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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土開發옳 위한 훌業立地의 政策方
向과戰略 

우리나라는 지난 四半世紀동안 급속한 공업화를 통하여 농업중심국에서 新興工業國으로 

跳鍵하였다. 급속한 공엽의 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오로 하는 산업정책의 결과였으며 

工業發展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점이 수반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후반이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塵

業分散政策이 본격적으로 주진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국토의 均衝開發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제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지역말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됨은 물본 경제 

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集積不經濟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國士開發을 추진하는데 공엽입지정책이 중시되는 것은 工業이 全塵業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지역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塵業活動은 地域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塵業 그 자체는 非호間的인 개념이지만 호間的 次元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산업의 말전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국로공간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천다는 것을 단적으 

로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공업국은 물론 제 3 세계국가에서 塵業立地政策이 국토개 

말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알러 

져 있오며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높아졌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고도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2000년대에 선진국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최근에 중국과의 교류확대 가능성과 

동구권과의 경제교류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장개척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선진국들 

의 기술개발강화와 후발개도국들의 노동집약적 산업발전 등으로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와같이 1960년대 및 1970년대와는 다른 국내외 여건이 최근 들어서 형성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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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과 전략이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적으로는 두루 잘 살 수 있는 국 

로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정책， 특히 산 

업입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정책이 산업 

입지변화에 어떻게 관련되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30여년동안의 산업정책이 입지변화에 어떤 

영향을미쳤는가를분석하고， 최근에 산업입지여건이 어떻게 변하었는가를검로하고자한다. 

다음에 이 를 기 초로 앞오로 國土開發을 위 한 塵業立地의 政策方向과 戰略을 논의 하고자 

한다. 

2. 훌業政策과 훌業變化 

塵業政策은 塵業部門政策과 塵業立地政策으로 구분할 수 있다. 塵業部門政策은 산업 입 

지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에 입지하지 않고는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하면 산업부문정책도 분명히 공간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흔히 입지정책을 顯

示的 켈間政策이라고 하고 산업부문정책을 默示的 호間政策이라고 한다. 이들 산업정책은 

모두 산업변화를 초래하게 하며， 결국은 국토공간의 재조직에 영향을 마친다. 

그럼 1은 산업정책과 산업변화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부문정책은 특정한 산업부문의 

개말전략， 특정한 기엽유형외 육성전략， 또는 특정한 산업기술의 개발전략 등을 포함하며， 

이들 전략은 상호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와같은 산업전략 

들의 추진은 산업구성， 산업조직， 산업기술 등의 세가지 차원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한다. 

構造的 變化는 塵業部門政策에 영향을 마쳐 피드백 효과를 나타내는 한펀 공간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구조적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산업부문정책이 수정되거나 재정립되는 

한펀， 산업구성 ·조직 ·기술의 변화는 각지역의 산업성장이 다르게 나타나게 하여 결국 산 

업입지변화를 유말한다. 따라서， 산업부문정책은 현시적￡로 공간개념을 나타내지 않더라 

도 산업변화의 공간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입지정책은 성격상 현시적 공간개념을 가진다. 공단조성， 도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 

본투자를 통한 입지환경의 개선， 산업입지유인， 신규산업입지의 제한 또는 규제 등은 입지 

정책의 주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입지전략의 추진은 連緊패턴， 지역의 企業環境， 지역의 

比較優位 등과 같은 立地環境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또한 地域의 立地濟在力에 

영향을 마쳐 결국 立地變化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비롯된 立地變化는 물론 산업엽지정책에 

피드백 효과를 나타낸다. 

산업정책의 추진과정에서나 산업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산업변화에서는 相植되는 요소가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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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정책과 산업변화 

채할 수도 있다. 즉 산업부문정책에서는 산업전략을 추진하는데 衝쭈性과 效率性의 相f直되 

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입지정책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불균형개발의 전략추진이 

相f直되는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또한 부문정책의 결과와 입지정책의 결과가 상치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문정책의 추진은 특정지역에 산업의 집중을 초래하는 한펀 입지정책은 

산업의 분산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이와같이 상치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며，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하나라도 크게 희생시키지 않도록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부문정책 

과 입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산업정책과 산업입지 변화의 모형을 기초로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산업정책과 그로 인한 입지변화를 분석하면 앞으로의 입지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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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정책과 산업변화 

주 요 산 업 정 

1950’ s S: 내구소비재의 수업대체 
1960’ s S: 수출지향적 산엽정책 

1970’ s S: 중화학공업 육성 책 
L: 공엽분산책 

책 주 요 산 엽 변 화 

S: 경공업 중심의 공업구조 
L : 서울지역 공엽집중 

Sl :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구조 
S2 : 재벌그룹의 성장 

Ll: 수도권과 동남권에 서 공업 성 장 양극화 

L2 : 공간적 분엽 
L3 : 1970’ s 후반에 약간의 공업 분산 

1980’ S Sl: 기 술개 발 및 첨 단산업 육성 S 기 술집 약적 산업 부문의 곱성 장 

S2 : 중소기엽지원 강화 Ll: 수도권 지역 공엽 채칩중 

L 1 : 농공단지조성 L2 : 공간적 분엽의 강화 

L2 .첨단산엽단지건설 및 서해안 개발 i 

주 S: 부문정책 또는 구조변화 
L: 업지정책 또는 입지변화 

〈표 2> 변이-할당분석(총 제조업 종업원수) 단위 : 1, OOOA 

지 여「 

~Jæl~I~\æ\~I~læl~I~\æl~ 
서 울 19 15 

인 천·경 기 2 3 

수 .5:. 권 21 18 

부 산 

경 \t -5 -7 

대 구·경 = 님í -2 1 

동 LnL 권 -7 -6 

충 남 -9 -7 

중 북 2 2 

중 -님「 권 -7 -5 

전 \t -3 -3 

전 『넙- -1 -1 

서 \t 권 -4 

강 원 -3 

제 주 -0 

기 타 지 역 -3 

주 : TS=Total shift 
DS=Differential shift 
PS=Proportional shift 

출처 : Park, 1988. 

41l 341 1 32 
-0; 171 16 

31 51 48 

-111 -12 

←께 23 • 1 22551Jj --2앙 145 

-21 -5\ -5 

-0: -8\ -6 

-oJ -15j -13 
-0' -22' -19 

2j 2 

j -2 -1 
-0 1 

하는데 좋은 교훈이 될수 있을 것이다〈표 1). 

2 -257 -281 -261 -2 
242 2461 -4 871 761 11 

3 -15 -30; 15 591 50: 9 
10 -101 20 -331 -281 -5 

105 1041 251 81 17 
-0 37 361 

2 152 1301 22 -391 -401 1 
0 -19 -141 -5 -111 -71 -4 

-1 -9 -31 -6 41 41 0 
-1 -28 -171 -11 -71 -31 -4 
-2 -42 -361 -6 
-2 -31 -171 -13 -41 -11 -3 
-3 -73 -531 -19 -121 -8~ -4 
-0 -26 -221 -4 -11 -0: -1 
-0 -9 -61 -3 -11 -01 -0 

-35 -281 -7 

1960년대 중반이전의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주로 部門政策에 국한되었다. 1950년대에 내 

구소비재의 수입대체와 1960년대의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의 추진은 섬유 • 의류산업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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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부문의 급성장을 가져온한펀， 서울과같은대도시에 공업의 상대적 집중을 초래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추진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우리나라의 공업변화 

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우리나라 공업구조는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펀승한 재벌그룹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동남임해지역에 대규모의 중화학공업단지들의 건설을 통해 동 

남권의 상대적 공업성장을 유도하여 결국 수도권과 동남권에 공업이 집중하는 양극화 현상 

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그외 지역에서는 공업이 상대적 A로 낙후되었다〈표 2). 재벌 그 

룹과 같은 多工場企業의 등장으로 기업의 본사기능， 연구기능 등이 서울에 집중한 반면 생 

산기 능은 지 방에 분산되 어 호間的 分業(spatial division of labor) 현 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 서울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공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서울시로 

부터 공업의 분산을 추진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공업배치법(1977)의 제정등 

을 통하여 대도시， 특히 서울 지역의 공업입지를 강력히 규제하고 지방의 공업입지 유인 

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공업분산책의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1970년대 말 

경에 약간의 지방분산 경향을 보였을 뿐이다〈표 3). 공업분산 정책이 대도시로부터 그 인 

근의 교외지역에 공업분산을 촉진하였으나 공업발전이 낙후된 지방으로의 분산효과를 크게 

내지 못한 것은 결국 수도권과 동남권에 공업의 집중을 유도하는 부문정책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동남권지역의 공업성장이 集積利益을 높이기 위한 대뮤모 공업 

단지의 조성과 중화학공업 부문의 대규모 공장의 입지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 사실은 대 

규모공장을 중심i로 한 變異-劃當分析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표 4>.% 결국 1970년대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중화학공업육성책의 추진은 塵業構成 및 企業組織에 큰 변화를 초 

래했고， 또한 공업발전의 兩極化現象을 나타내어 공엽의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科學技術의 發展이 중시되고 失端技術塵業의 발전이 

강조되고 있으며， 1970년대에 비하여 中小企業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技術

開發의 강조로 1980년대에 들어서 民間企業昭究所의 新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A며， 塵業

構造에서도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의 급성장이 이룩되고 있다. 工業의 地方分散策은 계속 추 

진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을 높이고 農村工業化를 유도하기 위하여 農工地

區造成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I業分散政策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로의 공 

업의 再集中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2 참조). 1986년에도 수도권 재칩중의 경향은 계속되어 

수도권 지역이 전국제조업의 약 48.3%(종업원수 기준)를 차지하였다. 工業分散政策이 1970 

* 표 2와 표 4의 1970"'1981년간의 변화를 비교할 때， 1970년대에 동남권지역의 전제조엽 total shift 
의 80% 이상이 바로 대규모 공장의 total shift에 의한 것임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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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이-활당분석(총 제조업 종업원수) 단위 : 1 ， 000人

1968"'1977 1977 "'1981 
지 

TS DS PS TS DS PS 

서 -115 14 -145 -145 0 

인 천·경 208 212 -5 74 71 3 
--/「」 도 93 84 9 -71 -74 3 

「님- 산 17 -4 21 -36 -34 -2 

경 Lnl」 63 65 -2 57 6 

대 구·경 * -7 -13 6 30 33 -3 

동 \t 권속B 1 j j 

73 48 25 51 50 1 

중 -8 -,) ‘ -5 2 2 -0 

중 LaL -29 -25 I 
-4 7 8 -1 

중 「닙- 쿼'-'- -37 -28 ! -9 9 10 -1 

전 * -41 -31 i -10 7 9 -2 

전 LnL -55 -48 I -7 8 9 -1 

서 Ln1」 권 -96 -79 -17 15 18 -3 

강 원 -25 -20 -5 -3 -3 0 

제 주 -7 -5 • -2 -1 -0 

기 타 지 여「 -32 -25 -7 -4 -4 -0 

주 : TS=Total shift DS=Differential shift PS=Proportional shift 
출처 : Park, 1988. 

〈표 4> 변이-활당분석(대규모 공장의 종업원수) 단위 : 1 ， 000人

1970"'1981 1981'" 

I DS I PS Ts I DS | 
셔 울 -162 i -155 I -7 I -34 I -31 I -3 

인 천 • 경 기 60 1 58 I 2 I 10 I 7 I 3 
수 도 권 -102 -97 I -5 J -24 I -24 I 0 
부 산 -1 -5 4 I -17 I ~9 I -7 

경 남 84 I 72 I 11 I 38 I 23 I 15 
대 구 • 경 북 45 I 46 I -1 I -2 I -1 I -1 

동 남 권 128 I 113 14 I 19 I 13 7 
충 남 -1 I 2 I -3 I -1 I 4 I -5 

충 북 4 I 9 I -5 I 5 I 4 I 
중 부 권 3 I 11 I -8 I 4 I 8 I -4 

전 남 -13 I -21 I 8 I -1 I -1 I 0 

전 북 -3 7 I -10 -2 I 1 I -3 

서 남 권 -16 I -14 I -2 I -3 I 0 I -3 

강 원 -13 1 -14 I 1 2 I 2 I 0 

제 주 001010101 0 

기 타 지 역 -13 I -14 I 1 I 2 I 2 I 0 

* 종엽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주 : TS=Total shift DS=Differential shift PS=Proportional shift 
출처 : Park, 1988. 



48 

년대 보다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로의 工業의 再集中化 경향을 나 

타내는 것은 1980년대 들어서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技術集約的 塵

業構造로 再構成되고 있기 때문이다. 技術集約的 塵業에서 관련연구소 및 공공연구기관에 

의 근접， 관련공업의 접적， 고급기솔인력의 확보용이， 情報下部構造의 集積등이 주요 立

地要因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수도권지역이 이들 산업의 입지에 가장 유리하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현저하였으며， 섬유， 의류산업이 

라 할지라도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고급제품 또는 디자인 개말에 의한 신제품 생산등 

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지역에 재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1980년대에 기술집약적 산업의 성장은 호間的 分業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기 

도 했는데， 이는 수도권지역의 첨단기술산업입지에서 현저하었다. 특히 船究開發活動을 응 

용연구， 개발연구， 생산연구의 3단계로 구분할 경우 이들 각단계에 따라 主훌立地委因이 

다르게 나타나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서울과 그 인접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생 

산연구는 지방의 공장입지지역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활동 

자체가 수도권 칩중을 나타내어 공간적 분업화 현상을 보이는데 이에 더해서 연구활동내에 

서 수도권지역과 지방간에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二重의 홍間的 分業現象을 나타내는 결과 

가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지난 30여년동안의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공업입지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국토공간구조를 변화시켰다. 부문정책과 입지정책의 입지변화결과는 상당히 

相植되어 왔으나 부문정책의 입지변화영향이 입지정책의 그것보다 컸기 때문에 입지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업지정책이 성공적이지 뭇한 것은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 

들과 관련이 있으나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CD 1970년대에 대도시 지역의 입지통제책과 지방의 업지유인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社會間接資本의 投資는 塵業의 地方分散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대도시지역의 立地統制策은 결국 대도시의 공업을 대도시 했外地域으로 分散을 유도했 

을 뿐 地方으로의 分散效果는 미약했다 ;(3) 당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의 공업입 

지를 유도하는 입지유인정책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 산업입지와 企業組織

및 塵業構造變化와의 관련성을 기존 입지정책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따 

라서 앞으로의 입지정책은 부문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랩됨은 물론， 지방의 

立地與件改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집약적 산업중심의 구조변화에 상응하는 전략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3. 훌業立地與件의 變化

塵業立地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검로한 산업청책과 산업입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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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물흔， 국내외의 산업입지여건변화를 중시해야 할 것이 

다. 산업입지여건의 변화내용을 여기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입지변화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에 섬유· 

의류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중심의 구조에서 1970년대에는 자븐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중심 

의 구조로 산업구조가 재조직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기술변화는 단순히 기술집약적 산업부 

문의 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섬유산업과 같은 재래산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 

의 접목을 통해 신제품개발 또는 공정기술개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실제 모든 산업에 

영향을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우리나라 산업은總的인 측면에서 자본·기술·감 

성지향적 산업의 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한펀 橫的인 측면에서 국제화·정 

보화·서버스화가 전 산업에 결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집약적 산업분야인 기계 ·전자·자동차·정밀화학의 산업분야는 

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하나， 2000년대에는 그 수치가 약 50%까지 이를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변화를 실감케 하는 실례는 농공단지 입 

주업체의 업종별 구성에서 볼 수 있다. 1987년말 현재 77개 농공지구에 입주가 결정된 공 

장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 조럽금속·기계·장비제조엽 (SIC 38)의 비중은 50%를넘고그 

중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엽 (SIC 383)의 비중이 27.8%에 달하고 있어서 전국제조업의 경우 

와 비교할 때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표 5). 이들 농공지구에 입주한 공장들 

의 일부는 이미 가동중에 있으나 대부분은 최근에 입주가 결정되어 1989"'-'1990년에 모두 

가동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농공지구의 예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가 얼마나 

급속히 이루어질 것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塵業立地變化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서 국토공간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입지정 

책이 적절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 겪고 있는 수도권지역에로의 산업의 

재집중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막대한 사회비용의 증대를 초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불균 

형개발의 문제점을 차치하고라고 集積의 不經濟가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로， 입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기업조직의 변화이다. 기업조직의 측면에서 대 

도시내의 공업입지만 보더라도 제품이 표준화되고 대량생산이며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분산하는 경향을 때고， 생산과정이 노동집약적이고， 생산규모가 작으며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질 때 공장간의 연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상당수차 다공장기업에 속하며， 이들은 생산을 담당하는 공 

장， 의사결정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본사， 제품 판매나 서어비스를 담당하는 지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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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산업 소분류벌 비율 : 전국 제조업과 농공지구 입주 제조업의 비교 

SIC 
전혜조업뺏 l 농공지구 입해조엽 o 

사 업 체 수(%) I 종 업 원 수(%) 사업체수(%) \ 종업원수(%) 
311-2 식 료 경 IIr 3, 650 (8.3) 66 (9.3) 6, 866 (6.9) 
313 I 。그 료 1 i5t- 987 (2.2) 27, 436 0. 1) 3 (0.4) 530 (0.5) 
314 담 22 (0.0) 11, 375 (0.5) 
321 성 유 6, 118 (13.9) 374, 869 (15.4) 71 (10.0) 9, 432 (9.5) 
322 의 $「a- 3, 964 (9.0) 246, 715 (10. 1) 24 (3.4) 5, 991 (6.0) 
323 가 죽 791 (1.8) 31 , 601 (1. 3) 6 (0.8) 733 (0.7) 
324 신 말 460 (1. 0) 3o, 750 (1 3) 1 3 (0.4) 579 (0.6) 
331 나무，콜크제품 1, 663 (3.8) 38, 835 0.6) 16 (2.2) 1, 504 (1. 5) 
332 가 구 1, 050 (2.4) 28, 558 (1. 2) 3 (0.4) 532 (0.5) 
341 종 이， 종 이 제 품 1, 327 (3.0) 51 , 262 (2. 1) 23 (3.2) 2, 869 (2.9) 
342 인 쇄， 출 판 2, 012 (4.6) 56, 393 (2.3) - -
351 산업용 화합물 659 0.5) 37, 633 (1. 5) 34 (4.8) 2, 764 (2.8) 
352 기타 화학제품 752 (1 .7) 58, 480 (2.4) 22 (3. 1) 2, 471 (2.5) 
353 석 유 정 제 엽 17 (0.0) 4, 831 (0.2) -
354 기타 석유석탄 제품 303 (0.7) 13, 019 (0.5) 3 (0.4) 261 (0.3) 
355 그L T 제 걷 iEr 820 (1. 9) 144, 734 (5.9) 5 (0.7) 2, 557 (2.6) 
356 효 라 /ζ 턱 1, 985 (4.5) 61 , 952 (2.5) 40 (5.6) 3, 581 (3.6) 
361 도기， 자기， 토기 302 (0.7) 16, 999 (0.7) 8 (1.1) 1, 065 (1.1) 
362 유 리， 유 리 제 품 221 (0.5) 20, 303 (0.8) 7 (1. 0) 710 (0.7) 
36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2, 422 (5.5) 17 (2.4) 1, 588 (1. 6) 
371 철 강 608 (1. 4) 73, 369 (3.0) 6 (0.8) 872 (0.9) 
372 비 철 ~ -A---1-- 464 (1.1) 25, 481 0.0) 2 (0.3) 423 (0.4) 
381 조렵 금속제품 3, 417 (7.8) 128, 208 (5.3) 72 (10. 1) 6, 929 (7.0) 
382 기 계 3, 090 (7.0) 124, 284 (5. 1) 45 (6.3) 4, 952 (5.0) 
383 전기및전자기기 2, 930 (6.7) 291, 864 (12.0) 130 (18.3) 27, 611 (27.8) 
384 운 { ι。- 장 비 1, 472 (3.3) 175, 157 (7.2) 65 (9. 1) 9, 172 (9.2) 
385 정 빌， 제 어 장 치 589 (1. 3) 35, 859 (1. 5) 14 (2.0) 1, 677 (1. 7) 
390 기 타 1, 942 (4.4) 95, 894 (3.9) 27 (3.8) 3, 637 (3.7) 

계 I 44， 037(100~())1 !~~997(100. 0)1 712(파0)*/ 99,306(100.0) 

주 . * 생산품을 밝힌 엽체만 분류하였기 혜문에 1987년말 현재 입주결정한 743개엽체보다 작은 수엄. 
자료 : 상공부， 농공치구 현황， 1987; 경제기획원， 광공엽 통계조사 보고서， 1985. 

지사， 연구개말기능을 담당하는 기엽연구소 등의 운영단위들 사이에 공간적 분업과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본사는 전국 

의 85% 이상이 서울시에 집중해 있고 이들의 공장은 87% 이상이 서울시 이외의 지방에 

분산되어 있어서 공간적 분업이 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방에 자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째문에 대기업이 地方에 分工場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고무적인 일이나， 오늘날 우리 나라찍 지방 분공장은 오직 단순노동의 지역 

연계는 강하나 고급인력， 원자재， 고도의 서어비스 등은 공장이 입지한 지역과의 연계가 



51 

매우 약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방 분공장 투자가 생각보다는 낮은 지역승수효과를 나타낸 

다. 따라서 대기업의 지방분공장이 지역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최 

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공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지방 

에 확산되고 分離新設企業(spin-off) 이 지방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산업입지정책은 단순히 공장의 입지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및 塵業體系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1980년대에 들어서 지역간의 격차는 심각한 정치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의 均衝開發은 중 

요한 과제 이 다. 앞으로의 산업 입 지 정 책 은 이 와같이 認知된 地域間 不均衝을 완화하는 방향 

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앞으로 지방의 

開發意識이 한층 고조될 것이므로， 각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마다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산업입지에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중국과의 교역확대 가능성과 국토의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최근에 西海뿜地域開 

發의 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산업입지여건의 변화라고 본다. 최근 정부에 

서는 아산만， 군산， 장항， 목포 등지의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종 

합개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지역의 산업입지정책을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느 

냐이다. 이 지역의 산업입지정책은 단순히 공업단지의 건설과 대기엽의 분공장입지에만 의 

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지역의 산엽엽지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 개발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산엽변화에 적함한 체계적인 입지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동구권과의 교역확대 가능성， 북한과의 교류 등도 산엽입지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4. 國土開發을 위한 훌業立地의 政策方向과 戰略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은 衝平性의 희생하에 效率性을 강조하 

여 이룩한 결과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 • 사회적 분위기와 그간의 경제성장 성 

과를 고려할때， 이제는 效率性의 문제로 衝zp:性의 문제를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는 단계 

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 塵業立地에서 國土의 均衝開發을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삼아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방향은 기술진보에 따른 산엽구조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地域剛新

政策의 추진이다. 국제경제 질서의 再構造化過程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존산업의 기술수준을 높임은 물론 製品 및 工程華新을 통해 

塵業變化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기술의 발전과 塵業構造 高度化가 地域의 

산엽에 接木되어 지역산엽의 자생적 발전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地域剛新政策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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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걱진다. 특히 최근에 국제간의 기술이전이 용이치 않고첨단제품의 제품수명이 5"-'6 

년으로 짧아져서 과거와 같이 표준화된 제품생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國土均衝開發과 地城빼新政策은 각각 별도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이 

두 정책방향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균형개말만을 강조할 

경우， 종래와 같은 물리적인 공장의 이전이나 공업단지조성만을 고려할 우려가 있어서 급 

변하는 세계경제환경과 산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결여되기 쉽고， 단순한 剛新

政策만을 강조할 경우 산업활동의 대도시 집중을 더욱 조장하여 결국공간적 분업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두가지 정책방향은 상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두 방향의 통합은 궁극적i로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지역의 산업발전 기반을 이룩하는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와같은 훌本政策方向 아래서 立地戰略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생 

각할 수 있다. 여기서 장기적인 전략은 지금부터 단기적인 전략과 동시에 추구해야할 것임 

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인 차원에서 다섯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로， 공업발전이 낙후된 

지역에 공업발전 기회를 마련하고 집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규모의 공업단지 조성이 당 

분간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전략은 기존의 공업단지 조성책과는 달리 공업단지 조성시 기술 

정보센터의 건설， 기술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기업의 기술정보획득과 기술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는 현재 농공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별 차등지원제의 도입이 바 

람직하다. 

둘째로， 지방의 공업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기업의 지방 분공장투자를 활성화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업발전이 낙후펀 지방의 경우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 

요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단， 대커엽이 지방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지방의 고 

급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연계성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연구개발기능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업지의 경우와 같은 재정적 지 

원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대기업의 분공장투자는 여러가지 분공 

장경제의 단점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지역공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 

는데 공현토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자생적 기업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공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공단의 기술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종 

합기구를 설립하거나 대학과의 협조체제를 이룩하고， 기존공단 입주업체에 기술확산을 높 

이기 위해 기술정보센터의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공업입지 면적중 

計劃立地의 비율이 약 46%에 달하고 있으며 동남권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70%를 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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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같이 기존공단지역의 활성화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들 지역의 기술수준 향상의 방안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않아 이들 지역은 낡은 기 

술， 오래된 산업으로 황폐화되고 공장폐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국가적 

인 큰 손실이 야기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존공업단지는 성장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이 많으 

나， 원래 성장극(growth pole) 개념에서 중요시한 기술변화 및 기술혁신의 요소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존공엽단지， 특히 동남임해 

공업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기술변화에 적응하고 앞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어려움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의 보급 및 기존 고용인력의 재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변화 추세에 낙후되지 않도록 미리 준 

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입지기업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剛新播在力을 높이는 문제는 단시일내에 

이 루어 질 문제 가 아니 묘로 우선 지 방의 중규모도시 에 3"'4개 의 失端技術塵業團地를 조성 하 

여 失端技術塵業發展의 뽑皮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들 失端塵業團地는 연구개발기 

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몇개의 첨단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기술특 

화를 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기존도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되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적극 추진토록 해야한다. 이들 첨단산업단지는 또한 기술집약도 

시 (Technology Intensive Center)의 개념으로 여킬 수도 있으며 10년 정도의 중단기에 걸 

쳐 단계적 개발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업관계법과 입지관련법을 정리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산업입지정 

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업입지관계법은 8개나 되며 이와 관련한 7가 

지 유형의 공업단지가 개발·운영되고 있다. 더우기 공업업지개발 관련기관이 건설부， 상 

공부， 경제기획원， 지방정부 등의 多元體制로 되어 있어서 現制度下에서는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공업입지정책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법령으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유말되는 여러 문제들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공업단지개발 및 입 

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현재와 같이 공업단지 유형에 따라 다를 것아 이니라 地域， 業種，

工場規模에 따라 差等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支援內容에서도 앞에서 지적한 정부하부구조 

개선， 기술교육， 연구개발활동 등에 지원이 이루어져서 기솔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지방에 신설되는 공장에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후에 이들 기업이 기술변화에 적 

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결국 공장은 문을 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서남권과 중부권지역에서 기업의 창업율은 낮은 반면 기업폐쇄율이 높은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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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지방의 문화와 자원이 어우러진 잠재력이 활용되어 자생적 발전여 

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技術華新과 혁신의 채택을 자극하 

여 계속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산업경제환경에 각 지역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펼 

요하다. 장기적 전략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투트웨어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산 

업변화와 기술혁신의 시대에 부응한 지역의 산업입지기반을 다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장 

기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산업변화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력의 양 

성이 교육면에서 주진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 재교육， 직업교육 등의 단기적 교육프로그 

램에 상응하는 장기적 인력공급전략이라 볼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볼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노동인력의 재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는 어떤 기 

술변화라도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환경조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많이 

가진 지역이야말로 쇄신을 주도할 수 있고 산업말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단순한 직 

엽교육을 통해서 지역산업발전에 적합한 노동력을 양성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이며 융통성 

이 없다. 21세기의 산업변화에 적응하고산업발전을유도하커 위해서는교육·연구분야의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창조적 사고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 

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혁신적인 기엽가의 양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塵業立地政策에서 華新的

企業家의 역할은 너무 소홀히 다루어 왔지만 실제로 地域의 技術華新은 소수의 혁신적 기 

엽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대커업에 비해 유연성이 있 

고 변화하는 환경에 여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엽의 육성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업 

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치업으로부터 분리신설되는 중소기엽이 혁신적인 기 

엽가 정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이룩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중소기엽 및 

분리신절 커엽이 지방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모험자븐형성을 활성화하 

고 지역별로 기술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의 특정학과를 중점 지 

원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서 고루 발전되어야 하겠으나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렬 수는 없을 것임으로， 적어도 그 지역의 자원 • 문화와 관 

련되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국내에서 그 분야의 고급인력공급을 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각 지역이 그 지역의 특정분야를 핵심으로 혁신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셋째로， 지역의 자원 • 문화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쇄신의 생활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차원에서 정보하부구조의 개선과 문화·서비스시절의 확충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첨단산업시대에는 지역의 문화와 특성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가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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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통 

해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계승말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기에 기반을 둔 산업발전과 기 

울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술정 

보망을 형성하여 공업단지의 기술정보센터， 지역중심도시의 기술정보센터 등이 모두 연계 

됨은 물론 외국의 기술정보망과도 연계를 꾀하도록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산업입지 정책과 전략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술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의 剛新基盤이 형성되어 지역에 뿌리를 둔 산업발전을 꾀하고자한 것이다. 이는 곧우 

리 국토의 각지역이 각커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살려 다양한 특성을 가지면서 기술혁신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별로 특성있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져서 고루 잘 살 수 있는 국둠공간구 

조를 조직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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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韓團社會의 發展과 團土構造의 再編成」 제 3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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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국로 공간을 펀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전략 수립에 대해 여러 

가지를 거론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정책면에서 부문정책과 산업업지정책을 살폈읍니다. 부 

문정책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합리적 결합에 대해 다루었고 더불어 부문정책과 입지정 

책의 상호보완A로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문제를 논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업지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입지정책의 수립에 관한 문제와 잘 살 수 있는 국로를 만 

들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습니다. 

토론의 펀의를 위해 부문정책과 산업입지정책의 조화에 관한 내용은 한홍렬 교수께서， 

산업입지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입지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이희열 교수께서， 산업정 

책의 장 • 단기 계획에 대해서는 안정근 교수께서 토의해 주십시오. 

한흥렬 : 사회자께서 부탁하신 산업부문정책과 입지정책에 대한 언급 대신에 본인은 장 • 

단기적 산업개발정책에 관하여 몇가지 거롱하고 싶습니다. 박삼옥 교수의 장단기 계획가운 

데 두먼째 것， 지역별로 기술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의 특정학과 

를 중점 지원해야 하고 그 지원의 성격은 과거의 양적인 측면에서 벗어난 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캠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 

리나라 공업교육의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충남대학의 공업교육과를 특수학과로 만들어 놓았 

읍니다. 그런 연유로 대학입시에서 상업보다는 공업 과목이 선호되었고 이에 힘입어 충남 

대학교에 공업교육과 학생들이 육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교육 일선에서 공업이 

아닌 수학이나 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 전북대학의 경우 군산에 공단들이 있 

고， 그곳에 두산유리나 한국판유리와 같은 기업이 있는데 과연 전북 대학교 출신자를 어느 

정도나 고용하고 있는가를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본사에서 모집한 사람을 지방으로 

파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대학의 특정학과 신설이 정부의 질적 차원 수준의 

육성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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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질적차원에서의 지원’이란 무엇을 의마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장·단기계획에 대해서는 좋은 견해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공장이나 

지사가 세워지는 지방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모기업에서 인출되어 파견된 사람들인 실정에 

서 그 사람들에 의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몇%나 바랄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묘로 

개발정책이 어떤 산업입지만의 논의보다는 종합적인 산업입지의 논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열 : 산업 입지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입지정책에 대해 박교수께서 4가지를 말씀하셨 

는데 그것의 대원칙에 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대한 구체적 방 

안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대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 

는 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지방 분공장이 서울로의 집중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지역성’에 바탕을 둔 자생적， 독자적인 소규모 단일기업을 당장 육 

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총량경제의 성장율이 어느 정도 둔화되어도 말입니다. 우 

리가 거론하는 상향식 또는 하향식의 논리는 서울중심적 사고의 발로로 느껴집니다. 아울 

러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향식 개발논리의 효율성에 향수를 느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고들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하겠습니다. 

안정근 : 박삼옥 교수께서는 시대적으로 산업이 점차 변해감에 따라 그에 합당한 국토의 

효율 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발정책을 단기적 •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논의하었습니다. 결론 

적￡로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에 뿐리를 둔 산업말전을도모해야 한다고하셨는데 그점에 대 

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전개하신 논지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실효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혹이 남습니다. 첫번째로 이상의 여러가지 정책대안이 실시되었을 때 

과연 어떤 형태로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의도적￡ 

로 새로운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이 흔히 말하는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격차를 줄일 수 있 

을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산업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칩약적인 산업임을 감안한다띤 

이러한 산업들이 결국 기존의 도시중에서 여러가지 시설이 좋은 소수 도시로 집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경우 도시간의 격차는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와 같은 정책이 공간상의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기여할 지 모르나 그것이 기 

업의 계층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도 함께 가져오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대도시의 중심성을 

향유하는 대기업을 둔 채， 중소기엽의 지방분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을 때 기업간의 격차 

가 더 커지고 아울러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단기적인 정책에 따른 지방 산업의 장기적 자생능력의 고양방식에 대한 작은 

우려입니다. 즉 대기업의 분공장 또는 지사의 지방 이전이 그 지방의 산업자생력을 도리어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서울의 전국적 규모를 가진 건설회사들이 부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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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서 원래 이곳에서 연유하던 지방 건설회사들이 사장되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 

중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네번째는 개말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입니다. 특히 근대에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 

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낙후된 서해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개발로 이익을 보는 것 

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 입 니 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릅니 다. 그러 나 땅 

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말 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과 격차를 느낄 캡니다. 

그것이 잘 살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각자 생각에 맡겁니다. 지방 

자치제가 실시될 때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낙
 
때
 

박삼옥 : 로론자들께서 하신 말씀이 대체로 중복되기에 하나 하나 따지기 보다는 몇가지 

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의는 대기업의 분공장이 지방에 입지될 경 

우 말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본인이 제일 먼저 

거론한 바 있읍니다. 분공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해결을 모색코자 고심했습 

니다. 분공장경제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역쇄신정책이나 장기적인 계획 등의 또다른 

방향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방법대로 해나갈 수 밖에 없었겠지요. 여 

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현시점에서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무턱대고거부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업발전 수준과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어도 

본인의 전제는 대기업의 분공장 투자가 전국이 아니라 공업이 낙후된 지역， 즉 아직 공업 

기반이 형성되지않은 지역을 대상오로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없이 

후지역의 공업말전의 계기를 무엇으로 형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방자립도가 약하기 

문에 지방자원이나 지방의 모험 자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여 

건 조성은 산업연계 및 대기업의 역할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 

기적이지 않을 뿐더러 문제점을 가집니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문화， 자원， 인력 

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투자하도록 단기적차원에서 대기업을 유도하는 방안 

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수 있음을 본문에 한펀，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서 분석을 통해서 제시했슴니다. 1980년대에 들어 정부가 공업분산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정책입안가들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 

근래 86년 관련통계에서도 공업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영향 또는 기술변화의 영 

이것이 지역구조에 영향을 마치고 있 

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이 현상을 산업구조의 영향오로 생각합니다. 

향이 부지불식간에 너무도 빠르게 나타나 버립니다. 

음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지역쇄신 정책이나， 지방대학 육성책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아무 조치도 않고 두는 경우 대안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고 바라만 볼 

육성해서 쇄신이 얼어날 수 있는 특정분야를 게 아니라 지방의 잠재력 또는 그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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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교수념이 강조하신 소기업 투자는 현채 대도시가 아 

니고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곳은 shift share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서울입니다. 중소기업은 대도시에 외부경제가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공 

업입지의 기본원리입니다. 부문간의， 지역간의 균형문제를 생각함에 본인은 그런 점에 착 

안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지적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지방대학에의 특정학과 지원이 지방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그것은 추진하 

는 방법상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학， 전남대학， 전북대학에 특정학과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대학의 기존교수에 한두명 더 채용하고 학과정원만 2배에서 

5배까지 늘린데 불과합니다. 지방산업의 육성， 산업과 학문과의 연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 

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취지는 塵學의 연계를 通해서 지방대학이 育成되어야 하고 그러 

기 위해서는 地方大學이 어떤 特定分野， 기술개발과 관련한 특정학과를 육성하자는 것이었 

습니다. 

이교수와 안교수께서 지적하신 분공장 경제의 문제는 본인도 많은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분공장 투자를 적절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배부른 자’의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의 입장에 서면 분공장 투자가 장기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지 

몰라도 단기적인 면에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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