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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각 국가의 접경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존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접경경제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접정지역 역시 1990년대 이후 정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접경지역의 변화 

는지역간균형개발과통일시대에대비한지역개발이라는두측면에서중요한의미률갖고있다.본연구의목적은경기북부 

접경지역의 1990년 이후 산업화과정파 그특성을 이해하고자흩}는 것이다. 분석결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은수도권과 접경지 

역의 영향올동시에 받고 있다. 즉수도권 입지로 인한각종 산업입지규제의 통일한 적용과 접경지역으로 인한군사시설보호 

법의 규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화 과정에 있어 제약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성장이 수도권의 과 

밀억제권역에서 밀려온 영세기업과 비도시형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체수의 중가만큼 종사자수， 생산액， 부 

가가치가 증가하지 봇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입지에 있어 수급불굵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입지의 문쩨점올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 

고 생산성， 고용효과， 입지만족도， 물자거래의 국지적 연계비율에 있어 개별입지 보다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화와 개발이 단순환 낙후지역의 개발이 아닌 향후 통일시대에 접경지역의 이챔올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북한의 개성권을동시에 고려하는 거시척 안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에 대한산업입지규제 완화와남북간경제협력의 확대가필요하다. 

주요어: 접경지역， 산업입지규제， 계획입지， 개별입지， 문발 산업단지， 동두천 산업단지， 기업연계 

Abstract: Before 1980s, it was usually believed that border regions were underdeveloped due to the diffjculties in 

expanding markets caused by military uncertainty. However, the changes of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have 

graduall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border regions since 1980s. The situations are also applied for Korean border regions 

in 1990s. The study airns a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northem Gy，∞nggi border regions 

since 1990s. More imφrtantly ， this study focuses on revealing the charaαeristics of the ind삐디al complexes in the areas, 
since the construction of ind뼈trial complexes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regional indus띠al policies in Korean 

border regions. π1e main findings of this stu며T are as follows: First, the northem Gyeonggi border regions are atfected by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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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ict regulation of industrial location by Capi없1 Re핑on Management Act as well as by the Protection Act of the Milita'Y 

Installation. 까1en ，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anufacturing finns in the northem Gyeon잃i border regions does not 

result i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s it was originally ex야x:ted. Second, industrial complexes play a positive role in 

developing the northem Gyeonggi border regions, regardless of their low pr'φortion in the regional economies. The fim1S 

in industrial complexes O.e. planned location) show the higher level of prl여uctivity ， the higher proφrtion of hi끼ng local 

employees, the higher degree of the satisfaction on current location, and the higher e었ent of the local materiallinkages than 

the fim1s ou않ide industrial complexes O.e. ~∞디oose location). As a conduding remark, a far-sighted view is required for 

building up appropriat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northem Gyeonggi border regions. 

Key words: border regions , regulation of industrial location, planned location, footloose location, Munbal Industrial 

Complex in Paju, Dongducheon Industrial Complex, inter-fim1linkages. 

1.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각국가의 접경지역(Border Region)은국가의 주 

권 수호를 위한 군사적 갈둥의 요소와 이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공간으로 인 

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치 

적 요인 또는 경제체제의 변화에 의해 접경지역은 

경계(Border) 양측 지 역간 상호보완적 생산요소의 

교환이라는 월경적 경제협 력관계를 통하여 경제 

성장의 중추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경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사례들은 경제적 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더욱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의 접경지역은 아직까지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지 않은채，대외환경과정부의 대북정책 그 

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둥의 각종 규제에 의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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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성장의 제한올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 

제적으로 낙후된 공간으로 존재하고 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접경지 

역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1990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화 과정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1990년부 

터 2000년 사이의 제조업체 증가율이 840/0.:로 경기 

도 평균 증가율 48%에 약 두 배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 이전에 전무하였던 산업단지가 1990년 이 

후 7개가 조성되었으며，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둥을 비롯한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추진 중에 있 

다. 둘째， 남북한의 월경적 경제협력관계가 시도되 

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 

원법」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주 

목해야 할 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해외의 다른 

접경지역과는달리 주변부가아닌 국토의 중심부 

인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높은 입지수요 

는 경제공간으로 성장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낙후한 지역경제와 



산업기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분산정책에 따른 

각종 수도권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지 역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낙후 

지역 지원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 

이라는 정책적 수단올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파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조성중인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12개의 지방산업단지 가운데 2개 

의 국가산업단지와 5개의 지방산업단지가 경기북 

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러한 정 

책적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 

외 접경경제공간의 형성과 1990년 이후 경기북부 

를중심으로하는한국의 접경지역의 변화라는배 

경 아래 1990년 이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화 

과정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1990년 이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화 

및 산업구조변화에 있어 가장 큰 특정 인 제조업 증 

가의 실태를밝히파하며， 경기북부접경지역의 

산업화와 산업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 

도적 요인을 이해하고자한다. 

둘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자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는 계획입지(산업단지)의 특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업간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 

로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분석하파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경기북부 접경지 

역의 지역산업정책 및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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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한국의 접경지역은 크게 서부 접경지역과 동부 

접경지역으로구분할수있다.서부접경지역은인 

천광역시 도서지역(강화군， 옹진군)과 경기도 서 

북부지역(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고양시， 포천 

군， 양주군， 연천군)을 지칭하며， 동부 접경지역은 

강원도 북부지역(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을 지칭한다(정규서 외， 2(02). 본 연구가 

1990년 이후 접경지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이해 

를목적으로하고 있음에 따라한국의 접경지역 가 

운데 산업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와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연구대 

상으로하파한다. 그러나현재 접경지역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 비무 

장지대， 민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둥의 용어가 

접경지역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비무 

장지대(DMZ)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 민사행정과 구제집행관계자 그리고 군 

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 

으며， 그 인원은 1ω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북 

지역 즉 민간인 통제구역(CCZ)은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15km 이내의 지역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제 

외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경 

우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용되는지역이다. 군 

씨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25km 범위 안에 

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은 군사시 

설 보호구역 상의 통제보호구역과 일치한다접 

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민통선 이남으 

로부터 20km이내에 소재한 시 · 군에 속한 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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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r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경기도 접경지역 지정현 

동두천시 I 7동 4동 불현도， 소요동， 보산동， 상때동 

고양시 12구35동 3동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파주시 
2구3동 

3읍10면 
문산읍， 파주읍， 범원읍， 교하면， 적성먼， 탄현먼， 광탄먼， 파평면， 월릉면， 

11명 군내면， 장단먼， 진동면， 진서면 

경-기도 I 김포시 3동6면 5면 월공먼， 통진면， 하성면， 대꽂면， 양촌면 

양주군 1읍6면 5면 남면，은현면，광적면，백석면，장흥면 

연천군 2읍8면 2읍8먼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연，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포천군 2읍11면 6면 관인면， 창수먼， 영북먼， 영중면， 신북먼， 이동면 

자료: 접경지역 지원계획， 2001 

면 · 동 행정구역으로 인구 중감율(최근 5년간)， 도 

로 포장율， 상수도 보급율， 제조업 종사자비율， 군 

사시셜보호구역 점유비율의 5개 지표 중 3개 지표 

가 전국평균 보다 저조한 지역올 기준으로 하고 있 

다. 위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가 접경지역의 산업 

화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경제활동이 일어 

나지 않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농업활동만이 일어 

나고 있는 민북지역이 아닌 r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r접 

경지역지원법」에 따른 경기도 접경지역 지정현황 

은 표-1과 같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접경지역에 

해당핸 읍 · 면 · 동의 수가 매우 미비하여 연구 

지역에서 제외하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역 

적 범위가 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라 함은 동두 

천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5개 시 · 군 

올일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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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서본연구는문헌연구 통계자료분석，기업셜문 

조사， 심층인터뷰 둥의 연구방법올 통하여 이루어 

졌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이 되는 국내외 접경경제공간에 관한 선행연구와 

산업입지 및 기업연계 관련 선행연구틀을 검토하 

였다. 그리고 1990년 이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 

업화 과정의 특성과 산업입지 실태를 이해하기 위 

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새기준연도 1990 ， 2000)와 

광공업통계조새기준연도 1990, 1995, 2000)를 중 

심으로 산업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업 설 

문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셜문 A형 

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개별입지한 기업들올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셜문 B형은 파주 문발 지방 

산업단지와 동두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A형과 설문 B형은 공통 

적으로 기업 일반사항， 입지요인 및 입지만족도， 

산업입지 현황둥을분석하기 위한내용으로구성 



되었다. 그러나 셜문 B형의 경우는 산업단지에 입 

주한 기업들의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과 혁신활 

동올분석하기 위한 문항과 산업단지 재정비 및 조 

성방안에 관한문항이 추가로구성되어 있다. 설문 

지 발송은 설문 A형의 경우에는 공장둥록정보시 

스댐(FEMIS)에 둥록된 업체 3218개 업체 가운데 

지 역별로 업종과 종사자 규모의 비율에 따라 1326 

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으며， 설문B형은 

2000년 기준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한 산업단 

지 총람올 바탕으로 2개 지방 산업단지(동두천， 문 

발) 총 53개 업체에 대하여 전수 발송하였다. 셜문 

지의 회수율은 설문 A형의 경우 총 142부가 회수 

되어 10.7%였으며， 셜문 B형의 경우는 총35부(동 

두천: 20부， 문발: 15부)가 회수되어 “%의 회수율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설 

문 B형은 회수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단 

의 수가 적은 관계로 인해 설문 B형의 내용을 해당 

기업과의 심충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섬충인 

터뷰는 두 차례의 답사를 통해서 산업단지별로 업 

종과 규모에 따라 각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와 각 산업단지 조 

합과의 심충 인터뷰를 통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 

의 지역경제현황과 산업정책 및 산업단지 조성계 

획에관하여조사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우선 접경지역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접경지역의 개념과 연 

구동향올 검토하였다. 특히 1990년 이후 해외 접경 

경제공간에 관한 사례연구를 검토하여 해외 접경 

지역의 유형과 발전단계를 정리하고 경기북부 접 

경지역의 변화과정과 비교해 보았다. 제3장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산업구조와 산업입지 관련 법규 

에서는 1990년 이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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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특성올 제조업 증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올 미치고 있는 제도적 요인과의 상관성 

을 밝혔다. 제4장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입지의 

특성과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자 정 

책적 수단인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성장에 있어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산업단지와 

개별입지를 비교 하였으며， 다음으로 경기북부 접 

경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동두천 산업단지 

와 문발 산업단지를 비교해 보았다. 제5 장 결론에 

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경쟁력 있는 접경경제공간 

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역산업정책과 산업단지의 

신규 조성 및 재정비 방안에 관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접경지역의 개념과 연구동향 

경계(Border)는 폐쇄적 기농과 개방적 기능의 양 

면성을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계의 양면성에 따라 

경계와 그에 인접한 접경지역(Border Region)은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derson J & 0 ’ Dowd L, 1999). 이와 같이 경계 

와 접경지역의 시공간에 따른 다양한 특성과 발달 

단계로 인하여 해외 지리학계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대하여 주제의 유형별로 분류 

한 Minghi(1977)와 Heller(1993)의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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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접경지역 언구동항 

1. 분쟁이 심한지역 

2. 국경변화의 영향 

3. 국경발전 

4. 경계설정과확정 

5. 본토와 분리된 영토나 소국가 

6. 해상의 국경 

7. 내부경계 

자료: 김상빈(2002)을 저자가 재구성 

〈표깅〉와같다. 

과거 접경지역은 일반적으로 경계가 분리의 기 

능과 폐쇄적 기농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군사적 충 

돌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시장 확장의 불가능성으 

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었다(Hassink et al, 1995). 이로 인하여 접경지 

역은국가의 산업화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하지 

못하였으며 혜택 역시 받지 못하였다(Bertram H, 

1998). 이러한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박영철(996) 

은 한계지역(marginal ar，얹)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 

하였다. 한계지 역(marginal area)란 한계자원을 지 

역적 차원에 도입한 개념이다. 한계자원은 활성적 

이용과 미이용의 중간위치에 있으며， 생산 활동의 

외연적 주변에 놓여 있는자원으로생산성이 낮아 

현재는 이용율이 낮으나， 향후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의미한다(안충영， 1978). 따 

라서 한계지역은 아직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정책이 적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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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선의 진로방향에 대한 확장과 그 성격 

2. 경계의 발전과 국가의 행동에 대한 규정 

3. 경계간의 갈둥 

4. 문화경관의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 

5, 접경지역에서 사회경제적 발전방향의 효과 

6. 소외 낙후 지역으로서의 접경지역 

7. 접경지역 주민의 행동에 대한 경계의 영향 

8. 월경적 관계 

9. 경계설정과 변동의 영향 

10. 경계의 이완됨과 경계의 극복방향 

11. 난민을 위한 정주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 

12. 정치적 내부경계 

어려운 지역이다.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한계지역 

은‘개발 잠재력의 취약 투자의 외면 미개발과 낙 

후 개발 잠재력의 취약’ 이라는 악순환을 통하여 

낙후성올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즉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비했으며， 지역 주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되었던 접경지역은 한계지역 

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 

년대 이후， 접경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 

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1979년 중국의 시 

장개혁， 1990년 동 · 서독의 통일， 1991년 USSR의 

해체 둥의 정치적 요인과 NAFTA와 EU와 같은 국 

가간 경제통합은 경계의 기능을 개방적으로 변화 

시켰고， 이에따라접경지역에 있어 개발과경제성 

장의 잠재력을 형성시켰다. 이로 인하여 접경지역 

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계 양측 

간의 월경적 경제협력관계가구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경지역의 변화와 접경경제공간의 형성에 

따라 1990년 이후 해외 지리학계의 연구동향 역시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는 접경지역간의 경 

제적 협력과 접경지역 도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 

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지리학계에서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주제 

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논의 

이다. 둘째는 민통선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 

형개발과 통일시대 대비라는 측면에서의 지역개 

발전략에 관한 논의이다. 셋째는 1990년대 이후 해 

외 접경지역 연구동향에 따라 해외 접경경제공간 

에 대한 사례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는통일 이후독일 접경지역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상준， 1997) ,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경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김학훈， 1998) ,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김원배， 2어0) 둥을들 

수 있다. 이밖에 국경이 아닌 접촉지점으로서의 경 

계연구와 정치적 관점에서의 접경지역 연구 둥을 

들수있다. 

2) 접경경제공간의 특성과 유형 

1980년대 이후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접 

경경제공간은 중국의 경제개혁 이후 형성된 중국 

의 접경지역， 소련의 해체 이후 형성된 동유럽 접 

경지역，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 유럽의 경제통 

합이후형성된유럽연합접경지역둥이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개발과정과 접경경제공간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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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경계 양측 지역이 모두 낙후지역으로 접 

경지역의 개발과정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하향식 제도적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는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는동유럽의 접경지역 

들과 중국-베트남 접경지역 중국-러시아 접경지 

역 둥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Heαog(1991)은 제 

도적 지원이 경계 한쪽의 접경지역 혹은 양쪽의 접 

경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연구에서 밝히고 있 

다. 둘째는， 신공간분엽의 원리(Markusen ， 1987) 

에 따라 경계 양쪽지역 7}운데 보다 성장한 지역에 

서 낙후한 다른 지역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이동 

하는 경우이다. 이를 통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 

전시킨 접경지역은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 

도화를달성하고，다른쪽의 접경지역은기업의 유 

치를 통한 낙후지 역의 개발을 달성하게 된다. 즉 

상호 의존적 발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Frank ， 

1978). 대표적인 사례로는 홍콩의 노동집약적 산 

업이 임금과지가가저렴한심천지역으로이동하 

고 있는 홍콩-심천 접경지역， 이와는 반대로 말레 

이시아의 저렴한 노동력이 제한적 통근의 형태로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있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에 따 

라 세제혜택과 분공장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멕시코 접경지역 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접경경제공간은 국가내의 그리고 접경지 

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는，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업간네트워크구축을통한신산업지구의 형성 

이다. 예를 들어 라인강 상류， 바덴뷔르댐베르크 

둥의 유럽의 기존 산업집적지들은 그들의 기업간 

네트워크와 월경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쟁의 

핵심센터로 성장하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및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접경경제공간들은 민족 

적， 문화적 갈둥과교통의 병목현상과같은부작용 

에도불구하고접경지역 개발에 있어 가장성공적 

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Cappe뻐1，1993).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 따른 분류가 모든 접경지 

역에 통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다음 〈표-3)은 

1990년 이후 해외 지리학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접경경제공간에 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표-3) 해외 접경경제공간의 특성 

-홍콩의 산업구조채편 과정에서 형성 

-중국의 정체체제의 변화가 없이 시장개혁에 의해 형성 
Chan. 1996 

홍천-심천 I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를 저임금， 저지가의 중국으로 이전 
-이를 통하여 중국은 고용창출의 효과 

Wu.1997 

-국가내 불균형 형성 

-경계 양측 지역 모두 낙후지역 
Hinton. 1995 

중국-베트남 I -성장점의 부재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조성 

Wu.1995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고의 접경지역(Tumen) 

중국-러시아 -UNDP에 의해 조성된 top-down 형태의 개발방식 UNDP.1993 
-남한의 지원 

싱가포르 -싱가포르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공간의 확장 

-인도네시O~ -기업의 이전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지역으로 노동력의 제한적 이동 I Rimmer, 1994 
-말레이시아 이 이루어지고있다. 

-유럽연합의 경제통합과정에서 형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EU의 지원으로 형성 Funck & 

유럽연합 
-신산업지구조성 Kowalski, 
-두 지역의 기업간 네트워크의 구축 1993 
-인종적， 문화적 갈둥 Cappellin, 1993 
-교통의 병목현상 

-USSR 해체 이후 형성 
-정치적， 경제적 체제의 동시 이행 

-접경지역의 낙후지역 개발 

동유럽 -산업구조재편과정 I K때<e， 1996 
-경계 양측 지역 중 성장점의 부재 

-산업 인프라 부채 및 낙후성 

-사회적자본의 차이 

-NAFTA 형성 
-관세혜택 및 저임금을 활용하고자 형성 

미후멕시코 I -국제적 노동분화에 따른 신공간분업 원리 I S때 
-분공장체제 

-두 지역간 불균형이 점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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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개발과 접경경제공간의 형성에 있어 필 

수적인 요소는 경계 양측 사이에 상호보완적 생산 

요소와 성장점의 존재이다(Wu ， 1998). 즉 경계 양 

측모두낙후지역인동유럽 접경지역의 경우접경 

지역 개발에 있어 성장점의 부재로 인한 많은 문제 

점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접경지역이 궁극적으로 경 

쟁력 있는 경제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의 확대를 통한 접경지역간 경제통합과 기업 

간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1990년 이후 해외 접경지역에 관한 연 

구결과들올 중심으로 Wu(1998)는 접경지역을 발 

전의 정도와 그 특성에 따라 접경지역(Border 

Region) , 월경적 접경지역(Cross Border Region) , 

초국경적 접경지 역(Trans Border Region)의 3가지 

로유형화하고 있다. 각유형별 접경지역의 특성을 

국가간의 관계， 접경지역 입지기업의 특성， 접경지 

역 지원 및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 산업기반시설의 

발달정도，접경지역간노동비의 격차둥에따라정 

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그러나 접경지 역의 발전 

의 정도와 특성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어 어떠한지역올하나의 유형으로분류하는 

地理學說훌훌 제42호 (2003. 9)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심천 

접경지역의 경우 주민의 이주가 엄격히 제한된다 

는 측면에서는 접경지역(Border Region)의 형태， 

입지기업의 특성과 관계에 있어서는 월경적 접경 

지 역(Cross Border Region)의 형 태의 속성올 가지 

고있다고볼수있다. 

T. StryjaKiewiez(1998)는 동유럽 접경지역에 대 

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 

계 양측간의 교류의 정도와 접경지역의 산업구조 

에 따라 접경지역의 발전단계를구분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민칸의 교류 또 

는 소규모의 무역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경제특구 둥올 통한 부분적 

시장경제의 도입이 시작된다. 다음 단계로는 접경 

지역을 개뺨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 

에 따라 접경지역에 산업 인프라의 구축이 형성된 

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며 

상호 교류에 있어 안정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가능해지며 기업간 협력네트워 

크를 통한 신산업지구가 출현하게 된다. 

〈표-4) 접경경제공간의 특성 및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분류 

1. 관 계 상호통제 독립적관계 공존 

2. 기업의 특성 소기업 대기업，계약관계 
소기업과 대기업 

협력적 네트워크구축 

3. 제 도 미 비 출현단계 협력적 제도존재 

4. 산업 인프라 」-1} -흩「 개발단계 공동인프라구축 

5. 이주 여부 엄격히제한 제한적 이주， 통근 이주가능 

6. 노동비 차이 매우크다 크 다 차이가감소하거나없다 

7. 사 려| Tumen 동유럽， 중국·베트남 홍흥심천， 유럽연합 

자료: Wu,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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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Wu(1998)와 1. Str꺼aKiewiez(1998)의 접 

경지 역의 유형분류와 발전단계의 구분에 

따르면 한국의 접경지역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 

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간의 

관계가 아직 통제적 관계이며 이주가 엄격히 제한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의 산업기반이 낙후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남북한과의 노 

동비 차이가 4:1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는 점(주 

종원 외， 1999)에서 Wu(1998)의 분류에 따르면 접 

경지역(Border Region)의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 

나 현재 금강산 관광 둥의 민간교류가 시작되었고， 

북한에서 개성공단 및 신의주 경제특구 조성 둥 부 

분적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한에 

서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이 제정 된 점을 고려할 때， T. StryjaKiewiez의 발전 

단계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 

계로 이동하고 있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경기북부접경지역올중심으로한국의 

접경지역 역시 산업화와도시화과정 및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둥의 해외 접경경제공간 

의 발달과정과 유사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해외 접경경제공간의 특성과 발전단계와 비 

교할 때 한국의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 

와협력의 수준이 아직 미약하다는점과아직까지 

각종 수도권 산업입지규제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 

이를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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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구조와 
산업입지 관련 법규 

지역의 산업은 국가 및 지역의 산업정책， 기술변 

화 둥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그 업종의 구성 혹은 

조직이 변화한다. 이러한산업구조의 변화는산업 

활동이 공죠띨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 

제공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박삼옥， 1999). 경 

기북부접경지역의 경우 낙후된지역경제에도불 

구하고 199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의 성 

장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기북부 접 

경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의 배경은 %년대 이후 남 

북화해협력의 분위기와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해당 지자체들의 지역의 낙 

후성 극복을 위한 기업유치전략 둥의 제도적 요인 

에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수도권 

및 접경지역 산업입지규제라는 제도적 요인들은 

산업구조변화과정올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경 

제공죠F구조 역시 왜곡시키고 있다. 본 장에서는 경 

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구조변화 과정의 특성올 

제조업 증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 과 

정 속에서 나타나는 제조업의 공죠F구조를 분석하 

파한다. 그리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산업입 

지규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산업구조변화 및 

산업입지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히파 한다. 

1)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의 특성 

1차산업의 경우，다음표-5에서 농업인구와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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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경기도 농업인구 및 농가인구비율 (단위: 명) 

경기도 825.807 13.42% 520.757 4.67% 

경기남부 583.054 11.29% 354.676 4.29% 

경기북부 242.753 15.24% 166.081 5.77% 

접경지역 148.383 33.15% 103.348 13.55% 

동두전시 4.135 5.79% 3.222 3.70% 
따주시 52.838 28.56% 35.329 12.71% 
양주군 26,949 31.83% 17.674 10.57% 
언천군 22.148 36.14% 14.031 24.36% 
포천군 42.313 38.13% 33,092 18.70% 

자료: 경기도 통계연보， 1991 ， 2001 

인구비율을 통하여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경기북 

부 접경지역의 경우 농가인구비율011990년 보다 

2어0년에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남부 그리고 경기북부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2차， 3차 산업의 경우， 다음 〈표-6) 경기도 사업 

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산업별 종사자수를 경기 

도와 비교하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2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 

으나， 2000년 기준， 경기도 지역과 비교할 때 2차 

산업은 높고， 3차 산업은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역시 산업구 

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산업구조의 고도화 

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경기도와 경기남 

부에 비하여 1 ，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사실은각산업별로경기북부접경지역 

〈표-6) 경기도 산업별 종사자수 (단위: 명， %) 

1차싼없 ~~ 싼없 3차싼없 찌I 

199。년 2000년 1990첼 2000년 1990떤 ; 2000얹 1990변 12000념 

경기남부 
3.820 3.454 706.611 : 706.639 578,197 1814.430 1288.628 : 2524.496 
(0.30) (0.27) (54.83) (27.99) (44.87) (71.87) (100) (100) 

경기남부 
2.124 1.337 3.820 137.989 147.647 485.173 280.434 624,499 
(0.76) (0.48) (46.59) (22.10) (52.65) (η.69) (100) (100) 

경기남부 
1.687 928 3.820 73.953 54.447 : 195.022 121.485 : 269.903 
(1.39) (0.76) (53.79) ~ (27.40) (44.82) (72.26) (100) (100) 

경기남부 
5944 4,791 837.274 : 844.628 725없4 ‘ 2299576 1569.062 : 3148.995 
(0.30) (0.31) (53.36) : (26.82) (46.26) ~ (73.03) (100) (100) 

자료: 경기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99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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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확실히 

드러난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1차 산업이 

경기도 전체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01 2000 

년 기준 사업체수 20.1%, 종사지수 19.4%， 2차 산 

업은 사업체수 12.2%, 종사자수 8.&Vo, 3차 산업은 

사업체수 9.5%, 종사자수 8.5%이다. 즉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경기도 내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인구가 

경기도 총인구의 8.2010 정도인 점올 고려해 보면 

여전히 1차 산업이 2 ， 3차 산업에 비하여 경기도에 

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가 

지고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낙후성은 지역경제의 낙후성 

과도 일치한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입 

총생산에 있어 강원， 충북， 전북 둥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음올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산업입지규 

제에 따라 대기업 제조업체수가 13개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 

에 적용받지 않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은 충 

북지역에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이전하고 있음올 

알수있다. 

그러나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산업구조와 지역경 

제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11990년 이후 

빠른 중가율을 보이며 경제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업체수 증가율이 약 137%, 종사자수의 증 

가율이 약 1220/0로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 

며， 1차 산업의 감소추세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강} 산업의 증가율이 사업체수 약 85%, 

종사자수 약 13%.:로 경기도 평균 48.31o/c와 0.88% 

〈표-7)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 비교 

인구밀도 (명/knf) 208.2 

지역총생산(백억) 1,232 

1인당 지역총생산(천원) 5.917 

대기업 제조업체(개) 13 

도로연장(km) 3.103 

행정구역 면적당 도로 길Ol(m/l바 722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1997 

지에도 불구하고 닥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전라북 

도， 강원도， 충청북도와 비교해 볼 때도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하여 낙후성올 나타내고 있다. (표.-7) 에 

서 보듯이 1997년 기준 지역총생산， 대기업 제조 

업체수， 도로연장 둥에서 전북， 충북， 강원 보다 더 

욱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인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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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47.5 200.7 

1,237 1.533 1,546 

8.080 10.393 7,703 

22 204 36 

7.831 6.009 6.090 

464 808 757 

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즉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매우 뻐}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이 제조업 

의 성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地理學論훌 제42호 (2003.9) 

〈표-8) 경기도 제조업 사업체수 및 증가율 (단위: 개) 

경기북부 4.698 25.6% 6,329 24.6% 
: 

접경지역 2.170 11.8% 3.626 14.1% 

따주시 458 2.5% 916 3.6% 
동두천시 179 1.0% 181 0.7% 
앙주군 841 4.6% 1.328 5.2% 
포천군 631 3.4% 1,131 4.4% 
연천군 61 0.3% 70 0.3% ------- ---- ---'------- ---- ---:- ------
경기도 18.213 100.0% 25.694 ~ 100.0% 

자료: 광공업통계조사， 1992, 1997, 2002 

2) 제조업 성장의 특성 

(1) 제조업 성장의 시기별 지역별 특성 및 입지요인 

1990년 이후 빠르게 중가하고 있는 경기북부 접 

경지역의 제조업의 성장을 시기별로 보면 표-8에 

서 보듯01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사업체수 증 

가율이 67.1%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증가율 

6.982 24.1% 35.0% 10.3% 

4,099 14.1% 67.1% 13.0% 88.9% 

906 3.1% 100.0% -1.1% 97.8% 
163 0.6% 1.1% -9.9% -8.9% 
1,471 5.1% 57.9% 10.8% 74.9% 
1.465 5.0% 79.2% 29.5% 132.2% 

94 : 0.3% 14.8% 34.3% 54.1% 
- ------;- --- --- -------
29.022 : 100.0% 41.1% 13.0% 59.3% 

13%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제조업체의 증가가 1990 

년대 초반에 집중되었으며， 1995년 이후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각종수도 

권 규제 및 1997년 이후 경제위기 둥으로 제조업 

증가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1995 

년과 2000년 모두 제조업 사업체수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1%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역별 

〈표-9) 경기북부 접경지역 제조업체의 설립(01전)시기 및 과거입지 (단위:개) 

1991년 이전 9(18.4%) . 10(10.8%) 서 울 . 35(37.6%) 

1991년-1995년 14(28.6%) 
. 

46(49.5%) 경기북부 26(28.0%) . . . . 

1996년-2000년 14(28.6%) 18(19.4%) 경기남부 
. 

30(32.3%) 

2001년 이후 12(24.5%) 13(14.0%) 인 천 2(2.2%) . 

0(0%) : 
기 타 . 6(6.5%) 기 타 0(0%) 

겨| 49(100%) . 93(100%) 겨| 93(1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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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경기북부 접경지역 제조업체의 이전요인 (복수응답) 

1. 공장부지 확장 

2.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8. 공장등록이 불가능해서 

9. 공해/소음등의 민원에 의해 

11. 교통/물류시설의 편리성 

10. 행정기관의 이전명령 

14. 기타 

5. 단순노동력 확보 

4. 숙련/기술 노동력 확보 

3. 근로자의 임금이 비싸서 
7. 고객업체와의 근접성 

12. 정부/지자체의 기업유치와 지원 

13.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6.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계 

자료:설문조사 

로 볼 때 1990년 이후 제조업 증가율에 있어 포천 

군， 파주시， 양주군은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초과 

하고 있으나，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동두천시는 제조업의 감소가 일어났다. 지 

역별로 경기도내에서 2뼈년 기준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을 보면 포천(5%) , 양주(5%) ， 파주(3.1%)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동두천(0.6%)과 연천 

(0.3%)은 매우 낮은 비율올 나타내고 있다. 즉 경 

기북부 접경지역의 1990년 이후 제조업의 증가는 

199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파주시， 포천군， 양주 

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었다. 

설문결과 총 142개 업체 가운데 경기북부 접경지 

역에서 설립한 업체는 49개였으며 이전업체가 93 

개였다. 이들의 설립시기와 이전시기를 분석한 결 

과 표-9에서 보듯이 설립업체 가운데 81.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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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8.6% 

33 15.5% 

24 11.3% 

21 9.9% 

15 7.0% 

13 6.1% 

9 4.2% 

9 4.2% 

8 3.8% 

6 2.8% 

6 2.8% 

3 1.4% 

3 1.4% 

2 0.9% 

213 100.0% 

업체 가운데 89.20/07} 90년 이후에 업지하였다. 그 

리고 특히 이전업체의 과반수가 1990년대 초반에 

이 지역에 입지하였다. 이전업체의 과거입지를 분 

석한 결과 93개의 업체 모두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으며， 경기북부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67.7%의 

업체가 이전해 왔다. 즉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제조 

업 중가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업 

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이전업체의 입지요인을 분 

석해 보면 〈표-10) 에서 보듯이 공장부지 확장과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다음으로 공장둥록의 불가능과 공해 및 소음 

둥의 민원에 의한 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제조업체의 증가는 공장부 

지의 확장을위하여 저렴한지가를바탕으로하는 

기업의 이전과서울및경기남부지역의규제로인 



한 이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 

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기 

대 둥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제조업 성장의 기업규모와 생산액 증가의 특성 

경기북부 접경지역 제조업 종사자수의 경우 

1990년 이후 증가율 자체는 27.8%.로 사업체수의 

증7t율 88.9%에 비해 낮지만， 경기도 평균 0.880/0 

와비교할 때 사업체수보다상대적으로월둥히 높 

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어년도 기준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종사자수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사업체수의 비중 14.1%보다 낮은 

점은 제조업체의 성장이 소규모 영세기업을 중심 

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결과 

142개 업체 기운데 50인 이하의 업체가 86%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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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며， 영세기업이라 할 수 있는 10인 이하의 업 

체가 31%에 해당핸 점을 통하여서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제조업 증가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액 

과 부가가치에서의 제조업의 증가의 특성을 살펴 

보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율과 달리 1990 

년부터 2000년까지의 생산액 증가율01 244.30/0.:로， 

부7까치 증가율이 300.8%.로 경기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라는 제조업의 성장 

에도 불구하고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증가가 수반 

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기준 생 

산액의 경기도내 비중은 5.7%, 부가가치의 비중은 

5.61ν￠로 사업체수의 비중 14.1o/c봐 종사자수의 비 

중 10%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11) 개정 산업중분류에 따른 경기도와 접경지역 제조업 업종별 증가율 

접찮*IÇ양 뼈조휠총21옳(앙5~O) 잖상도 처t조엉 흉?뚫(95~QO) 

샤업빼 딩~f^1추 [ λ짧쳐i추 좁:A.~^f추 

15 음식료품 8.1% 3.4% 19.9% -12.4% 

16 담배 
. 

17 섬유제품 58.4% 56.4% 32.6% 6.4%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38.2% . -28.0% 9.1% -17.7% 

19 가죽， 가방 및 신발 -3.8% -22.7% -10.0% -22.7% 

20 목재 및 나무제품 15.9% 18.6% -17.8% -19.9%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7.9% 1.6% 12.6% -20.2%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39.6% 42.1% 53.5% 
23 코코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00.0% 81.8% 35.6%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7% -3.1% 9.0% -8.7%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1.0% 40.2% 38.5% 34.4% 

26 비금속광물제품 -8.4% -30.5% -26.9% -38.9% 

27 저11차 금속산업 -29.5% 
‘ 

-23.1% 0.3% -16.6% 

28 조립금속제품 -14.3% . 
. -32.2% 21.1% 1.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6% 6.2% 17.3% -1.6%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10.0% 37.4% 50.9% 176.9%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1.7% -16.6% 19.5%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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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4%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3.7%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51.5% 

35 기타운송장비 -60.0% 

36 가구 및 기타 제품 0.4%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66.7% 

자료: 광공업통계조사， 1997, 2002 

(3) 제조업 성장의 업종별 특성 

경기도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중분류에 따 

른%년 이후제조업 업종변화를볼때가장큰차 

이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중가에 있어 열세를 보여주며， 섬 

유， 의복 및 가죽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 

구포함)， 화합물/석유/석탄/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둥에서 중7벌 보이고 있는 점이다. 즉 첨 

단산업과 도시형 업종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SIC38)이 아닌， 전 

통산업 또한 경기남부 및 서울에서 주로 이전의 대 

상이 되고 있는 비도시형 업종들이 경기북부 접경 

지역의 제조업의 성장올이끌고있는것이다. 이러 

한 변화과정을 좀 더 심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994년 중가히는 첨단산업과 신규업종올 위해 개 

정된 산업중분류를 바탕으로 1995년과 2어0년 사 

이의 제조업 구조 변화를 보고자 한다. 표.-11에서 

과거 산업 분류상의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 

조업(SIC38)에 해당하는 SIC 30번부터 34번 사이 

의 업종은 전기， 전자， 정밀기기 둥 첨단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에서 경기북부 접경지 

역의 중가율은 경기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반해 SIC 17, 18, 19, 20, 21에 해향}는 

섬유 및 가죽 제조업종과나무 및 종이제품 재조업 

종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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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14.8% -5.7% 

-8.8% 19.8% 5.8% 
. 10.0% -12.2% -16.9% . 
: -100.0% -23.0% -34.7% 

-4.6% -6.9% -16.4% 

142.0% 140.8% 178.3% . 

기북부 제조업의 증가가 첨단업종이 아닌 비도시 

형 업종과 환경오염유발 업종올 중심으로 형성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결과에 있어서도 

49개의 설립업체 7}운데 1개 업체， 93개의 이전업 

체 가운데 11개 업체만이 첨단업종에 해당되었다. 

(4) 경기북부 접경지역 제조업 공간구조 및 기업 
경영여건 

이와 같은 제조업의 성장의 특성은 경기북부 접 

경지역의 제조업의 공간구조를 다음과 같이 형성 

시키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제조업 공간구 

조를 입지계수를 통하여 표-12에서 볼 때 전체적으 

로 음식료품의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파주는 목재 및 나무제품0.7) ，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0.6)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0.4)， 가 

구 및 기타제품0.8) ， 재생용 가공원료산업0.4) 둥 

의 입지계수가 높고， 동두천의 경우 섬유제품 

(2.9)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2. 1)， 가죽， 가방 및 신 

발(15.7) 둥의 입지계수가 높으며 특히 가죽， 가방 

및 신발의 입지계수가 15.7로 매우 특화되어 있다. 

포천은 섬유제품(3.1) ， 목재 및 나무제품(1.8) ， 비 

금속 광물(2.0) ， 기타운송장비(2.0) ， 재생용 가공원 

료 생산업(2.4)의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천의 경우 섬유제품(6.이， 가죽， 가방， 및 신발 

(4.4)의 입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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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경기북부 접경지역 제조업 입지계수 

g월r간f뺏쨌뺏뺏올첼홉샘뿔-‘……-‘…--…--……-………--…-‘-十 -ff찮찮:j승5웅-…-‘-十우뽑뽑g응윈--…녁--↑1--…-”-f뚫f-”…--十
자료: 광공업통계조사， 2002 

한 현상은 심충 인터뷰 결과 동두천시의 피혁업체 

와 포천의 염색업체들이 환경오염규제에 따라 점 

차 연천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었다. 이 

러한 피혁업체의 이전현상은 양주에서도 공통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주 역시 섬유제품(4.2) ， 가 

죽， 가방， 및 신발(2.6)의 입지계수가 매우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즉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S1C30 

번에서 S1C35번에 해당되는 첨단업종이 경기도와 

달리 집적을 형성하지 못한 채 섬유， 피혁 둥의 오 

염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의 집적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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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보다 낙후한 지역인 연 

천과 양주 둥으로 이전하고 있다. 단지 파주시만이 

첨단업종에 있어 상대적으로 1에 가까운 입지계수 

를나타내고있다. 

그리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제조업 공간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기업경영여건 

에관한설문조사결과표-13에서 기업경영의 애로 

사향에 있어서는 지역의 낙후성으로 인한 산업기 

반시설의 부족과 인력수급의 곤란함에서 가장 힘 

들어하고 있었다. 이밖에는 각종 산업입지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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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경기북부 접경지역 제조업체의 기업경영여건(복수응답) 

3. 인력수급의 곤란 82 30.2% 

1. 산업기반시설의 부족 η 30.2% 

5. 각종 산업입지규제 36 14.1% 

6. 지역특화산업 및 대기업의 부재 34 13.3% 

2. 생산자 서비스의 부재 10 3.9% 

4. 교육/연구 기관의 부재 9 3.5% 

7. 기타 7 2.7% 

겨| 255 : 100.0% 

자료: 설문조사 

지역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및 대 

기업의 부재를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요구사항 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산업입지규제의 완화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 

다. 즉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어 산업기반시설의 

낙후성과 산업입지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 

어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산업입지 관련 법규 및 제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구조변화와 산업입지의 

특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산업입지 

법，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법 풍의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올 받고 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별 규제와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공장의 입지유형에 따라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 개별입지는 공업배치법 

5. 각종 산업입지규제완화 68 25.2% 

2. 금융및조세지원 67 24.8% 

4. 직업훈련 및 인력공급 지원 62 23.0% 

1. 공업용지의 제공 50 18.5% 

3. 기술개발 지원 16 5.9% 

6. 기타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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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270 100.0% 

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대부 

분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산업입지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 

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접경지역의 지역경제발전과 

산업입지의 규제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중에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지원법 역시 경기북 

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의 규제 가운데 가장 큰 제 

약으로 작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 

호법의 하위로 규정되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구조변화 

와 산업입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에 제시 

한 관련법과 규제제도들을 각각 세부 조항별로 분 

석하고， 이를 통하여 전 절에서 밝힌 제조업 성장 

의 특성과 산업입지규제 제도들과의 관련성을 이 

해하파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은 수도권의 집중억제 

와 지역간 균형발전이다.1994년 개정 법률에 의하 



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 인천 · 경기남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접경 

지역의 경우에는 권역별 규제와 공장총량제의 도 

입은 산업입지에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량규제는 과거 사안별 심의와 달리， 총량한도 내 

에서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앙에서 

시도별로 배분한 총량을 지방정부가 산하 시군구 

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의 한 

형태로볼수 있다. 그러나 연구지역이 속해 있는 

경기도의 총량꽤정의 실태를 보게 되면 공장총량 

제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에 있어 가장 

큰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경기 

도의 내부자료(2001)에 따르면 1999년의 총량이 

l00Yo가 집행되고도 580 ，OOOm'의 공장건축이 유보 

되었으며， 2000년 역시 배정 총량의 lQOl/o가 집행 

되고도 1 ，218，어Om'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또 

한 이로 인한 손실이 약 2조 2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규제는 연구지역이 속한 경기도의 산업 

입지에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었다. 이에 더 

하여 공장총량규제가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산업을분산시키파핸소기의 목적 역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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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다. 조수환(2000)의 연구에 따르면 

공장총량규제에 의해 공장건축이 무산된 시점에 

서 약 81%의 기업이 지방으로의 이전이 아닌， 재 

신청을 약 17%，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 내지는 

해외이전을 시행 하였으며， 단지 %만이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처럼 공장총량제의 규정은 산업의 

지방분산이라는소기의 목적에 실패한채， 경기북 

부 접경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공업용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 활 

동의 큰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공업배치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설립올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업입 

지법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다. 공업배치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3개 권역을 

다시 3개의 용도지역(산업단지 · 공업지역 ·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산업의 입지에 제 

한을 가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에서는 기업의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하 

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산업입지 수요가 

주로 비도시형 업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산 

업단지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표-14) 접경경제공간의 특성 및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분류 

구협 행정구역(kI써 ~J.t시설보훌;륜역(뼈 바 옳{%} 

동두천시 95.23 41 .45 43.5 

따주시 678.10 639.09 93.7 

파주시 303.44 136.77 44.1 

。。t-Z「그i 733.70 731.70 99.7 

언천군 808.45 287.93 35.6 

경기북부 전체 4.308.08 2,141.876 49.7 

자료: 경기통계연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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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역산업정 

책 및 산업입지정책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 

로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기북부 107ß 시 • 군 면적 2141k며의 

49.701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다. 군 

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활 

동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경기북부접경지역 

은 산업입지상의 많은 제약올 갖고 있다. 경기북 

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셜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 

면 다음 표.-14와 같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의 과 

정에서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 연천군의 경우에는 

지역의 거의 10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 

되어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낙후한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 

해 2000년에 제정 · 공포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기 

업에게 지원되는사항은다음조항과같다. 

접경지역지원법 제 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 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기타 조세 관 

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 

원을할수있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 안에 있는 지방중소 

기업이 업종전환 및 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와 

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 13조(사회간접자본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 교통시 

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저1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 

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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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체 

계적인 개발이 가농한 지역이 정비권역으로 제한 

되어 있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위치상 경기북부 접 

경지역에 산업입지상의 제약올가하는타법률아 

래에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4) 소결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1990년 이후 낙후한 산업 

구조와 지역경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이라는 산업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 증가는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자방자치에 따른 지자체의 낙후성 탈피를 위한 기 

업유치전략， 수도권과의 근접성에 따른 기업의 높 

은 입지수요 둥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제조 

업 증가가 소규모 영세기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기업， 비도시형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첨단산업과 생산자서비스 기능의 부재， 환경 

오염 유발업체의 증가 둥의 왜곡된 산업구조의 변 

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북부 접경경 

제공간 역시 왜곡된 공간구조를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접경지역내에서 양주와 

연천 지역과같은보다더 낙후한지역으로 이전하 

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변화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른 수도권지역과 통일하게 

수도권분산정책이라는 목표아래 적용되고 있는 

각종 산업입지규제와 접경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이다. 1994년 개정된 수도 

권정비계획법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올 성장관리권 

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 

역으로부터의 기업의 입지수요를 중가시켰다. 그 



러나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제한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제한과 공장총량제의 도입은 동 

시에 산업입지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하 

여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산업입지상의 수급불균 

형 현상올 겪고 있다. 또한 성장관리권역내에 중소 

규모의 제조기능만 허용하고 대학 및 연구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기 

업의 입지와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 

탈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공업입지의 허용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 공업배치법은 개별입지의 형태인 공업 

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업종규제를 통하여 첨단업 

종만을 허용함으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주요 

산업이 비도시형 업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기업 

의 입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둥 

록공장의 증가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 

호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 

역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입지 공간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겪고 있 

다. 이러한 산업입지 규제로 인한 산업구조와 지 

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낙후성 탈피를 지원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동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 법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접 

경지역의 해당 지자체들은 접경의 영향으로 인하 

여 오랜 기간 낙후되어 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고 각종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산업구조와 산업공 

간의 왜곡을 바로잡고， 산업입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정책적 수 

단올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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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입지의 
특성과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산업입 

지의 제약성과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의 문제 

점 그리고 증가 추세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볼때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역할과중요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기북 

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일반현황과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개별입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현 

재 가동 중인 7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비교적 규모 

가 크고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의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파주 문발 산업단지와 동두천 산업단지의 특 

성， 특히 기업간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경기북부 접경지 

역의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 

을밝히파한다. 

1)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 

(1 ) 생산현황 

경기도의 산업입지 유형별 비중올 보면 2000년 

기준 사업체수의 경우 계획입지(산업단지)가 

18.2%, 개별입지가 81. 8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것은전국평균계획입지와개별입지의 비율 

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단지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종사자수(25.80/0) 

와 생산액(25.6%) ， 부가가치(22.2%)의 비중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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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08.2%)의 비중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산업단지가개별입지 보다종사자의 규 

모가 크며， 생산성이 높고， 부7까치가 높은 산업 

으로구성되어 있음을제시한다.그러나 2000년기 

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유형별 비중을 

보면 경기도에 비하여 현재 산업단지의 비중이 현 

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수의 경 

우 계획입지의 비중이 단 2%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경기북부접경지역은단 20/0의 계획입지 기 

업이 종사자수의 5.9l1c와 생산액의 7.CY/o를 차지하 

고 있다. 즉 산업단지가 종사자수와 생산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보다 사업체수의 비중을 고 

려할 때 매우 높다. 즉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에서 

차지동}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용 

효과와 생산성에 있어서 개별입지 보다 매우 우수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의 계획입지의 비중이 경기도보다낮은이유는 

접경지역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개발이 %년 이후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며 수도권 분산정책 

에 따른 산업입지규제와 경기북부 접경지역내의 

국가 산업단지의 부재에 기인한다. 경기도내의 계 

획입지 가운데 국가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68%, 종사자 69.1%, 생산액 72.1%, 부가 

가치 68.1%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 조성 

중인 2개의 국가 산업단지가 모두 경기북부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12개의 지방산업단지 가운 

데 9개가 경기북부에， 그 중 5개가 접경지역에 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경 

제에있어 

점차 산업단지의 비중이 증가할 것을 알 수 있다. 

(2) 입지만족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는 낮은 비중에 

〈표-15) 경기북부 접경지역 제조업체의 산업입지 유형별 입지만족도 

7헤혼훌앓~I 계획앓자 

1. 지가， 임대료 등의 경제적 여건 2.9 3.3 
3.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성 2.9 3.0 
5. 관련업체(동종，원청，하청업체)와의 근접성 2.9 3.1 
2. 제품시장과의 접근성 2.8 3.1 
11. 용수， 전력시설 2.8 2.6 
6. 입지지역의 임금수준 2.7 2.8 
14. 주변환경의 쾌적성 및 근린시설의 편리성 2.6 3.2 
8. 행정서비스 기관과의 근접성 2.5 2.7 
12. 산업입지관련법의 규제정도 2.5 3.1 
10. 교통， 물류시설 2.4 2.8 
13. 기술개발 및 기술정보 획득 2.4 2.7 
7. 생산자서비스 업체와의 근접성 2.3 2.6 
9. 정부의 지원 2.3 2.6 
4.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2.2 2.4 

15. 종합 만족도 2.4 3.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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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효과와 생산성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 산업입지 유형별 입지만족도에서 

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설문은 각 개별입지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14개의 입 

지요인에 따라 5점 척도(1:매우불만， 2:불만， 3:보 

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조시·되었다. 종합만족 

도에 있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입지만족 

도가 3.0으로 개별입지 기업의 2.4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용수와 전력시설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입지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용수와 전력시 

설에서 개별입지 기업의 입지만족도가 높게 나타 

난 이유는 산업단지 가운데 동두천 산업단지에 입 

주한 피혁 · 염색업체들의 용수확보 문제와 높은 

용수비용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동두천 피 

혁 · 염색 협동조합과의 심충인터뷰 결과 산업단 

지 조성 전 피혁 · 염색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지 

하수를 이용하였으나， 산업단지 입주 후 지하수 이 

용이 금지되었으며 공업용수가 아닌 일반용수를 

사용하게 되어 용수확보의 어려움과높은용수비 

용으로 인하여 원가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웅 

을 겪고 있었다. 특히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기업간 

에 가장 큰 입지만족도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산 

업업지관련법의 규제의 정도에서이다. 이는 산업 

단지가 비교적 산업입지규제에서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각종 산업입지규제가 심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산업단지가 산업입지 

의 중요한 수단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산업 

단지와 개별입지 모두 입지만족도에서 가장 불만 

인 부분은 노동력확보와 정부의 지원 순으로 나타 

나고있다. 

이러한 개별입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단지의 입지만족도는 기업의 이전 희망여부 

를 질문한 설문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설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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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업단지의 경우 웅답 업체의 3.6%인 단 1개의 

업체만이 이전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개별입 

지는 웅답 업체의 32.8%인 44개의 업체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網였다. 또한 이전을 희망한 개 

별입지 기업 가운데 46.3%의 업체가 산업단지를 

선호하고있다. 

(3)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 

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지적 연계의 지역적 범 

위를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통일 시 · 군과 경 

기북부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개별입지 기업과 산 

업단지 입주기업， 총 177개사에 대한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설문결과구매거래와판매거 

래모두수도권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 50% 

이상의 업체들이 연간 총 구매와 판매에 있어 20% 

미만을 거래하고 있다. 기업 소재 동일 시 · 군에 

입지한 기업으로부터 연간 총 구매의 비율이 20% 

미만인 업체가 70.6%， 연간총판매의 비율이 20% 

미만인 업체가 83.1%이다. 또한 경기북부지역과의 

구매와 판매연계의 비율 역시 20% 미만인 업체가 

각각 57.1%화 71. 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 

업소재 동일 시 · 군과 경기북부지역과의 구매와 

판매의 비중이 2(}l/o를 넘는 업체는 국지적 연계가 

비교적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가 생산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 

성， 특히 국지적 연계가 2(}l/o를 초과하는 업체의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설문결과 산업단지는 구매거래에 있어 국지적 

연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업체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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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해당지역과의 언계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수 

36 
1. 기업소재 동일시군 

25.4% 

57 
2. 경기북부 

40.1% 

92 
3. 수도권(경기북부 제외) 

64.8% 

43 
4. 국내(수도권 제외 

30.3% 

14 
5. 해외 

9.9% 

자료:설문조사 

입지 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표-16에서 기업소재 

동일 시 · 군에서 매출액 대비 20%01상의 원 · 부 

자재를 구매하는 업체가 산업단지는 약 46% 청도 

이며， 개별입지는 약 25% 정도이다‘ 또한 경기북 

부 지역에서 구매거래의 비율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인 업체가 역시 산업단지가 약 54%.:로 개별입 

지 약 4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단지 

의 국지적 구매연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 

를 통해 산업단지가 개별입지 보다 후방산업의 성 

장올 이꿀어 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올 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비국지적 구매연계에 있어， 산업단 

지와 개별입지 모두 수도권과의 연계가 2(J>/o 이상 

인 업체의 비율이 6(YJ/o를 초과하고 있는 점을 통하 

여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산업단지는 판매연계에 있어서도 국지적 연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업체가 개별입지 보 

다 상대적으로 많다. 기업소재 동일 시 · 군에서 매 

출액 대비 20010이상의 제품올 판매하는 업체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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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는 약 4(J>1o 정도이며， 개별입지는 약 12% 정 

도이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판매거래의 비율 

이 200/0를 넘는 업체가 산업단지가 약 4(J>/o로 개별 

입지 약 2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단 

지의 국지적 판매연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 

과를 통해 산업단지가 개별업지 보다 전방산업의 

성장올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모 

두 판매의 국지적 연계가 구매의 국지적 연계 보다 

작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개별입지 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 

고 있다. 비국지적 연계에 있어 판매연계 역시 산 

업단지와 개별입지 모두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한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개별입지는 국내와의 판매연계가 산업단지는 해 

외와의 판매연계가 강한 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다. 또한 판매거래는구매거래 보다 비국지적 

연계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업체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나는특성올 보여주고 있다. 



2) 문발 산업단지와 동두천 산업단지 

(1 ) 조성목적 및 입주기업의 특성 

본 연구가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파주 문발 산업 

단지와동두천산업단지는조성배경이 서로상이 

하다. 문발 산업단지의 경우 제1단지는 일산 신도 

시 건설에 따른 업체의 이전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 

여 91년부터 조성되어 94년에 조성이 완료되었으 

며， 제2단지는 %년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정 이후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파 하는 업체들을 수 

용하파 95년에 조성되어 98년에 조성01 완료되 

었다. 이에 반해 동두천 산업단지의 경우， 지역 내 

에 난립하고 있는 피혁 및 염색업체들을 집단화하 

여 환경오염올 줄이.파 하는 목적에 의하여 %년 

에 조성되어 2000년에 조성이 완료되었다. 이와 같 

은 서로 다른 조성배경으혹 인하여 두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특성 및 생산구조 둥에서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있다. 

입주기업의 특성 가운데 기업의 과거 위치를 살 

펴보면， 두 지방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서 알 수 있 

듯이 문발의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전한 업 

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두천의 경우에는 동두천 

시를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이전한 업체로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특성은각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발 지방산업단지는 총 157ij의 웅답 업체 가운데 

10개의 업체가 수도권(경기북부를 제외)에서 이전 

해왔으며， 동두천 산업단지는 총 20개의 웅답 업체 

가운데 127ß의 업체가 동두천시에서， 5개의 업체 

가 인근 지역에서 이전해 왔다. 입주기업의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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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문발 산업단지는 조성 시 전제조업 중 

도시형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목재종이， 

석유화학， 조립금속， 전기전자， 둥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 산업단지는 피혁 · 염 

색 특화단지로 전업종이 피혁 · 염색업체로 구성 

되어 있다. 두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발 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총 

227ij사에 2372명의 고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두천 산업단지는 총 31개사에 1037명의 고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설문조사의 결과와 

각 산업단지의 생산현황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문발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평균 종업원 수가 211.8명， 연평균 매출액이 126억 

으로 동두천 산업단지의 평균 종업원 수 50.2명， 

연평균 매출액 48억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파주 문발 지방산업단지와 동두천 지 

방산업단지를 산업단지의 관련 통계자료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서로 다른 

조성배경으로 인하여 두 산업단지는 서로 다른 특 

성올 지니고 있다. 동두천 산업단지의 경우 특화 

형，소규모지역 기업형 산업단지로，반면문발산 

업단지의 경우에는혼합형， 중규모 이상의 수도권 

유치 기업형 산업단지로정의할수 있다. 

(2) 입지만족도 

두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만족도에 관한 설문결 

과 종합 만족도에 있어서는 문발 산업단지가 동두 

천 산업단지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산업단지 모두 종합만족도가 3.0(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문발 산업단지의 경우 지가， 임대료 둥의 경제적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및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 

〈표-17) 동두천 산업단지와 문발 산업단지의 입지만족도 

1. 지가， 임대료 등의 경제적 여건 

2. 제품시장과의 접근성 

12. 산업입지관련법의 규제정도 

14. 주변환경의 쾌적성 및 근린시설의 편리성 

5. 관련업체(동종，원청，하청업체)와의 근접성 

3.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성 

1o. 교통， 물류시설 
6. 입지지역의 임금수준 
11. 용수， 전력시설 

13. 기술개발 및 기술정보 획득 

8. 행정서비스 기관과의 근접성 

7. 생산자서비스 업체와의 근접성 

9. 정부의 지원 
4.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15. 종합 만족도 

자료: 설문조사 

조건과 제품시장과의 근접성， 산업입지 관련법의 

규제정도에서는 비교적 종합만족도 보다 높은 만 

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노동력 확보의 문제)와 

생산자서비스업체와의 근접성， 정부의 지원에 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섬충인터뷰 

결과 문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지방정부가 산 

업단지 조성과 기업의 유치 이후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올 나타내는 데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동두천 산업단지의 경우에 

는 역시 산업의 성격상 용수의 문제에 가장 낮은 

입지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이밖에 기술개발 및 기 

술정보 획득에 있어 낮은 입지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산업단지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 

는부분은노동력의 확보문제와산업입지규제의 

부분이다. 즉 문발 산업단지는 기업의 이전 이후 

노동력의 확보가매우어려운문제이며，동두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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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는 산업단지 입지 후 강력해진 환경규제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3)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 

문발 산업단지는 구매거래에 있어 국지적 연계 

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 동일 시 · 군， 경기북부 

지역으로부터의 원 · 부자재의 구매비율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인 업체의 비중이 동두천 산업단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발 산업단지는 

기업소재 통일 시 · 군으로부터의 구매 비율이 

2(Jl/o를 넘는 업체가 670/0로 통두천 산업단지 3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두천 산 

업단지의 구매거래의 국지적 연계가 약하게 나타 

나는 이유는 피혁산업의 원료인 원피가 지방과 해 

외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비국지적 



연계에 있어서는 두 산업단지 모두 수도권과의 연 

계의 비율이 높은 업체가 5CWo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연 

계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약 73%에 해당하고 

있다. 이밖에동두천산업단지의 경우국내와해외 

와의 구매거래에 있어 연계가강하게 나타나고 있 

는 업체의 비중이 문발 산업단지 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피혁산업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즉 구매거래에 있어 국지적 연 

계의 비중은 문발 산업단지가 동두천 산업단지 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비국지적 연계에 있 

어서는 문발 산업단지는 업체의 과거 입지 지역이 

주로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의 연계가 중 

심을 이루고 있고 동두천 산업단지는 제품의 성격 

상국내와해외와의 연계가중심을이루고있다 

판매거래 역시 국지적 연계의 버율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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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업체의 비중이 구매거래와 유사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하지만 문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소재 

동일 시 · 군과의 국지적 연계의 비율이 높은 업체 

의 비중이 약 6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동두천 

산업단지는 경기북부 지역과의 국지적 연계의 비 

율이 높은 업체의 비중이 450/0:로 문발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높다. 이처럼 동두천시가 피혁산업에 있 

어 매우 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와 

판매거래가 2()ljo-를 넘는 업체의 비중이 매우 낮은 

이유는 동두천시가 피혁의류 완제품 업체가 이전 

할 수 없는 낙후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음올 반중 

하고 있다. 비국지적 연계에 있어 두 산업단지 모 

두 수도권과의 연계의 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 산업단지의 경우 

그 비중이 9CP/o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동 

두천 산업단지에 입주한 피혁 · 염색 업체 들이 주 

로 완제품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중간공정인 원단 

〈표-18) 해당지역과의 언계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수 

꾸태I~겨I 판며1옆Z했 끔융사닙|쇼연7월 71훌 몇 얹꾸:78발>)，161.& 

월￥앓 g 훌E츄철 뿔앓 ; 훌EF천 풍밟 : 훌두;혔 뿔밟 : 훌쭈쩔 

4 2 4 o 0 0 15 
1. 산업단지 

26.7% 10% 26.7% 5% 0% 0%% 0% 75% 

2. 기업소재 동일시군 
10 . 6 10 3 8 4 7 0 

66.7% 30% 66.7% 15% 53.3%: 20% 46.7% . 0% 

9 10 4 9 O 14 0 4 
3. 경기북부 

60% ’ 50% 26.7%: 45% 0% 70% 0% 20% 

11 10 9 18 13 8 13 2 
4. 수도권(경기북부 제외 ‘ 

73.3% : 50% 60% 90% 86.7%: 40% 86.7% 10% 

‘ 2 11 4 5 0 0 0 o 
5. 국내(수도권 제외) 

13.3% 55% 26.7% ‘ 25% 0% 0% 0% 0% 

3 5 8 O 0 3 ‘ 0 
6. 해외 

6.7% 15% 33.3% 40% 0% 0% 20% 0%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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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피를 생산하는 업체인 점에서， 수도권에 집적 

하고 있는 의류업체들과의 판매거래로 인하여 이 

러한연계 형태가보여지고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포드식 대량생산의 형 

태가 유연적 전문화의 체제로 이행됨에 따라 기업 

의 아웃소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 

자서비스기업과의 연계가점차중요해지고있다. 

셜문 결과 서비스 연계에 있어 두 산업단지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물자연계와도 차이를보 

여주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국지적 연계가 문 

발 산업단지는 기업 소재 통일 시 · 군을， 동두천 

산업단지는 경기북부 지역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특성은파주시와동두천시의 지역경 

단지 내의 피혁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발산업단지는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의 비율이 높은 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소재 동일 시 · 군을 중심으 

로하는국지적 연계와해외지역과의 광역적 연계 

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4) 종업원의 거주지 분포 

고용연계의 지리적 범위는 지역의 고용증대라는 

측면에서 지방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 

여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산업단지의 생산직과 사무직별로 고 

용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분포하고자 한다. 고용연 

〈표-19) 각 산업단지 종업원의 거주지 분포 

일반사무직 

생산직 

자료:설문조사 

제의 격차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발달의 정도에 

서 기인하고 있다. 비국지적 연계에 있어 문발산 

업단지는 수도권과의 연계의 비율이 높은 업체의 

비중이 8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의 생산자 서비스기업과의 거래가 기 

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술 및 연구개발서비 

스기업과의 연계에 있어 역시 동두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연계에 전적으 

로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동두천 산업 

-~-

계의 공간적 연계의 형태가 국지적으로 형성될수 

록 지역의 고용증대와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림에 

있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동두천 산업단지와 

문발산업단지 모두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에서 기 

업소재 시 · 군의 거주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두천 산업단지가 생산직 63%, 사무직 

60.6%로 문발 산업단지의 생산직 36%, 사무직 

34% 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각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 

업의 과거 입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 



발 산업단지의 고용규모가 동두천 산업단지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어 두 산업단지의 고용효과의 우 

월을 가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 생산직과 사무직과의 비교에 있어 사무직의 

거주지 분포가 경기북부와 서울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혁신활동 

서구 신산업지구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산업지 

구의경쟁력은산업의군집과이를 통한지속적인 

혁신의 창출이다. 따라서 혁신네트워크는 기업연 

계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혁신네트워크란 경제 

주체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형성되며， 거래 

비용절감및 집적의 이익만을고려한과거 생산네 

트워크와는 달리 정태적 개념이 아닌 경제주체간 

의 상호교류와 공동학습과정을 통해 지역의 창조 

성을 높이며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역동적 개념이다. (Camagni, 1991) 따라서 경기북 

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혁신환경과 혁신활동， 또 

한 기업간의 혁신네트워라 어떠한 공간적 특성 

을나타내고있는지는향후산업단지와 지역의 성 

장가능성을보여줄수있다. 

혁신활동 유형에 관한 설문결과 신제품의 개발 

과 기존제품의 개량이라는 제품의 혁신 활동은 두 

산업단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신제품의 

개발에 있어 동두천 산업단지가 83.3%':로 문발 산 

업단지 58.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 

유는 최근 동두천 산업단지내의 기업들이 중국과 

의 가격경쟁력에서의 열세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 

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밸}는데 주력하고 있 

음을보여 준다. 경영의 혁신활동에서， 문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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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는 판매 및 마케팅의 혁신여부에 83.3%가 자 

금의 조달과 운용의 혁신에 58.3%가 있다고 답한 

반면 동두천 산업단지는 각 5æ와 33.3%만이 있 

다고휩}였다. 이러한현상은비교적규모가작은 

기업으로 구성된 동두천 산업단지가 경영의 혁신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조직의 혁 

신에서도 문발 산업단지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 

타나고있다. 

혁신활동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비중과 관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살펴보면 두 산업단 

지 모두 매우 취약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 

발 비중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단지 

1-2개의 기업만이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 

며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관련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역시 혁신활동올 위한 전략적 제휴를 

경험한 업체는 동두천 산업단지의 경우 1개， 문발 

산업단지 2개의 업체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의 혁신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설문 결과 문발 산업단지는 비공식 

적 모임이나 교류(20%) ， 공급업체(16.7%) ， 기업내 

부03.3%)와 고객업체03.3%) ， 해외관련기업 

(10%) 순으로， 동두천 산업단지의 경우 고객업체 

(22.2%), 동종기업의 기업협회(18.5%) ， 기업내부 

(14.8%)와 공급업체04.8%)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동두천 산업단지의 경우 생산되는 제품인 피혁 

원단이 중간재라는 점에서 완제품 제조업체의 요 

구가 매우 중요하며， 특화형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동종기업 기업협회와의 혁신연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문발 산업단지는 완제품 제조 

업체로 공급업체와의 원 • 부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급업체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및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 

의 협력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 

연구소， 대학 둥과의 혁신네트워라 전혀 구축되 

고있지 않은점은현재산·학· 연이 연계가매우 

중요해지는현실에서 지역의 성장에 제약으로작 

용하고있다. 

혁신네트워크는 국지적 연계와 광역적， 세계적 

연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혁신네트워라 

국지적 연계에만 집중될 경우 고착효과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혁신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기업 및 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다 

음과 같다.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및 기 

관의 지역별분포는동두천산업단지의 경우수도 

권지역(29.2%) ， 산업단지내부(29.2%) ， 동일 시 · 

군(16.7%) ， 순이며， 문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 

(36.4%) 국내(18.2%) ， 해외(18.2%) ， 기업소재 통일 

시 · 군(18.2%) 순이다. 두 산업단지 모두 수도권 

지역과의 혁신연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부와의 

혁신연계가 특히 높게 나타나며， 문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와의 혁신연계가 동두천 산 

업단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두천 

산업단지는 지역 내 고착효과를 막기 위한 보다 광 

역적 혁신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며， 문발 산업단 

지는단지 내 기업간의 협력을통한혁신네트워크 

강화가필요하다. 

〈표-20> 각 산업단지의 일반적 특성과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 

짧줬후휩(fg찌 행정구혈(뼈 

~서 o 모 ...，저 ..., 
•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유치전략 • 피혁/염색업체의 이전집단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업유치 • 동두천시와 경기북부지역의 기업 유치 

。님l1Z-
기업규모 ·중규모 이상 ·중소기업 중심 

기업 기업규모 ·수도권 ·동두천시，경기북부 
트i극서o 

기업규모 • 혼합형 단지로 다양， 도시헝 업종 • 피혁/염색 업종， 비도시형 업종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 

~서 o 모 ...，처 --, (구매연계가 판매연계보다 높게 나타남) (판매연계가 구매연계보다 높게 나타남) 

• 판매연계에 있어 다앙하고 광역적 연계 • 구매연계에 있어 다양하고 광역적 연계 

서비스연계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 형성 
• 동일 시/군과 경기북부 중심의 

국지적 연계형성 

• 생산직， 사무직 모두 동일 시/군의 거주 비율이 높게나타남 

고용연계 • 동두천 산업단지가 동일 시/군의 거주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생산직이 사무직 보다 동일 시/군의 거주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직 취약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직 취약 

• 혁신활동을 위한 전략적 제휴 미약 • 혁신활동을 위한 전략적 제휴 미약 

혁신활동의 유형 • 경영의 혁신이 높게 나타남 • 제품의 혁신이 높게 나타남 

• 혁신기관으로는 공급업체와， 비공식적 교류나 • 혁신기관으로는 고객업체와 동종 

모임이 중요함 기업협회가 중요함 

혁신연계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적 연계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연계 

•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산/학/언 연계 부재 •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산/학/연 연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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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의 비중은 

매우 작다. 이러한 이유는 접경지역이라는 제약으 

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이 %년 이후 타 지역 

보다 매우 늦게 시작되었으며， 또한 국가 산업단지 

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현재 7개의 추가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 가운데 2개의 국가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비중과 중요성은 증 

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는 낮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 고용효과， 입지 만족도를나 

타내고 있다. 또한 개별입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물자거래의 높은 국지적 연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 · 후방 연관 산업의 성장이라는 효 

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가 개별입지 

에 비하여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Dt 높게 나 

타나는 점과 각종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개별입지 

의 제약성은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 

조성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이러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현재 가동 중 

인 산업단지의 특성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성목적과 성격이 상이하 

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가운데 대표성 

을 갖는 동두천 산업단지와 문발 산업단지를 대상 

으로기업연계의공간적특성을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두 산업단지의 각기 다른 조성목적은 입주기 

업의 규모와 과거위치， 업종， 기업전략 둥의 특성 

을 상이하게 만들었고 기업연계의 특성과 지리적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다음 〈표-20)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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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지방산업단지의 기 

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물자연계에 

있어 두 산업단지 모두 수도권과의 연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니 

고 있음을 말해 준다. 국지적 연계에 있어 동두천 

산업단지가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발 산업단지가 구매와 판매연계 모두 

에서 동두천 산업단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서비스 연계의 공간적 특성은 두 산업단지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두천 산업단지는 

국지적 연계가， 문발 산업단지는 수도권과의 연계 

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는 혁신활 

동 부분에서는 두 산업단지 모두 취약함을 드러 

내고 있다. 또한 혁신기관에서 지역 내 대학과 연 

구시설의 부재는 산 · 학 · 연 연계가 혁신연계에 

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의 경 

쟁력 강화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 

연계의 공간적 특성에 있어 동두천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내와의 연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결 

과는 산업단지내의 연구소의 설치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 내에 연구시설을 입지 

시키는 국지적 혁신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좋 

은수단이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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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1980년대 이후 해외 접경지역에서는 정치적， 경 

제적 요인에 의하여 낙후한 접경지 역의 개발， 산업 

구조재편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월경적 경제협 

력을 통한 접경경제공간 형성 둥의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한국의 접경지역 역시 1990년대 이후 경 

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증가를 중심 

으로 하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산업단지의 조 

성， 북한과의 월경적 경제협력의 시도， 접경지역지 

원법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둥의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경기북 

부 접경지역의 1990년 이후 산업화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제조업 증가의 특 

성과이에 영향을미치고있는제도적 요인을분석 

하였으며， 또한 현재 이 지역에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기업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변화의 동인은 1990년 이 

후 남북깐 화해협력의 분위기 조성， 지방자치시대 

에 따라 경기북부 접경지역 해당 지자체들의 지역 

의 낙후성 탈피를 위한 기업유치전략， 수도권 소 

재 기업들로부터의 입지수요 증가 둥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해외의 접경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교류협력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디는 

점에 있어， 접경지역의 발전단계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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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입지로 인한 각종 산업 

입지규제의 동일한 적용과 접경지역으로 인한 군 

사시설보호법의 규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 

업화의 과정에 있어 제약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특수성은 1990년 

이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구조변화와 산업 

입지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제조업 성장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밀려온 영 

세기업과 비도시형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체수의 증가만큼 종사자수， 생산액， 부 

가가치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낙후성 

으로 인한 산업기반시설의 낙후성과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 규제는 첨단산업과 생산 

자 서비스의 부재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 

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 

어， 산업입지에 있어 수급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이러 

한 문제들올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하고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조성이 되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2개의 국가 산업단지와 12개의 

지방산업단지이다. 현재 가동 중인 7개의 산업단 

지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에서 차지하 

는비중이 매우낮음에도불구하고생산성，고용효 

과， 입지만족도， 물자거래의 국지적 연계비율 동 

모든 부분에 있어 개별입지 보다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가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의 산업단지의 비중과 중요성은 매 

우높아질것이다. 



이러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소재 

한 기업올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와 지 

역의 환경오염 유발산업을 집단화하기 위한 산업 

단지이다. 각각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파주 문발 산 

업단지와 동두천 산업단지를 들 수 었다. 이 두 산 

업단지가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기엽연계의 공간적 특성올 분석한 

결과 물자연계에 있어서는 두 산업단지 모두 수도 

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와 같은 수도권의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문발 산업 

단지가 구매와 판매연계에 있어 동두천 산업단지 

보다 국지적 연계가 강한 점으로 보아 전 · 후방 연 

관 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다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두천 산업 

단지의 경우 과거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산업단지 

에 입주함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연 

계에 있어서는 수도권에서 이주한 업체들로 구성 

된 문발 산업단지가 국지적 연계가 미약하게 나타 

나고 있는 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생산자서비 

스 기능의 부재와 산업단지의 조성이 서비스 산업 

의 성장올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혁신활동에 있 

어서는 두 산업단지 모두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 

고 있다. 혁신연계에 있어 문발 산업단지는 수도권 

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동두천 산업단지는 국지적 

연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었다. 그러나 산업의 고 

착효과를 방지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는 두 산업단지 모두 국지적 연계와 비국지적 연 

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활동 강화를 위하 

여 산업입지 규제로 인해 제약을받고 있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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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학과 연구시설의 입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 

두천 산업단지에서 보았듯이 산업단지 내 연구시 

설의 입지는 산업단지의 혁신활동 활성화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수단이 될 수 있다. 

2) 정책적 합의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접경 

지역의 지역산업정책과 산업단지 재정비 및 신규 

조성에관한정책적제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향후 통일시대에 대 

비하여 경쟁력 있는 접경경제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장기적 측면의 제안이다. 우선 접경지역 산업 

정책에 있어 분단 이전의 이 지역의 중심지였던 개 

성권과 현재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즉통일 이후경기북부접경지역이 남북경 

제협력에 있어 통과지역이 아닌 성장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화 과정에 있어 이러한 

장기적 정책 보다는단지 지역의 낙후성 극복을 위 

한 수도권 기업의 무분별한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 

다. 다음으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이 

다.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해외의 접경경제공 

간과 비교하여 교류협력의 수준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이 단순한 낙후 

지역의개발이아닌접경지역의 이점을살릴수있 

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적 교 

류협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규제 완화이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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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업입지규제와 접경지역으로 인한 군사시 

설보호법의 규제는 접경지역의 산업구조변화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산업입지의 수급불균형을 만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산업입지규제를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의 규제완 

화는 필요하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접경지역지원법 사이의 법적용에 있어 

서 우선순위의 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 

리권역 규제와 공장총량규제에 있어 접경지역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해 

제에 있어 행정위임의 확대 동을들수 있다. 

둘째， 1990년 이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제조업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와 산업입지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측면의 제안이다. 즉 개별입 

지에 비하여 비교적 산업입지규제 측면에서 자유 

롭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화 높은 산업단지의 

조성이 요구된다. 물론 산업단지의 조성은 현재 경 

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행하여지고 있 

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제조업체의 유치와 지 역 

내 오염산업의 집단화를 위한 소규모의 지방산업 

단지 뿐 아니라， 지역의 낙후한 생산자 서비스 기 

능과 첨단산업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 산업 

단지 및 첨단 산업단지 둥의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가동 중 

인 혹은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 

이다. 문발형과 동두천형 산업단지 모두 물자연계 

에 있어 국지적 연계 보다는 수도권과의 연계비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유형의 산업단 

지 모두 불자연계에 있어 국지적 연계의 비율올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두천형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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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판매거래에 있어 국지적 연계의 비율올 

높이기 위하여 피혁의류 제조업체의 창업 혹은 유 

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두 유형의 

산업단지 모두 혁신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 

서 동두천 산업단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산업단 

지 내 관련 연구소의 설치는좋은수단이 될수 있 

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권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단 

지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각지자체는산업단지의 조성과기업 

의 유치 후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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