業地區는 麗JlI. 中原 • 大德의 3 個都을 

제외하면 서울 • 쏠山 • 大邱 • 仁川을 비롯한 15 

18) 觀單位로 보아 어떤 業種의 l場은 하냐냐 둘 밖에 없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地域의 -定 業種의 
附加價f直는 어느 그:場에 속하는지 담明하으로 當局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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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 市域에 限定되 고 말았다. 

지금까지 지척한 여러 연구성과가 공통으로 

지나는 難點은， CD 地域區分에 動員한 指標의 

選擇이 파연 船究 目 的을 達成할 만큼 適切한 것 

이냐，@ 이들 指標 活用의 準則이 과연 合理的

이냐로 要約될 것이다. 이 밖에， 區分하고자 하 

는 地域의 類型 및 統計活用을 위한 個地域의 

scale 問題가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地理學

이 고만하여온 가장 큰 課題에 속한다. 

4. I業地域 設定의 세가지 問題

(1) 指標 選擇

앞에 서 例示한 Alexander 와 Lindberg 의 핍￥ 

究에서 分析의 對象이된 指標는 CD 事業體數，
@ 從業員數，@ 給與題，@ 生塵職 勞動者數，

@ 生塵人時間，@ 生塵職 勞動者 給與願，(J)

附加價植， @ 1954年 資本消費觀， @ 1947年 從

業員數， @) 1947年 附加價f直， <ID 1954年 從業員

1 "-'19A級 事業體數， @1954年 從業員 20"-'99人

級 事業體數， @ 1954年 從業員 100人 以上의 

事業體數의 13個 項 目 이 다 19) 

이들을 美國 2146個 地域單位에 적용한 서로 

간의 相關行列表를 보면， 變數 @에서 @까지는 

相關係數가 0.99로서 어 떤 變數를 選擇하여 도 

同一한 計算 결과를 언을 수 있었다. 그러고， 

變數 @ (1954年 資本消費銀) 및 @ (1947年 從業員

數)만을 除外하면 역시 서로 간에 높은 相關關

係가 확안되었다. 만약에 同 맑究가 充分히 檢

證된 것 이 라면 누쿠냐 從業員數를 工業地域 設

定의 指標로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他의 變

數에 比해서 統計入手가 손쉽고 貨縣價1直 처럼 

不變價格으로 처리할 먼거료움이 없는 위에 統

計處理가 쉽기 혜문이다. 

이 에 對해 서 Morrison 을 벼 롯한 Scripter 빛 

Smith 의 共著 論文은 앞에서 지적한 13個 變數

중에 @19)을 제외한 11個 變數를 主成分分析法

으로 처리한 결과안데， 11個 變數 全體의 說明

力(決定係數)은 92%, factor 1과 factor 2의 負

햄量을 XY 座標에 각각 표시한 결과 11個 變數

는 3種의 무리로 分類되었다 20) 첫째는 I業의 

facilities 와 有關한 것 으로 @ 工場數，@ 從業

員 1"-'19A級 工場數，@ 從業員 20"-'99人級 工

場數가 이 에 속한다. 둘째 로는 工業의 activities 

와 有關한 것으로서 이에 包含되는 變數로는 @ 

從業員數，@ 給與題，@ 生塵職 勞動者數，@

生塵A時間，@ 生塵職 勞動者 給與領，@ 附加

價f直가 있 다. 세 째 로는 工業의 capital expen

diture 에 有關된 變數가 짜로 分類된 바 있 다. 

이 들 세 가지 部類를 美國의 2474個 行政單位

에 적 용한 결파 facilities scale 에 해 당하거 나 

activities scale 에 해 당하거 나 간에 同類의 變

數는 비 슷한 工業地圖로 나타냐는데 反해서 

facilities, activities, expenditure scale 相互

間에는 각각 相異한 특징의 地圖가 만들어졌마. 

따라서 工業地域 設定은 어 떤 한가지 scale로 孤

立化할 수 없고， 最上의 手段을 言及한다는 것 

은 헛 펀 일이 며 , 차라리 地理學者들은 fI業活

動이란 몇가지 局面야 았고， 이들 각각이 相異

한 分布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옳게 認訊하는 

일이 더 욱 중요한 업 무J2D라고 Morrison 은 주 

장한다. 

만약에 그의 數理的 分析이 세계의 여러 곳에 

서 檢證된 사살이라면， 우리 나라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練計項目으로는 facilities scale 에 

서 I場數， activities scale 에 서 從業員數가 았 

고， capital expenditure 로는 「直接生塵費」 項

目을 活用할 수 있다. 

그러 냐 문제 는 이 들 3個 scale 의 結合評{賢와 

結合的 表現안데 , 3個 scale 을 하나로 評價하는 

近似한 手法 이외에 Morrison 의 結論에서 처럼 

最上의 手法은 아직은 없다. 다만， Thompson 

의 magnitude rating 고1- intensity rating 처 럼 

facility 는 2級 activity 는 3級， capital ex

penditure 는 3級…하는 式의 分類는 있 으나 이 

것은 經合評價가 아닐뿐 더러 앞에서 論及한 것 

처럼 各級의 區間을 忽意、的오로 定하기 쉽고， 3 

19) Alexander, J. W. , & Lindberg, J. B., 1961, op. cit. p.73. 
20) Morrison, J.L. , Scripter, M.W. , Smith, R.H.T. , 1968, cp cit. , pp.299......,301. 
21) Ihid. ,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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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固 次元을 한창의 地圖에 同時에 나다낼 수 없 

는 결첨이 있다. 

우리 는 이 3個 scale 을 놓고， 과연 工業現象

s중에서 무엇이 가장 核心이며， 工業01 란 궁극적 

으로 무엇을 하는 活動이 냐를 省察할 판요가 있 

다. 

I業活動은 素材의 變、質 • 變形을 통해 했用價 

fi휠를 증대시키는 活動이므로 「勞動過程을 통하 
면서 附加되는 價順의 크71J ， 이것이야 말로 工

業의 目 標요， 工業成果의 核心안 것 이 다. 그렇 

다면， 勞動過程이 나 附加된 價植란 activity 

scale 에 속하며 , facility 나 capital 은 activity 

를 위해서 投入되는 것이다. Morrison 이 分類

한 activity scale 중에 는 從業員數， 給與願， 生

塵A時間， 附加價f直 등이 포함되며， 他의 條件

.01 -定하다면 섰用價f直의 增大는 從業員數， 給

與觀， 生옳·人時間 둥의 크기 에 比例한다. 쉽 게 

딴하여 , 勞動過程을 많이 거 칠수록 했用價順는 

증대된다. 그러나， 效用價植의 增大는 반드시 

勞動過程 뿐 아니 라 資本設備의 據大와 共合판 
결과이므로 이 두가지 要因이 만영펀 指標라면 
결 과척 으로 faci1ities, activities, capital 의 3 

個 scale 을 모두 참착한 것이 된다. 이 指標가 

바로 附加價順이 다. 이 는 勞動授入의 결과요， 

資本設備 據大의 결과이며， 크케는 I業의 成果

요， 섰用의 增大이 다. 그래 서 , 先學들은 附加價

f直를 測定의 最適 指標로 여겨왔던 것이다 22) 

指標로서 附加價f直의 또 다른 利點은 그것 이 곧 
工業化의 개념이나 GNP 의 개념과 通하고， 한 

地域에서 一年間 途行한 價f直의 實現이란 점에 

서 그것이 곧 經濟成果와 통할 뿐 아니라 넓게 

는 投資效率이 나 勞動生塵性을 反映하는 간접 

자료이기도하다. 

(2) 指標活用의 準則

통상 말려져 있는 地域區分의 節次는 CD 어떤 
目的으로 뭔分할 것안가，@ 어떤 타엽의 지역 

(等質 · 結節(機能) . 形式)을 求하느냐，@ 어떤 

要素 또는 因子를 써서 區分하느냐，@ 區分에 

쓰이는準則·細分程度·內容은무엇이냐，@地 

圖에 어떻게 線을 그을 것이냐，@ 區劃된 內容

의 檢證에 만족하느냐 등이 다 23) 이 혜 區劃펀 

線의 內外를 對照하여 결파가 滿足스렵 지 않을 

빼는 @에서 @의 節次를 다시 反省한다. 

地域區分에 쓰이는 準則(前述의 @項) 중에 가 

창 까다로운 作業이 指標의 數理的 造作過程안 

데 地域區分에 영 향을 마 찰 變數가 전혀 據想되 

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흔히 因子分析法을 동원 

한다. 이 手法에 의 한 地域區分은 多數要因 중 

에 重要要因을 抽出하고， 이들의 重몇性(說明力) 

을 序列化하여 因子得點行列을 만든 다음에 

linkage analysis 냐 cluster analysis 에 의 하여 

單位地域을 類似性 무리로 分類하는 것 이 다. 

그려 나， I業地域에 서는 前記 Morrison 의 짧 

究에서 처럼 地域區分을 위한 몇가지 變數가 擾

想될 뿐 아니라 資料 取得이 보장되는 限 附加

價植가 最善의 變數이므로 결국 地域區分 중에 

서 도 特珠型으로 간주되는 dichotomous division 

이 된다. 이것은 唯一無二한 單一變數의 規律에 

따르기 혜문에 連鎭樹와 같은 階層體系를 形成

하지 않는다. 

그러띤， 地域別 附加價f直賴을 어떻케， 어떤 

準則에 짜라 처리할 것인가? 이에 판해서 이마 

오래 前에 J. W. Alexander 는 5個 部類의 方‘댈 

을 明示한 바 있다 24) 첫째는 單一變數블 總對

f直 그대로 表示하는 方法， 둘째는 어떤 基數에 

대 한 比로 表示하는 方法으로서 例를 들어 從業

員 lA當 附加價f直， 또는 面積當 附加價f直 둥야 

22) Miller, E. W. , 1962, A Geography of Maημ:facturing， Prentice Hall, pp.14--15. 
Alexandersson, G. , (Geography of Manufacturing, 1967)은 附加價f直가 大單位地域의 集計에 서 有用하 
고， 統計의 公開規定 해문에 小單位地域에서는 담由롭게 入手할 수 없는 결점올 지적하였다(p.26). 이밖에 
Roterus, V. , 1938, ‘ Value added by manufacture and lts significance," Virgi써a Economi c Revi ew, 
vo1. 1, pp.1"""'3. 
Zelinsky, W. , 1958, ‘ A method for measuring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activities, 
1939--1947," Econ. Geogr. , vol. 34, pp.95--126. 

:23) 木內信藏， 1967, 前據書， pp.109--110. 
24) Alexander, J. W. , 1958, ‘ Location of manufacturing: method of measurement, ’ A.A.A.G. , 48.1 ,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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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이 다. 세째로는 單一變數를 두 測定地域間

에 比較하는 것으로 例플 틀면 A 地域의 附加價

f直가 全國의 그것 에 첨 하는 share 로 表示하는 

方法을 말한다. 네째로는 두가지 變數를 두 測

定 地域間에 比較하는 것으로 例를 들면 立地係

數와 같은 개념을 말한다 25) 다섯째로는 實數와 

假想數 간의 偏差로서 全國 人口當 附加價f直 만 

픔의 크기로 換算한 特定地域의 假想的안 附加

價f直와 實地의 附加價植의 差블 말한다 26) 

이들 5個의 測定方法 중에서 네째먼파 다섯째 

벤의 造作手法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진 

다. 그것은 附加價植賴을 他의 有關된 變數와 比

較하였 고， national average 가 norm 이 나 bench

mark 의 역할을 하여 주기 혜문이다. 附加價障

와 有關된 變數， 즉 基數는 여 러 가치를 活用할 

수 있으나 가장 普遍的안 것이 面積 .Á 口數 • 

從業헐數 • 有業人 口 數 • 事業體數 등이 다. 
national average 가 norm 이 나 benchmark 의 

역 할을 한다면 地域의 階級區分도 가능하다. 각 

地域이 나타내는 變數는 national average=l 을 

중심으로 分散하기 혜문이다. 다시 말해서 級의 

區間을 決定하는데에 강진意性을 排除하고 客觀化

할 수 있다는 것이다. 階級區分의 客觀的 手段

으로는 역 시 標準偏差냐 四分位偏差가 有用한데 

例를 둘어 前者를 援用할 경우 平均에 1 偏差

(1SD)를 加算한 區間， 平均에 2偏差를 加算한 

區間을 높은 階級으로 간주하고， 平均에서 1偏

差블 減한 區間， 또는 2 偏差를 減한 區間을 낮 
은 階級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3) 地域의 類型과 統計地域

地域區分의 出發은 區分의 目的파 區分하고 

자 하는 地域類型을 想定하면서 부터 비 롯한다. 

地域의 類型은 等質地域， 結節地域， 計劃地域27)

A로 3 分되지만 觀察하는 測面에 따라 形式地域

(formal region)과 實質地域(substantive region) , 또 

는 i般地域(generic region)과 特珠地域(specific

region)으로도 分類할 수 있 고， 다른 한펀으로는 

單一事象地域， 複數事象地域， 總合事象地域으로 

도 나눌 수 있다 28) 

지금까지 우러나라에서 試圖한 工業地域區分

이 等質地域이 나 特珠地域의 類型에 속하고， 그

것도 「工業活動이 비교적 활말한 곳은 어디냐」 
를 抽出하기 위한 dichotomous division(二分制

區分)의 性格을 때고 있었음은 前述한 바와 같 

다. 

그런데 , 工業現象이 都市를 中心으로 集中하 

는 점에서 等質地域이 아니 라 結節地域으로 나

타내 고자 試圖한 昭究가 近者에 李 휩錫에 의 해 

서 發表된 바 있다 29) 그는 人文系 高校用 附圖

에 살란 I業地域 主題圖가 共通으로 內在하는 

문제점을 是正하기 위해서， 00 工業地域은 結節

性， 據散性， 集積碩度， 階層性 등의 몇 가지 構

造的 特性이 고려되어야 하며，@ 工業地域의 

範圍와 特性을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종합적 

指標의 開짧을 力說하띤서 地域區分의 指標로서 

製造業 生塵館을 活用하고 있을 뿐 아니라， @l 

올바른 樓界線을 그어 선명한 地圖로 표현하기 

위해 isopleth 式 作圖 및 地圖의 製版過程을 詳

述하고 있다. 

그의 理想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가 想定한

理想과 地域區分의 現實的 結果가 만드시 一致

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工業地域에 관한 限 從

來에 無數한 先學들이 시원스런 結果를 얻지 뭇

하고 말았던 이 유를 實感케 한다. 이 勞作이 A 
文系 高校의 敎育用 地圖로서는， 종천의 主題圖/

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略圖化한 인상이어서， 

그 科學性파 實用性에 있어서 크게 앞선 것임을

부언할 수 없다. 허냐， 地域區分의 論理와 準則

으로 보아서는 本A이 거론한 3 個 문제가 모두-

25) 全國 人口當 附加價f直에 대한 特定地域 A口當 附加價f直.
U.S.VA 26) Co. VA excess=Co. VA-Co. P x 
U.S.P 

但， Co 特定地域， VA 는 附加價植， P 는 A 口數， U.S 는 美國全體.
27) Haggett, P. , 1966, op. cit. , pp.241 ,.....242. 
28) James, P. E. , Jones and Wright, Ed. , 1954, American Geography: /;η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pp.32--51. 

29) 李짧錫， 1982, “韓國工業地域의 地圖化， ’ 地理學파 地理敎育， 第12輯，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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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論을요한다. 

우선， 結節地域(機能地域)에 판한 문제 이 다. 工

業活動의 최종 目標는 消費이기 혜문에 計劃立

地가 아난 한에 있어 서는 消費地를 中心으로 指

向하는 것 이 常例이 며 , 消費者의 選好가 까다로 

운 今日에 이를수록 消費地 指向은 강하여 결국 

大都市 中心의 立地 pattern 을 갖게 된다. 그러 

나， I業은 農業現象과 달라서 日本의 太平洋핍 

뭘 地域이 나 獨適의 Ruhr 地方 水準의 地帶 形

成이 되기까지는 面積狀의 活動이기 보다는 點

狀의 活動이 기 때 문에 Thünen 園파 같은 整然

한 集約度 내지 集積碩度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로 부터 工業地域 設定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 

었던 것이다. 가령， 工業活動의 灌度가 都市를 

頂點으로 外延할수록 減少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都市와 그 周邊部블 나타내는 大縮R 地圖가 아 

니고는 小縮R 地圖上에는 事實을 너무나 과장 

할 위험이 있다. 파연， 李 珞錫이 完成한 地圖

’(1980年)를 보면 製造業 生盧願 100억원 以上을 

準據로 삼은 한국의 工業地域 面積은 어 림 잡아 
~도 총면적의 1/2은 족히 념을 것 같다 30) 까論， 

地圖上에 表現펀 工業地域이 工業이 實存하는 

場所와 반드시 一致할 수는 없A나 1980年 現在

‘에 한국의 工業地域 面積이 未利用地블 포함하여 

도 國士 총면적의 1%를 미치지 뭇하고 있는 사 

실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3D 

都市中心의 I業集積의 f項度를 생 각할 혜 , 近

者의 立地動向을 가볍게 여걸 수 없는 바， 그것 

은 近者의 I場建設이 나 工業地造成이 計劃的으 

로 행하여지고 있기 배문에 오히려 中心都市의 

工業集積이 周邊部 보다 낮게 나타나 도너츠狀 

地圖로 묘사될 경우가 없지 않기 해문이다. 예 

를 들어 이 마 오래 지 난 1970年의 工業生塵籃을 

참작할 경우에도 大德那이 大田市의 그것을 능 

가하고， 麗川이 麗水市의 그것을 능가한다. 工

業分散이 많進되고 있는 現趣勢로 보면 머지 않 

아 서울市의 그것은 周邊部 市·那 보다 낮은 

30) 李짧錫， 1982, 前獨書， p.5 地圖 참조. 

I業集積을 나다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都市建設의 立場에서 아직도 황무지나 진배 없 

는 半月에는 이마 400여개의 大小工場이 入住 • 

緣動 중에 있 다. 뿐만 아니 라 原料指向의 性格

이뚜렷한삼척·영월·문경·단양의 경우에는 

工業의 實在와 都市의 實在와는 별 판계가 없을 

뿐 아니 라 母工業 周邊에 下請 • 系列의 鎭生을 

기대할 수 없는 이 地方의 시멘트I業에 있어서 

는工業地域의 機能·結節性을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結節地域32)의 性格은 地域間의 결속 • 연계관 

계에서 결정되고， 等質地域33)은 地域間의 異質

性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結節地域의 결속·연 

계판계는 단순히 生塵銀의 大小를 가지고는 알 

수 없고， 受注 • 系列化 • 願賣 및 購入의 量파 

場所를 알아야 그 碩度나 階層性이 밝혀진다. 

工業이 서로 간에 판계하고 있는 연계성 彈度나 

階層은 都市의 서어바스園파 달라서 반드시 都

市블 둘러싸고 一定 範圍 내에 存立한다고만 볼 

수 없다. 그래서， 中心地의 範圍냐 階層을 밝힐 

때에 대체로 工業活動을 排除하고 있는 것이다. 

最近에 鐵維I業의 立地를 分析한 한 핍究成果 

에 서 鐵維工業의 資本 및 生塵系列의 地域間 結

合이 一方的으로 京쏠輔의 結合으로 나타난 사 

실 34) 즉 서울에 立地한 섬유관계 공업이 그 資

本 • 生盧系列로 볼 때 大邱 또는 쏠山 方向과 

가장 밀접한 판계를 맺고있는 사살에서 工業現

象은 상엽이나 서어벼스 현상 처럼 都市園을 방 

불하는 結節性오로 說明할 수 없음이 되 明하다. 

또한， 前記 論者가 理想으로 내세운 階層性

(hierarchical) 構造도 Grigg 가 論理的으로 體系

化한 systern 分類， 즉 連銷樹와 같은 分類가 아 

니 고는 choropleth rnapping 에 서 사용한 grades 

나 c1asses 지 hierarchy 라고 볼 수 없 다. 왜 냐 

하면 核心I業 地域이 네 準工業地域이 너l 하는 區

分이 生塵聽의 大小에 짜라 一定 break point에 

서 주분한 것은 앞에 言及한 黃載機와 李漢淳의 

31) 工業地 총면적 433. 726km2, 이 중에 I:場數地 총면적 248.009km2• 

32) External Variation/lnternal Variation=Maxi. 
33) Internal Bonds/External Bonds=Maxi. 
:34) 禹都澤， 1983, 韓國離維I業의 立地分析， 東國大學校 碩士論文，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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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質地域 區分에서와 다를 바 없고， 다만 地圖

에 表示하는 手段만이 다르기 때문이다. 

李휩錫의 思慮、 깊은 땀究에도 불쿠하고， 그가 

指標로 活用한 製造業 生塵願야 地域의 範圍나 

特↑生을 용이하체 설명한 수 있는 統合的언 指標

가 될 수 없음은 이미 앞에서 論及하였다. 

여거에 한가지 더 數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統計地域의 單位와 地I웹化에 관한 갓이다. 지금 

까지 우리가 援用하고 있는 地域댈I位의 ↑펄報는 

어쩔 도리없이 區·市·那 單位의 集計블 援用

하고 있다. 이것마저도 當局의 특밸한 協助와 

說解가 없이는 현살척으로 入手 不可能이다. 農

業 센서스 資料 처럼 面單位 level 의 集計릎 活

用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고， 그 보다 더 理想

的언 것은 i定 規模 以上의 事業所 單位의 情

報릎 援用하는 일인데 , 우리 의 現實은 그렇 지 

못하다. 

前記 李짧錫의 짧究에서는 市 • 那別 짧造業 

生塵願을 1 : 300만의 市 • 那 行政 白地圖에 
plotting 함으로써 시 작되 며 , 이 것 이 isopleth 

map 의 基圖가 되는 셈이다. 生塵願은 市 • 那

所在地나 市 • 那 面積의 中心部에 表示될 것 이 

다. isopleth map 이 正確性을 더 하려 면 工業

(工場)이 實在하는 自然分布圖 위에 되도록조밀 

한 mesh 블 걸어 이 안에서 算出펀 뿔을 級分하 

여 線을 그어야 옳다. 그렌데， 從業員數블 指標

로 擇하였다면 이러한 要求블 만족할 수 있으냐 

生塵賴을 指標로 擇하였기에 이러한 요쿠에 푸 

응할 수 없다. 事業所 單位의 生逢領 資料를 얻 

기 힘들고 짜라서 生塵賴의 自然分布圖를 묘사 

할 수 없기 혜문여다. 例의 地圖가 市 • 펌ß의 中

心部에 표시 한 dot map 을 그대 로 isopleth map 

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에 理由가 

있고， 따라서 自然分布圖를 基圖로 삼은 것 보다 

rough 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例의 地圖

에 서 1980年 生塵觀을 묘사한 部分이 京쏠輔과 

太白 • 湖南輔으로 完全한 X 字型 belt 空間으로 

充鎭펀 점은 이에 起因한 과장이라 하겠다. 

例의 地圖(1970년)를 李 漢淳의 地圖35)와 바교 

할 해 매우 흥미있는 사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35) 李漢淳， 1975, 前獨書， p.40 地圖.

이다. 그것은 兩 地圖가 모두 同年度의 類似한 

資料에 의 존했고， 級分의 break paint 도 거 의 

같은 反面， 前者가 isopleth, 後者가 choropleth 

map 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兩 地圖가 묘사하고 있는 한국의 工業地域은 

表現方式이 다를 뿐 거 의 홈사하다. 長短을 든 

다면， 李 瑞錫의 그것 이 位置냐 形狀을 擺念的

으로 把握하기 쉽고， 視角的으로 分別야 용이하 

다면， 李 漢淳의 그것은 工業地域에 해당하는 

行政區의 面積이나 人口 • 資源 • 商業去來賴 등 

工業活動파 有關한 變數를 묶어 서 比較하기 쉽 

다. 결국， 처음에 言及한 것처럼， isopleth map 

이 敎育用에 有用한 反面， choropleth map 은

行政이 나 政策立察의 資料에 有用하다. 

5. I業化地域의 設定

(1) I業化와 I業化 地域

rI業化」란 用語는 흔히 都市化， 經濟成長，

經濟聽達， 그러고 近者에 와서는 「近代化」란 말 

과 混用되고 있다. 類似한 用語의 多聽과 모호 

성은 이 새롭고， 複雜하고， 變化無雙하고， 혼돈 

하기 쉬운 實相을 파악코저할 혜 겪은 難點의 

R度를 의마한다. 실지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 

用語를 無差別的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들 

用語 각각이 內包하는 의미는 다르다. 

G. Rocher36)는 rI業化란 技術華新과 勞動의 

合理的 組織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취되는 生塵

性의 追求」라고 定義하는 한펀， r經濟發達이 란 

國民所得의 向上을 위해， 그러고 한 나라 한 지 

역 住民의 ~般的 生塵水準과 福社向上을 위해 

서로 다른 經濟的 要素의 活用에 달려 있다」고 

定義하면서 이 두가지 개념은 「다른 어떤 價f直

에 比해 서 바람직 한 集團的 • 個別的 生活條件의 

질서정연한 社會를 指向하기 위해 企圖펀 總體

的 行動」이 라고 주장한다. 

工業化란 말은 工業現象을 動態的 • 歷史的으」 

로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가령 農業社會에서 工

業社會로의 移行은 自然生塵力에서 資本生盧1J，

36) Rocher, G. , 1968, Le Changemeηt Sodal, Editions HMH, Paris,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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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移行을 뭇한다. 이 같은 변화는 家旅勞動

에서 近代的 自 由勞動으로의 移行， 道具와 熟練

셰서 機械와 科學技術 中心에의 移行을 통해서 

높은 生塵力을 갖는 生塵 system 이 支配하커1 

된다. 그래 서 J. Hughes37)는 工業化블 「科學的

知談에 基盤을 갖는 專門的 技術이 나 分業01 經

濟生tRi의 많은 分野에 첨 투하여 組織的 機構，

物뿔 • 化學的 知識 및 動力機의 支援을 生塵에 

rl用하는 것」이라 定義하고 있다. 

결국， I業化의 條件이 되는것은 技術華新파 

分業組織이며， 工.業化의 결파는 生塵性 向上이 

다. 이것을 通해서 經濟成長→원濟發達에 이르 

며 , 종국에 가서 한 國家社會가 近代化에 이 르 

게 된다. 이 때， 都市化란 말은 近代化에 이르 

는 과정에서 필연척으로 나타나는 한 空間 現象

을 뜻한다. 이 렇게 보면 工業化<經濟成長<經

濟發展<近代化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가창 

광범위하고 總體的이며 -‘般的안 用語가 近代化
이 다 38) 

이 러 한 論理의 블을 참작하면서 工業化의 定

義를 내 려 보자. 工業化는 生塵의 專門化와 勞

動의 分業組織 및 科學知識의 發達파 適用을 통 

해서 만들어진 生塵體制로서 機械의 集約的 援

用에 의 해 서 全體社會를 構造化하고， 經濟生活

의 좋有를 可能케하는 累積過程이 다. 

工業化는 社會 • 經濟發展의 중요한 表現엄과 

동시에 工業地域의 形成을 통해서 地域社會의 

生끊·水準을 向上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國家社

會 全體의 福社 向上에 연결된다. 따라서 工業

化는 歷史的 • 動態的 過釋의 一面을 意味함과 

아울러 空間的안 意味를 內包한다. 工業化 또는 

I業의 集積이 進展되면 工業이 所在하고 있는 

주변공간이 變容되고， 이것이 또한 다른 空間에 

까지 波及되기 해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指據한 

바와 같은 현상이 뚜렷한 地表의 i部分을 I業

化 地域 또는 工業化 空間(industrialized region, 

space)라고 命名할 수 있을 것이다. 

(2) Intensity Scale 과 Structure Scale 

이러한 理念에서 筆者는 工業化 地域의 區分
을 試圖한 바 있다 39 ， 40) 여커에서 援用한 指標

는 製造業의 市 • 那別 附加價植안데， 이미 앞에 
서 論及한바와 같이 I業의 成果를 가장 척 젤하 

케 代身하는 數f直일 뿐 아니 라 工業化의 擔;운:을
척철히 代身하는 數順가 附加價{直01 거 때문이다 

工業化가 단순히 I業 그 自 體.의 크거 나 成長먼r 

을 뜻하지 않고 經濟 • 社曾發展의 중요한 표현 
이라면， 生塵{生 廳;쌓:이나 GNP 權念에 연견되는 
附加{웰植題。1 야 말로 最週의 指標안 것 이 다. 

다만， 이 附加價f변를 他의 變歡와 結合하여 
活用함으로써 指標가 內包하고 있는 I맺化의 
意味를 具體化할 수 있는데， 他의 變數는 面積，

人口， 從業員數 I業의 業種構造， 地域總生출 

에 대한 I業의 比重의 다섯가지를 想定하였다. 

이 다섯가지는 屬性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 意味

를 充足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냐는 工業化

에 있어서 生塵性 彈度이고， 다른 하냐는 構造

水準안데 , 筆者는 이 것 을 각각 intensity scale, 

structure scale 이 라 불렀 다. 이 들에 대 한 內譯

은다음과같다. 

intensity scale: 

@ 單位 面積當 附加價植，

@ 從業員 1人當 附加價f直，

@ 人口 lÁ當 附加價植，

單位 面積當 附加價f直와 從業員 lÁ當 附加價

f直는 각각 土地 生塵性과 勞動 生塵性을 뭇하는· 

相反된 norm 이 될 수 있으나 工業化가 進展되 

면 集積의 規模가 據大되고 결국에는 I業地域

이 據大된다는 돗에서 土地 生逢性도 增大되는 

것이니 評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附加價順를 

A 口에 結合시킨 것은 工業化가 經濟 • 社會的’

聽展의 중요한 표현이란 뜻에서이다. 만약 아무 

리 大親模의 超現代 工業施設이 어 떤 地域社會

에 立地하여 있다 하더래도 그것이 地域社會 住

民의 1人當 所得에 보댐 이 없다면 진정한 工業

37) Hughes, J. , 1977, IndustriaUzation aηdE’conomic History (角山柔 共譯， 好學社)， p.62. 
38) 껴論， 工業化없이 近代化되는 경우도 있으냐 이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 
39) 冊基柱， 1980, “工業地域의 區分 韓國地誌 總論， 建設部 國立地理院編， pp.396 ...... 403(나중에 이 를 약간 峰

표하였다). 
40) Kie-Joo, H. , 1982, Les Processus de Changemeηt de /a LocaUsation des Activt'tés Industriel/es: Corεe 

et Fraηce， Korea Text. Co. ,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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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는 아니기 혜문이다. 

structure scale: 

@ 重化學工業의 比重，

@ 地域總生塵(GRP)에 대한 製造業 比重，

intensity 가 生塵性을 표현한 것 이 라면 struc

ture scale 은 工業化의 質的 水準을 보기 위한 

것 이 다. 製造業의 單位地域 附加價f直가 地域總

生塵(GR?)4D에서 첨하는 비중은 마치 製造業의 

全國에 걸친 附加價順가 GNP 에서 첨하는 비중 

과 바교되는 캐념이고，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Hoffmann 이 니- Chenery42)의 경 험 척 연 쿠에 근 

거한 것이다. 이들의 分析에 따르면 工業化냐 

웰濟成長의 進展은 投資財 塵業의 上昇A로 나 

타났기 해문이다. 

그래서 製造業 附加價1直 중에서 重化學部門의 

뼈加價f直가 점하는 比重을 工業化의 훨的水準으 

로 보았다. 但， 여기에서 重化I業의 i觀念規定

에 매우 難點이 있고， 重化工業이 無差別的으로 

全部 授資財塵業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는 않으냐 

펀의 상 化學(35) ， 非鐵金屬鍵物(36) ， 第 1 次金屬

(37) , 機械 및 裝備(38)의 4個業種을 重化學工業

-으로 취급하였다. 

그 다음 段階의 作業으로는 이들 다섯가지 項

目을 national average 로 係數化하는 作業안데 , 

가장 손쉽고 간펀한 手法이 立地係數와 類似한 

算法이다. 앞에 열거한 AEPHM 까지의 項目을 

각각 ‘結合指標’ 라 命名하고， 單位地域을 R, 全

國을 N으로 표시하면 結合指標의 係數化는 다 

음과같다. 

_ RA 
面積係數---

NA 

RE 
從業員係數---NE intensity scale 

RP 
人 口 係數---NP 

RH \ 
重化學係、數= ~~:~ 

NH I 
_ RM I structure scale 

工業生塵係數= ~~~V~ 
NM ) 

이 들 係數의 地域別 分布는 1을 中心으로 냐 

타난다. 同 係數의 散布度블 標準偏差(SD)로 만 

들고 係數의 算術zp:均fJ휠로 부터 의 SD 區間을 4 
個級分하여 제 1 높은 區間부터 4-3-2-1의 加

重植블 부여한다. intensity scale 에서 最高의 

工業化 水準은 4 x 3=12첨이고， 最下의 水準은 
4x1=4점 이 다. structure scale 에 서 는 最高 8 

點， 最下 2點이 펀다. 결국， 총공업화(intensity + 
~tructure)는 최고점이 20점， 최하점이 5첨언데， 

全國平均 得點을 경 계 로 그 이 상을 ‘工業化地

域’으로 간주하고， 得點이 거 의 滿足水準에 육 

박할 경 우에 이 를 ‘核心I業化地域’ 이 라 보았다 

係數化 作業파 加重f直의 부여 方式은 地域別

로 나타난 極端的언 數f直의 영 향력 을 줄일 수 

있 고， national average 블 norm 으로 하여 級化

(rating)하는 데 펀익 을 준다. 

(3) 抽버 結果

이러한 方式에 짜라 抽出펀 한국의 꽁엽화지 

역은 〈표 2， 3.)파같다. 1968年에는총 43個 市·

那이 工業化 地域으로 抽出되고， 이 중에 核心

工業化 地域은 12個 市 • 那이 포함된다. 1968年

現在에 工業化地域을 커 버 하는 人 口規模는 총안 

쿠의 40.6% , 면적은 13.4%안데， 核心工業化地

域만을 짜지면，Å.口規模는 11% , 면적은 3%에 

지나지 않으나 이 범위에서 생산한 附加價順 規

模는 43.6%에 이른다. 실로， 國土面穩 3%의 

범위에서 공엽생산의 附加價順가 거의 50%어l 

육박한다는 뜻이다. 

1977年에 와서 는 工業化地域의 數가 56個 單

41) GRP=수출용 채화생산 부가가치 +지방소비용 재화생산 부가가치+고정자본 형성용 채화생산 부가가치. 
42) Chenery, H. B., 1960, “Patt~rU3 of industrial growth," Amer. Econ. Revl. S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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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遭別 I業化 뺨點 

1968 1977 

地 域1 Int. I Str. I 계 
닙l 고 

계 

서 울 9 5 14 9 4 131 + 
켜Q 기 9 6 15 8 6 141 + 
부 산 9 7 16 8 7 151 + 
켜。 남 8 7 15 9 7 161 + 
강 원 5 5 10 5 5 10 

충 북 7 4 11 7 4 11 

충 남 7 3 10 6 2 8 

이~ * 6 2 8 6 2 8 

전 남 4 3 7 8 5 13 + 
，성~ * 5 3 8 6 4 10 

제 주 4 2 6 3 2 5 

全 國 61 51 111 61 6니21 
註 : Int. =intensity scale, str. =Structure scale 

+표는 1977년 工業化水準이 높은 道

位에 이르러 1968年에 比해서 13個 單位地域01

增加한다. 56個 地域 중에 核心工業化 地域오로 

평가되는 곳은 17個 地域인데， 이에 커버되는 

면척은 國土의 4.1% , 총안구의 16.2%에 이르 

고 이 범위에서 생산된 附加價f直 規模는 52.5% 

에 이른다. 결국， 1968年에 比해서 工業化地域

에 포용되는 범위 • 안구 • 附加價植가 모두 增加

하는데， 매우 注目되는 것은 工業生盧의 附加價

f直 중에 철만 이상이 생각 보다는 극히 좁은 地

域에 偏在하여 있는 첨이고， 이 좁은 地域(核心

工業化 地域)이 거의 例外없이 주요 都市地域이 

란 점이다 

1977年씌 결과에서 太白山 地域이 약간 과장 

된 것은 야 地方의 特化塵業안 시멘트 工業이 

重化學部門￡로 평 가펼 뿐 아니 라 從業員 1人當

附加價障쿄 보아서 높게 평 가띈 혜 문이 다. 그러 

고， 1968年이나 1977年이나 간에 서울의 附加價

f直 總觸은 全國 總館의 114"'113에 이 르는 엄 청 

난 규모안데도 불쿠하고 評價의 결과는 核心I

業化地域에서 排除되어 있다. 이것은 서울에의 

過密A 口 集中이 몰고온 당연한 결과로서 從業

員 .Á 口료 劃當한 評價f直는 낮을 수 밖에 없 

다. 

〈表-2)에서 보면， 道別로 算出된 결과에서 가 

창 工業化가進展된 곳이 옳山과 慶南， 서울고F 

京離의 兩大 center 이 고， 지 난 10餘年間에 級

이 현저하게 上向된 곳은 全南으로 評價된다. 

(4) 名稱의 附與

앞에 言及한 바 있는 Grigg 외 地域分類는 植

物分類 體系블 따라 種 • 屬 등의 地域階序가 만 

들어지고 여기에 이름이 주어진다. 그런데， 우 

리 의 dichotomous division 에 서 는 階級區分。l

행하여진다 하더래도 그것은 連鎭樹와 같은 

system 속에 들지 않을 뿐 아니 라 抽出된 地域

이 非連續的A로 표현될 경 우가 많다. 그래 서 

지금까지의 勞作을 보면 大體로 I業地域의 位

區 分| 1 968 

표 3. 한국의 주요 공업 화지 역 (1968 ,....,77) 

1 977 

仁川， 始興， 大德， 휩川， 淸/‘li ， 忠、州， 月陽， 全州. I 仁川， 富川， 始興， 安養， 水原， 淸州， 忠州.ft楊，

薦山， 쏠山， 鎭海， 馬山 浦項， 짧~U. 쏠山， 鎭海， 馬山， 昌源， 麗川， 議政府

城南， 善L니. 

核
心
工
業
化
地
域

면적 : 2953km2 (3%) 

안쿠 : 3222천언 (11%) 

부가가치바중 : 43.6% 

면적 : 4047km2(4.1 %) 

언쿠 : 5629천안 (16.2%) 

부가가치바중 : 52.5% 

서 울， 議政府， 楊1'1‘I. 富川， 水原， 春川， 束草， 江 I 서 울， 楊州， 高陽， 廣州， 龍仁， 春川， 原州， 江陸，

像， 三階， 寧越， 原州， 提JII. 聞慶， 天安， 淸原， I 束草， 寧越， 훨州， 三階， 提川， 大田， 天安， 大德，

大田， 安東， 群山， 裡里， 光州， 羅州， 木浦， 順天， I 합川， 全州， 群山， 裡里， 光州， 木浦， 麗水， 順天，

麗水， 濟州， 金폈， 大邱， 浦項， 慶州， 金海， 普州. I 光山， 羅州， 大邱， 金렸， 安東， 達城， 慶山， 聞慶，

팝州， 忠、武， 梁山， 廳州. 長城

| 면적 : 19%. 인쿠 : 57.3% 

工
業
化
地
域

計 l 면적 : 13.4%, 안쿠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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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강 

그림 3. 韓國의 I業化地域(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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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와 連續性 및 相互間의 距離블 참작하여 名稱

을 附與하고 있다. 

表 4. I業化地域의 名稱

黃 載 瓚 !李 漢 淳|李 휩 錫|冊 基 柱
경안공업지대 경안지대 수도권 수도권 

돼백산 태백산지구 태백산 태백산 

중부내륙 중부내륙 중부내륙 대청 

호남북서부 호남북부 
호 남 호 남 호남남서부 호남남부 

영남내륙 영남내륙 / →~ τ H5-‘너~* 경북내륙 

동남연얀 동남해얀 동남해얀 동남엄해 

기 타 기 다 

서울 中心의 공엽지역에는 ‘京仁I業 地帶’，

또는 ‘首都園 -地域’으로 呼稱되고 있는데 서 

울 中心의 工業은 京쏠 高速道路가 數設된 이 

후 이마 京仁間 뿐만이 아니고 南北輔을 中心A

로 이른바 首都짧 一帶에 據大되고있오므로 ‘京

仁’ 보다는 ‘首都園’ 으로 呼稱하는 편이 바람직 

하다. 

大田파 淸州를 포함하는 地域을 대체로 ‘中部

內陸 工業地域’으로 呼稱함에 異議가 없는듯 하 

냐 筆者는 ‘大淸工業地域’ 오로 命名하였 다. 그 

것은 大田과 그 주변의 大德을 除外하면 大田 • 

淸싸1. 天安의 三角地가 아직은 연계성이 희박할 

뿐 아니 라 ‘中部內陸’ 이 란 呼稱을 쓴다면 獨立

的으로 存立하는 春川도 그렇게 불러 야 하기 해 

문이다. 

이밖에는 工業地域의 呼稱야 거의 비슷하고 

無理가 없다. 다만， 東南臨海 工業地域의 범위 

가 通常 불리워지고 있는 慣例에 짜라 浦項에서 

麗水까지 網羅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無理

언듯 하다. 이에 대해서는 將次 適切한 論議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5) I業化 地域의 蠻1!::

1968年파 1977年의 工業化 地域은 어 떻 게 다 

흔가? <그럽 2, 3. >을 대조할 때， 兩地圖가 모두 
太白山地域을 제외하면 全國 平均 以上의 評點

을 연-은 곳은 내체로 都市地域과 그 憐接都에 

43) Kie-Joo, Hyong, 1982, op. cit. , pp.273-277. 

걸쳐 았다. 

1977年의 결파를 가지고 주요 I業化 地域을 

몇개로 묶어 보면 다음파 같다. 

@ 서울 • 仁JII. 水原 中心의 首都園，@ 울산 

부산 • 마산 • 여천까지를 잇는 東南臨海地域，@

삼척 • 영주· 영월 • 단양 ·문경 • 제천과 忠·씨가 
포함되는 太白山地域，@ 大邱 및 그 주변과 龜

尾를 포함하는 慶北內陸地域，@ 光싸! • 長城 • 

光山 • 羅州 • 木浦를 포함하는 湖南南部地域，@

全싸1. 裡里 • 群山 및 합川을 잇는 湖南北部 地

域，CJ) 大田 • 大德 및 淸싸I • 天安을 三角으로 
잇는 大淸地域，@ 거의 獨立的으로 分散 • 立地

하고 있는 其他地域에 春川 • 束草 • 安東을 포함 

시켰다. 

1968"'1977年間에 새로이 登場한 I業化 空間

으로는 서울 l憐接地의 高陽 • 廣州 • 龍仁 • 城南
이 포함되는데， 대체로 工業化의 據大가 京/옳 

高速道路의 輔을 指向하고 있음에 注目된다. 이 

밖에 光州 憐接地의 光山 • 長城， 大邱 憐接地의 

慶山 • 達城， 쏠山파 廳山 間을 메우는 薦싸! • 梁

山， 그러고 麗川 • 昌原 • 善山 • 演州가 포함펀다 

(그렴 4 참조). 結局， 1968"-'1977年間의 工業化의 

空間的 樣相은，d) 많存 主要都市 周邊部의 工

業化，@ 政府의 重化學I業 推進에 따른 新盧

業地域의 發生으로 要約된다. 이러한 새로운 動

向을 除外한다면， 韓國에 있 어 서 工業化 空間의 

基本的안 틀(frame)을 京쏠輔의 主票都市 指向

이란 點에 있어서 日帝下의 그것을까佛케 한다. 

1955年 現在의 工業分布는 植民時代의 i훌훌훌과 

外援 및 戰後에 急、增한 生必品 需要릎 背景￡로 

하여 서울 • 쏠山 • 大邱 3個市 偏位의 鐵維工業

園L立」즈로 특정 지워 진다 43) 서 울 중섭 의 工業은 

이미 京仁， 京水間의 짧展輔이 據想될 정도로 

京仁間의 富JII ， 京水間의 安養이 서울의 썼外工 

業地區로成長한다. 

1次 經濟開發 計劃의 途行 結果가 反映펀 1968 

年의 I業化 地域에서는，d) 太白山地域의 資源

開發과 시멘트工業의 立地가 이 地方을 새로운 

工業化 空間A로 登場케 한 점，@ 서울 l憐接地

의 工業化가 京仁 및 京水間 以外에 서울-楊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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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새로 據大된 工業化 地域(1968，...，.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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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으로 據大되고 있는 점，@ 廳山 • 옳山 • 鎭

海 • 馬山이 東南臨海地域의 成長極으로 登場한 
첨이 制目펀다. 1960年代의 授資政策은 輸入代

替의 했果를 노리는 中間財 生盧， 輸出했果와 

훌購했果를 동시에 노리 는 最終財 生盧에 ‘중점 

이 주어졌는데， 主宗을 이루는 投資品目으로는 

PVC, 合鐵， ~E料， 精油， 시 멘트， 製紙， 合板，

衣類 둥이 있다. 

1977年 現在의 工業化 地域은，Q) 서울 중심 

의 l業이 京옳高速道路輔으로 購大된 점 ,@ 

東南臨海地域에 開發된 重化學工業은 그것을 成

長極으로 하여 많存 工業都市와 輔狀의 連結01

t足進된 점，@ 光州냐 大邱 등 大都市 周邊地域

의 工業化가 t足進된 점으로 要約된다. 이에 대 

해서 太白山地域은 시멘트工業 담體가 I業間의 

聯關效果를 크계 期待할 수 없는 판계상 工業地

圖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970年代는 鐵鋼， 機械， 電子， 石油化學에 중 

첨 批資된 高成長 時代요， 同時에 構造改編 時

期안 만큼 이에 따른 I業化 地域도 激變의 時

期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논 當局의 立地政策

이 중요한 變數로 作用한다. 東南臨海地域에 局

限펀 大規模 重化學 工業基地의 指定， 많存 大

都市 周邊에 월윷動되고 있는 각종 工團의 造成，

서울의 過密빼制 政策의 결과로서 나타난 首都

園 全體의 過密現‘象， 즉 서울 겠外工業地區의 

面積的 據大 등이 立地政策의 좋은 例證이 다. 

결국， 1960年代와 1970年을 거 치 는 한국 工業

化 地域의 變化樣相은 많存 集積地의 각종 서 어 

비스와 infrastructure 를 有利하게 活用하면서 

消費者에 接近하려 는 資本主義的 立地法則과 그 

동안에 彈力히 途行된 立地政策에 짜라 方向이 

렬해진 것A로 불 수 있다. 

6. 結 論

本 맑究는 韓國 工業地域 設定에 관한 치금까 

지의 成果를 회고하고， ‘工業化’ 地域을 區分하 

는 手法을 開發하여 1968年 및 1977年의 資料어l 

척응한 內容이다. 

지금까지 工業地域의 設定에 /관한 연쿠가 農

業地域이냐 펌然地域에 판한 그것 보다 活廢치 

뭇했던 것은 工業活動의 地域的 性格 및 地域統

計 入手의 難點에 起因했을 뿐 아니라 애매하기 

이를데 없고 계속 변하기 쉬운 地域에 境界線을 

긋는 일이 매우 危險스러운 일이라 판단했기 해 

문이다. 

그러 나， 地域을 올바르게 設定하면 敎育的오 

로나 地域政策面에서 매우 有益하게 活用될 수 

있고， 學問的으로도 地域야 갖는 몇 개 特性간의 

관계를 一般化할 수 있어서 地理學의 덤標를 쉽 

게 달성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工業地域 設定에 관한 몇몇 成果

는 애 당초부터 地域의 體系的안 分類가 아니 고， 

그야말로 「地域區分」이며， 工業地域이냐 非工

業地域이 냐를 分別하는 二分害u區分(dichotomou s 

division)이었다. 이들 맑究가 지니는 가장 큰 弱

點은 工業化의 結合的 性格을 나타낼 수 있는 

指標 選擇에 있을 뿐 아니라 指標活用 準則의 

科學性에 있었다. 이 두가지 문제는 地域區分의 

作業에 있 어 서 地域單位 scale 의 決定과 함께 

가장 重要한 核心안 것이다. 

工業地域과 ‘工業化’ 地域은 分別되 어 야 한다. 

‘I業化’ 란 말이 社會 • 經濟짧展의 중요한 표현 

으로서 動態的 • 歷史的 意味를 치니고 있을 뿐 

아니 라 ‘工業化’ 地域은 I業地域에 比해 서 地

域의 性格을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혜문이 

다. 따라서 ‘I業化’ 地域의 設定은 센서 스 項

目 중에셔도 I業現象을 최대한으로 代表할 수 

있는 項目(指標)을 선택해야 되고， 이것을 ‘工業

化’와 관련펀 他의 變數에 結合하여 야 된다. 센 

서스 項目 몇개를 擇하여 複數指標로 만들면 좋 

o 나 이들 項目은 本質的으로 facility , activity, 

capital expenditure 의 3個 局面을 나타내는 獨

立 • 異質的인 것이어서 이들의 結合이 쉽지 않 

다. 

그런데， 資料 入手에 어려움이 없다연 이들 3 

個測面을 최 대 한으로 代表하는 項 目 이 附加價f直

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勞動投入

이나 資本· 聽備의 效率 및 GNP와 연관된 개 

념이기 혜품이다. 

附加價f直를 他의 變數와 결합하여 評價하면 

地域別 ‘工業化’ 의 水準을 객관적A로 파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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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혜 工業化의 水準을 두가지 面에 

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하냐는 I業化의 量的

R度이고， 다른 하나는 質的R度이다. 이들을 

각각 intensity scale 과 structure scale 로 命名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內容을 쿠성한다. 

intensity scale 

A: 單位面積當 附加價植，

E: 工業從業員 1Á當 附加價f直，

p: 人 口 1人當 附加價f直，

structure scale 

H: 重化學工業 比重

M: 地域 總生塵에 대 한 製造業 附加價f直比重

각 지역단위에서 算出펀 A， E， P， H， M을 na-

tional average 와 비교함으로써 地域別 工業化

의 水準이 係數로 만들어 진다. 이 係數는 全國

~均과 同一한 係數 1을 중심4로 散在하며， 이 

것을 중심으로 하여 I業化의 水準을 階級化할 

수있다. 

이렇게 해서 算出된 1968年파 1977年의 韓國

工業化地域은 太白山地域의 資源指向的 性格의 

工業化地域을 체외하면 대 체로 주요 都市地域을 

中心으로 分布한다.. 1977年에 도 그 틀은 크게 

변치 않고 있￡냐 달라진 점은 서울 中心의 首

都團이 京仁輔 이외에 南北方向으로 據大되고 

있는 첨， 大田과 光州 및 大邱 憐接地域씩 I業

化카 進展된 점， 薦山을 비롯한 쏠山 • 馬山 중 

섬의 東南臨海地域이 현저하게 工業化펀 첨이 

注덤된다. 

工業化 地域을 結節性 system 으로 分類하면 

머할 나위없이 理想的이나 그것은 I業活動의 

性質上 上下系列關係， 受注關係를 통한 技術的·

生塵的 結合의 程度에 따라 hierarchy system 

이 分類되어야 하기 빼문에 매우 어려운 作業01

다. 이것이 해결되면 :I業化의 極成흩理論01 저 

철로 檢證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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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Building in Manufacturing Geography of Korea 

and Measurement of Industria1ization Level 

Summary; 

Our concern here is primarily with re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region bui1d

ing in manufacturing geography, and with 

new approach to measurement of industria1i

zation leve1. 

The contribution of geagraphers to the 

region bui1ding in Korea refers to not a 

systematic c1assification of regions-taxono

my-1ike botany and zoology, but a simple 

dichotomous division where the purpose is to 

isolate a single regions. Thus, for example, 
land may be divided into industrial region 

and non-industrial region. 

However elaborative their works may be, 
the most serious weakness is tha t the a ppl

ication of census variables such as number 

of employees and value of gross output was 

only partly successful, and the principle of 

data processing was less suitable for the 

purpose. 

Fundamental1y, the lack of consensus on 

which characteristic of manufacturing is 

best suited to indicate its presence is just 

derived from the above two weaknesses 

and unsuitabi1ity of areal unit questioned 

for the division as well. 

The concept of “industrial region" differs 

from that of “ industria1ized region", becau

se the latter not only imp1ies a dynamic and 

historical role of industrial activity in cer-

Jounalof Geography, 10,1983.12. pp. 107-127. 

Kie-J 00 Hyong* 

tain region, but also represents more com

prehensive socio-economic nature of region 

than the former. 

The census variables concerning with ma

nufacturing activity, according to J. 1. Mo

rrison, may be c1assified into three differ

ent facets such as Facility Scale, Activity 

Scale and Ca pital Expenditure Scale. N 0 

one scale should be used in isolation because 

of their heterogenous nature making them 

difficult to integrate objectively as a single 

criterion. 

Value added by manufacture, however, 
may be the most meaningful value-measur

ing stick, since it specifically measures the 

change in form or substance accomp1ished 

by manufacturing activity. ln addition, it 

provides the best census measure of the 

relative economic importance in different 

areas, and involves the notion concerned 

with G. N. P. and productivity. If value 

added as yardstick is com pared with another 

measurement in the same area, it would be 

more favorable for the purpose, especially 

in terms of industrialization level. 
Meaning of 얀ndustrialization" is simply 

decomposed into two significant parts: its: 

intensity as quantitative scale in the one 

hand and its structure as qualitative scale 

in the other hand. These can be distinguis-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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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 

-Intensity Scale-

A; value added per unit area, 
E; value added per manufacturing emplo-

yee, 
P; value added per inhabitant, 

-Structure Scale-

H; share of capital goods in manufactur

mg, 
M; share of manufacturing in Gross Re

gional Product_ 

The above 5 scales of each unit area are 
compared with national average and graded 

by standard deviation. If one unit area is 

more highly industrialized than another, 
the score of 5 scales shows a higher leve1. 
The period over w hich change will be inve-

stigated is from 1968 to 1977, the period 

characterized strong national growth and 

divergent regional patterns. 

Several urbanized areas show the most 

remarkable industrialized level except for 

Taebaig region where ciment plants in 

Korea are most1y located. Great changes 

of industsial location frame have taken 

place in such axes as Seoul-Pusan and 

Pohang-Masan, especially in the suburbs 

of Seoul, Taejeon, Taegu, Masan, Busan 

and K wangjoo. 

Specific questions for research in future 

are a hierarchical system of manufacturing 

regions to show, how they are functionally 

organized, and to test objectively theory 

of growth pole in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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