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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園의 홈훌훌훌훌廣과 空間構造 훌훌化 

서울大學校 大學院 地理學科

金 德 鉉

이 論文는 1960년대에서 1990년까지 韓國의 廳濟發廣에 따른 空間構造 變

化를 理解하고자 하였다. 韓國의 짧濟훌훌展이 강력한 國家의 主導下에서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먼저 짧濟짧廣政策과 空間政策을 分析하였다. 다음으로 

공간구조 형성 요인인 製造業과 A口 및 勞動의 空間分布 훌훌勢를 分析하였 

다. 뀔퓨究結果는 다음 4가지로 要約된다. 

1. 1970년대 重化學工業化기간 중 경제성장을 위한 國家介入은 직접적인 

物量 批入據大를 특정으로 하는데， 대표적 정책수단은 社會間接寶本 批寶政

策이 었다. 이 기 간동안 工業化 地域이 首都團과 東南團으로 兩極化되는 不

행衝 地域짧展이 나타나고， 이는 국가가 주도한 社會間接寶本 授寶의 地域的

配分과 關聯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第2次 國土結合開짧 

計劃은 地域협衝짧展을 政策理念으로 강조하였으나， 實훌훌成果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펑가된다. 그 근본적 原因은 계획가틀이 강조하는 財政의 不足

보다， 空間政策 方向이 짧濟政策과 相騙되었다는 점， 그러고 국가의 廳濟介

入을 正當化하기 위 하여 地域협衝發展을 修離的으로 훨월調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1970년대 급격히 성장한 製造業은 大規模 工業團地가 집중 조성된 東

南團으로 分散되 었으나， 80년대에는 首都團으로 製造業 集中이 深化되 었다. 

1980년대는 70년대와 달리， 製造業 立地에서 물적 하부구조 뿐아니라 技術과 

勞動力의 規模와 多樣性을 활용하는 範圍의 짧濟가 중시되었다. 이 시기 대 

표적 성장산업인 電氣 · 電子塵業은 技術變動에 민감하고 分業關聯이 깊은 산 

업이기 때문에， 技術 및 勞動市場의 規模와 多樣性 동의 立地條件을 겸비한 

首都團이 成長塵業의 集積을 課導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3. ‘壓縮成長’으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성장의 일차적 동력은 急激한 都市

化를 통하여 農村으로부터 都市 흩業部門에 탄력적으로 供給되었던 豊富한 



勞動力이다. 都市化가 廳濟發展에 기여하는 방식은 選擇的 A口移動， 覆在

的 過乘tlA 口， 그리고 都 · 農간 不等價交換에 의하여 설명된다. 한국의 도시 

화는 또한 A口의 地域的 偏在를 결과하였다. 그 주요 원인은 製造業의 地

城的 集中에 있으며， 제조업의 지역적 집중은 국가가 주도한 下部構造 批寶

와 관련되기 때문에， 地域 不협等發展의 責任이 國家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 

었다. 따라서 A口와 塵業의 地方分散政策이 1970년대 이래 空間政策의 目

標로 추구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제조업과 인구의 首都團 集中現象은 지 

금까지 空間政策의 理念으로 준봉되었던 地域협衝發展에 대한 理論的 · 政策

的 再考를 要求한다. 

4. 1970년대 중반이후 空間 再構造化의 특성은 事務關聯職과 生塵者서비 

스의 成長과 관련된 勞動의 空間分化이다. 짧濟力 集中과 成長훌業의 技術

的 · 分業的 特性이 勞動의 空間分化를 題化시키고 있다. 노동의 공간분화는 

3가지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한국 최대의 노동시장인 首都團 내부에 

서 精神勞動의 中心部 集中 및 肉體勞動의 周邊部 分散에 의 한 住居地의 空

間分化가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1980년대 후반의 事務 · 技術職의 樓加趙

勢에서 首都團의 상대척 成長과 東南團의 沈빼가 대조적이다. 셋째， 서울과 

지방 대도시 및 각 도 단위 지역 둥 全園的 定住體系에서 職種과 짧業者 學

歷의 位階的 空間分化가 주목된다. 

이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政策的 含養은 다음과 같다. 1 ) 점차 확대되 

고 있는 勞動의 空間分化와 地域 縣濟훌훌展과의 聯關性을 考慮하여 , 地域협衝 

發廣은 再定훌훌되어야 한다. 2) 새로운 空間政策 手段으로서， 生塵者서비스 

둥 近代的 서비스活動의 적절한 地域的 再配置 政策이 바람직하다. 

主要語 : 再構造化， 空間政策， 地域형廣發廣， 勞動의 空間分化， 生塵

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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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 절 문제제기와 연구묵적 

이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한국 공간구조 변화를 경제발전 과정과 관련하 

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발전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의 한 

국 공간구조는 도시체계， 국토계획， 그리고 산업입지 둥과 관련된 공간정책 

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국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공간구조의 특성，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국가의 

공간정책，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와 산업의 공간적 분화， 그리고 경제발 

전의 공간적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공간구조 퉁이다. 예를 들면， 이촌향 

도의 인구이동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ll ， 정주체계의 변화2) 둥과 관련하여 

도시화와 경제발전의 관련성이 분석되였다.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입지가 경제발전과 공간구조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입 

지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3) ， 국가의 공간정책 륙히 하부구조투자 

정책이 경제발전 정책과 공간구조 변화를 연결시키는 정잭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효과를 지역발전과 관련시키는 연구가 행해졌 

다4) 나아가 성장거점이론과 하향적 개발방식에 대한 대안척 이론으로서 정 

주생활권에 대한 연구가 있다5) 특히 최근에는 지역척 형명을 지역정책의 

1 ) 이계식， 1987 , “인구집중완화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국가예산과 정책목 

표， 한국개발연구원; 윤진호， 1990 , 한국의 불안정취업층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 박영한， 1983 , “한국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과 도시이해의 방향 지리학 

논총， Vol. 10 , pp.71-85: 김인， 1976 , “국토의 도시화와 도시체계 공간구 

조의 변천(1 971-2001 )， .. 지리학， Vol. 14 , pp.41-57. 

3) 박삼옥， 1989 , “국토개발과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전략 지리학논총， 별 

7호， pp.42-56: 이원영， 1985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업배치정책의 개 

선방향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국토개발연구원. 

4) 김종기， 1987 ,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지역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개발연 

구， Vo1.9-3. 

5) 최상철， 1979 , “소단위지역개발개념과 기본전략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2 저11 장 서론 

목표로 설정하고 비공간적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역정책론둥이 제 

기되었다6)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공간구조 변화를 

상호관련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공간과학의 웅용적 측면을 확대함 

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학문의 사회참여에도 기여하였다. 

한국 공간구조변화에 대한 보다 역동적이고 내재적 이해는 한국의 자본주 

의 경제발전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공 

간구조 연구는 한국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특성인 국가주도적 경제성장 정책， 

그리고 경제구조의 변화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관계 둥에 관한 분석을 포 

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의 경제개입 수단의 하나로서 한 

국 공간정책의 성격에 관한 분석적이고 학문적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 

다7) 최근 시대별 경제발전 조건의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를 재구조화 

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연구들이 폭넓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되고 있다8) 

불균동 발전론의 입장에서 한국 공간구조의 변화를 거시적 · 개념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연구도 있다9) 노동의 분화가 공간구조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10) 

한국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공간구조 변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는， 공간구조 변화를 한국자본주의의 역동적 발전과정에 내재적으로 관련시 

키고 특히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공간정책에 부여하는 특성과 한계에 관한 

Vol. 6-1 , pp.42-53: 류우익， 1983 , “한국지리학에서의 이론적 쟁점 지 

리 학논총， Vol. 10 , pp.87-106. 

6) 홍성웅 1988 ， “사회정의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Vol.10 , pp.39-49. 

7) 김찬호， 1989 , “국토개발에 있어서 국가의 공간전략에 관한 연구-제 1 ，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 석사학위논문. 

8) S.O. Park , 1993 , "lndustrial restructuring and spatial division of 

1abor: case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 the Republic of Korea , 

Env i ronment al1 d P 1 al1 n i l1 g A, Vo l. 26-1: 최병두， “자본축적의 위기와 

지역불균둥발전기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pp.125-147: 한국공간환 

경연구회， 1991 , “후기주변부포드주의와 지역재구조화 학술단체협의회 

제4회 연합심포지움，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한울， pp.213-251. 

9) 최병두， 1991 , 앞의 논문;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1 , 앞의 논문. 

10) 강현수， 1989 , “기업조직 변화와 노동의 공간적분업-지역격차의 발생과 

정 서울대 환경계획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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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중점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대 한국의 공간구조 

분석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입 

장에서 III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개입으로서 공간정책의 역할 및 성격 분석과 

시대별 경제발전의 특성에 따른 제조업과 노동의 공간 분포 추세를 분석하고 

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서 1990년까지 급속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시대 

별 특성에 따라 공간정책의 특성 및 공간구조 내지 지역차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중점 고찰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공간구조 변화의 

본질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공간정책에 관한 함축을 추구하고자 한다. 

11) 1960년대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두면서 한국자본주 

의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두움을 주는 연구는 다음 예를 들 수 있다. 

즉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1988 , 한국경제발전40년-그 특성과 문제점; 

1991 , 한국의 경제발전-명가와 전망;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1991 , 한국자 

본주의의 이해， 한울;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88,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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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연구 방법과 자료 

이 연구는 자본주의경제 발전의 생산요소로서 인구와 산업이 공간적으로 

재조직되는 역사척 경향(tendencies)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경험적 지표들을 

분석한다121 즉，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과정이 조직해가는 한국의 공간분화 

경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구와 자본의 공간적 구조화 추세를 분석한다. 특 

히 국가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수단으로서 한국 공간정책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개입의 특성과 공간정책의 목표제시， 그리고 하부구조 투자정책 

및 인구와 자본의 재배치 정책을 분석한다. 

인구와 산업의 공간적 분포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부 

문별 지역별 구조분석을 행한다. 첫째， 국가가 주도한 투자 및 자원 배분활 

동의 부문별， 지역별 구조 추이를 분석한다. 둘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노동의 부문멸， 지역별 성장 추이를 분석한다. 셋째， 노동의 공간분 

화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분포 및 직업과 산업의 집중구 

조를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분석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정책이 공간구 

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발전에 따른 공간구조의 특성을 이해한다. 

구조분석의 대상이 되는 통계적 지표는 각종 경제인구 구조， 제조업 부가 

가치 및 고정자산，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산업별 · 직종별 노동력 구조 둥이 

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의 명균치(예: 지역별 명균소득)는 활용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설정하는 지역구분은 계획 공간단위 내지 행정공 

간 단위로서 공간단위의 내부적 동질성을 전제할 수 없는 까닭에 명균치 분 

석은 생태학적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끼 이 연구는 전국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범위의 광역성으로 인하여 분석 대상 지표를 공표된 통계 

자료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공간구조의 변화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주체에 대한 면접 및 설문 동은 채택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공간구조 변화의 기간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이다. 연구기간을 1960년대 이후부터로 설정한 것은 1962년부터 제 1 

12) Dunford , M. and Perrons , D. , 1984 , The arena of capital , Macmi l1 an , 

p.39. 
13) Gore , C. , 1984 , Regions in quest ion , Methuen ,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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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면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 

다.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지역단위로는 시 · 도 단위와 핀역단위를 주로 사 

용하였다. 권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인천직할시와 경기도를 의미)을 포 

괄하는 수도권; 충북， 충남， 및 대전이 속하는 충청권; 전북， 전남， 및 광 

주가 속하는 서남권; 경북， 대구， 부산， 경남이 속하는 동남권; 그리고 강원 

도와 제주도로 구분하였다. 수도권 분석에서 부분적으로 구 시 군 단위도 

활용하였다. 대단위 지역에 대한 한정된 공식적 통계자료는 복잡한 지역변 

화 과정을 단지 부분적으로 밖에 분석할 수 없으며 공간구조 형성요인을 직 

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행정구역 단위의 변동이나 정 

부통계의 분류방식 변동이 분석통계 지표의 일관성을 부분적으로 어렵게 하 

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자료들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가져온 공간구조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는 한계를 가진다l띠. 

이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자료는 자료의 원천에 따라 세가지 부문으로 나 

눌 수 있다. 첫째는 인구(노동력) 혹은 산업(자본)에 관련된 정부기관의 각 

종 공식 통계자료이다. 이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는 경제기획원(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 및 그 분석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보고서，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료 둥이 대 

표적이다. 둘째는 정부 및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한국의 경제 및 공 

간구조에 대한 통계 및 명가분석 자료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기업체총 

람과 국토개발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보고서， 그리고 그 명가분석 

및 연구보고서 둥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개별 연구자가 분석한 산업 및 노 

동에 관한 통계이다. 가능한한 1차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나， 원 자 

료를 분석 연구한 각종 논문의 자료도 연구목적 에 맞게 재구성 혹은 인용하 

기도 했다. 

14) Läpple , D. , and Hoogstraten , P. , 1980 , “ Remarks on the spatial 

structure of capitalist development: the case of the Netherlands ," in 

Carney , J. and Lewis , J. (eds) , Region in crisis , Croom Helm , London , 

p.141. 



6 저11 장 서론 

저13절 논문의 구성과 분석툴 

가.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문제제기와 

목적， 방법 및 자료， 그리고 분석틀에 관한 것이다. 제2장은 이 연구의 이 

론적 자원으로서 경제발전과 공간구조변화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이다. 본 

연구의 방향설정과 문제의식을 구성한다. 제3장은 한국 경제발전의 시대별 

특성과 경제정책에 대한 고찰이다. 제4장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유러한 공 

간구조 조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개입으로서 공간정책의 목표설정， 투자활 

동， 그리고 산업 입지 및 인구 재배치 정책을 분석한다. 제5장은 한국경제 

발전을 주도해 옹 산업인 제조업에 대하여 시대별 · 부문별 성장추세와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다. 제6장은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된 인구의 지역적 재 

배치 과정 내지 공간적 집중으로서 도시화 특성을 한국자본주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제7장은 새롭게 대두하는 공간구조 이해를 위한 노동의 

공간분화 추세를 분석 한다. 

나. 분석틀 

이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은 자본축적(경제성장) 과정이다. 경제성 

장은 축적의 제 조건을 재생산함으로써 유지된다. 자본축적 과정으로서 사 

회경제적 과정과 공간구조의 관련성은 자본축적에 영향하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 축적 조건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동의 공간분포 빛 공간분업을 

재구조화한다는 관점에서 인식된다. 

둘째， 재구조화 과정은 국가와 기업에 의하여 매개되거나 주도된다. 국 

가는 하부구조 투자 및 자원의 배분 동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경제활동에 개 

입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활동(정당 

화)을 통하여 자본축척의 경제적 정치적 조건 창출에 적극적으로 역할한다. 

기업은 투자과 조직의 부문적， 지리적 전환을 통해 축적을 확대한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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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직의 전환은 지리적으로 차별화된 기술 및 노동력과 하부구조를 활용한 

다. 따라서 공간 재구조화 수단은 국가의 공간정책과 기업의 입지전략으로 

나타난다. 

셋째， 재구조화의 결과로서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 및 자본과 노동의 공 

간적 집중 및 분산은 새로운 노동의 공간분화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차별적 

축적 조건을 활용하고 재편성함으로써， 사회적 지리적 집중과 분산을 축척 

구조에 내재화하고 강화한다. 즉 19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경제 

발전의 환경(축적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특정적인 공간 배치 

변화로서 새로운 공간구조가 대두된다. 변화된 산업 · 직 업구조와 공간구조 

는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발전 조건(축적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그림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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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한국 겹제발전과 콩간구조변화 분석툴 

사회경제적 과정 • _ ...................... →공간 구조 

경제발전 자본 · 노동의 공간구조 변화 

(자본축적 공간적 배치 및 분업구조) 

11 (축적 조건의 변화 ) 11 

(자본주의 과정 ) 재구조화(축적조건의 재생산)-→공간재구조화(공간분화) 

국 가 (부문정책) 

성장 지원 

정당화 

(공간적 정책) 

투자정책， 배분정책(자본， 노동) 

지역간 균형발전， 발전단계론 

걷L엎 | 투자 및 기업조직의 전환 입지(구상， 실행)의 집중 · 분산 

(자본집중， 조직 내부화 외부화) 공간척 집중과 분리 

호-동 l 노동의 기술적 사회적 분화 노동의 공간분화 

(재구조화) 산업 직업구조 

재펀성 

< > 새로운 
노동의 공간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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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저11 절 자본축적과 공간구조 

가. 공간구조와 사회적 과정 

공간구조는 공간이 사회경제적 그리고 자연적 과정의 작동과 산물로 조직 

화되고 내포되는 양식으로 정의된다}) 즉 인척 물적 요소가 이질적으로 지 

표공간상에 분포하면서 각 부문이 형태적 · 기능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척 정의를 넘어서， 지리학에서 공간구조에 대한 의미부여 

는 공간척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형성력으로 작용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변 

화해 왔다. 과거 환경결정론에서는 자연환경을 주요 형성과정으로 인식하였 

다 1950년대와 60년대 공간척 이론 정립을 지향하는 지리학자에게 공간구 

조는 순수한 ‘공간척 과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축 

공간구조는 사회가 공간척 요인(무엇보다도 거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간 

적 효율을 추구한 결과로 생성된 규칙적 공간패턴으로 설명된다. 이 경우 

다른 요소들은 국지적 요인으로 ‘순수한’ 구조를 교란하는 정도로 간주된다. 

따라서 공간구조는 공간적 효율을 추구하는 입지결정에 의한 명쾌한 단일 모 

델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2’-

구조주의 지리학자들은 공간구조를 사회척 내용으로 채우고자 한다. 그 

들은 공간구조를 ‘사회척 과정의 공간적 형태’로 정의한다. 이들에 의하면， 

순수한 ‘공간척인 과정’은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것’은 사회경제적 원인， 

법칙， 상호작용， 그리고 관련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척 구성의 공간 

적 형태’로 규정된다31 이 때 공간구조는 사회구조의 반영이거나 부수적 현 

1) Johnston , R. J. {eds }, 1986 , The Dict iO l1ury of Humu l1 Geogruphy , 2nd 

ed. , Basil Blackwell , pp.540-451. 

2) Morrill. R. L., 1970 , The sput iul orgu l1 izut iO l1 of society , 

California Wadsworth , p.20. 

3) “사회적 내용이 없는 공간척 과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 사회척 원인 법칙 상호작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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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경제학척 지리학자들은 자본주의 

척 사회관계와 공간구조사이의 본질적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공간분포와 지 

리적 분화로 나타나는 공간구조는 사회적 과정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적인 것은 단지 결과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과정의 설명의 

일부이다. 즉 공간구조는 장소 혹은 지역성， 지리적 이동과 분리에 의한 차 

별화 그러고 공간적 위계화를 통하여 사회적 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41 공간구조는 그 속에서 사회적 과정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뿐아니라 

그를 통해 사회적 생활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매체로서 이해된다. 곧 “사 

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계와 사회구조의 재생산은 공간에서 일어나며， 공간은 

그 본질을 규정한다 ”는 것이다SI 나아가 공간의 재구조화는 자본주의경제 

의 재구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은 자본주의 발전에 

“능동척 계기”로 표현되기도 한다61 

자본주의 경제발전이라는 사회적 과정과 공간적 발전 내지 공간구조 변화 

와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결쳐 진행된 

서구자본주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공간적 맥락으로서 공간 경제와 노동의 

공간분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본격화되었다71 비공간적인 사회적 과정과 

그 공간적 표현간에 존재하는 결정적 연관에 관한 분석이 노동의 공간분화에 

집중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자본측척 과정)을 형성하는 관건적 

메커니즘이 노동분엽이기 때문이다81 다시말해서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에 

관련성의 공간적 형태이다. "(Massey , D. , “ Introduction: geography 

matters , " in Massey , D. and Allen , J. (eds) , Geography matter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3.) 

4) Massey , D. and Allen , J. (eds) , 1984 , 앞의 책， pp.l-l 1. 

5) Massey , D. , 1984 , Spatial division of labour: social structure and 

geography of product ion , London: Macmillan , p.58. 

6) Harvey , D. , 1982 , The limits to capital , Basil Blackwell , Oxford , 

p.390. 

7) Cooke , P. , ‘Spatial development processes: organized or 

disorganized? ," in Thrift , N. and Wi l1 iams P. {eds }, 1987, Class and 

capital - the making of urban society , Routledge & Kegan Paul , London 

and N.Y. , pp.306-329 Massey , D. , 1984 , 앞의 책. 

8) Cooke , P. , 1983 , Theories of planning and spatial development , 

Hutchinson. , p.l04: Clark , G. , 1981 , “The Employment rel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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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축적조건을 재생산하기 위한 자본 재구조화는 자본들간의 관계변화와 

자본 대 노동의 관계변화로 표현되고， 이는 또 새로운 노동의 공간분화를 결 

과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관계와 그 공간구조의 본질적 연관은 노동의 

공간분화를 통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자본축적과 공간차별화 

신고천파 경제학에 기반한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은 발전된 지역에서부터 

저발전 지역으로 생산요소가 이동하거나 가치 · 제도가 전파됨으로써， 초과이 

윤을 얻을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간 균형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불균형발전론으로 알려진 Perroux의 성 

장극과 Hirschman 류의 성장거점론도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는 불명둥을 

증대시킨다는 특성이 있지만， 보다 발전한 단계에서는 감소된다는 균형을 향 

한 확산을 발전과정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불균동발전론자들은 자본의 확대 

재생산과정으로서 자본축적은 명균보다 높은 초과이윤(특별이윤)을 획득함으 

로써 가능하고， 이는 부문간 지역간 차별적 생산조건을 지속적으로 재창출하 

는 과정을 요구한다고 본다. 정상적 자본주의 경쟁은 부문간 지역간 이윤율 

균동화 경향을 보인다9) 즉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의 팽창은 부문과 지역에 

걸쳐 사회적 생산의 일반적 조건을 명준화함으로써 이윤율을 균동화하고 동 

질적 사회공간을 만드는 이윤율 균동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경향은 자 

본주의 발전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윤율 균동화와 생산조건의 공 

간적 동질화 경향은 자본주의 팽창을 최소화한다. 왜냐하면 모든 부문과 지 

spatial division of labor a hypothesis ," Annals of A. A. G. I Vo 1. 

71-3 , pp.412-424. 

9) “자본은 이윤율이 보다 낮은 부문에서 빠져나와 보다 높은 부문으로 옮겨 

갈 것이다. 이와같은 자본의 유출과 유입에 의해서 각 부문별로 자 

본이 분배됨으로써， 각 생산영역에서 평균이윤이 균일하게 된다. 끊임없 

는 불균동의 끊임없는 균동화는 1 ) 자본이 보다 더 이동척일수록， 2) 노동 

력이 더 신속하게 한 영역， 한 지점으로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으면 있을 

수록 더욱 급속하게 이루어 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동자들의 자본 

주의척 생산양식에로의 종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 Marx , K. , 자본 

3-1 , 이론과 실천， pp.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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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동일한 이윤율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균 

둥발전론자들은 자본의 확대재생산은 초과이윤을 얻어야 하며， 이는 부문간 

혹은 지역간 생산조건의 차별화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 점에 주목한다10) 

예를 들어 개별 기업이 기술적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대한 자신 

의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따라서 이윤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III 보다 

진보된 생산력의 집중은 노동력， 하부구조와 지대， 그리고 조세 동 생산조건 

의 지역적 차이를 활용하기 위한 생산단위 입지의 지리적 분산 및 새로운 노 

동의 공간분화와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입 

지 경향은 어펀 의미에서도 지역적 불명등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불명동의 형태내지 패턴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12l 

전통척 입지이론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공간적 균형화의 과정은 정치경제 

학척 관점에서는 자본축적 위기로 향하는 과정의 하나로 보여진다131 즉 자 

본주의 팽창이 가져오는 자본들간의 경쟁과정은 생산조건의 동질화에 따른 

이운율저하 경향을 보임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은 주기적 불황과 노동과의 계 

급갈둥이라는 위기에 직면한다. 따라서 위기는 자본의 축적 과정에 내재하 

는 기본적인 모순의 표출이다. 자본주의가 위기경향을 지닐 뿐아니라， 위기 

10) Harvey , D. (“The geopol i tics of capi tal ism" in Gregory , D. & Urry , 

J. (eds) , 1985 , Social relat ions and spat ial structures , Macmillan , 

pp.128-163. )는 자본축적과 불균동 지역발전의 내재적 연관을 ‘공간의 생 

산’ (비이동적 하부구조의 조성을 통한 생산조건 차별화)과 ‘공간에 대한 

지배’ (이미 달성된 차별적 생산조건과 고정자본의 투자가치를 방어하기 위 

한 지역적 계급연합 동) 개염을 통하여 제시한다. 

11) “우리는 자본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문제가 -그것이 기술적이든 지 

리적이든 궁극적으로 이윤율 수준에서의 격차에 의해 결정지워짐을 명심하 

여야 하는데 ... "(Mandel , E. , 1975 , Late capitalism 이 범구 옮김， 1985 , 

후기자본주의， 한마당， pp. 76. ) “이윤율 수준의 격차는 자본들의 경쟁과 

이러한 경주에서 뒤떨어지는 모든 기엽 분야 영역들은 그틀 자체의 잉여가 

치의 일부를 선두 주자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고 또한 무자비하게 흡수되 

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저발전된 기업 분야 영역 그러고 지역 

둥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과 같다. "(앞의 책， p. 85. ). 

12) Dunford , M. and Perrons , D. , 1984 , The arena of capital , Macmillan , 

p.358. 

13) Harvey , D. , 1982 , 앞의 책，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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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이라는 관점에 공통적으로 합의한다는 것이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륙성 

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표현이지 

만， 자본주의경제가 확대과정상에서 일시적 단절과 이 단절된 확대과정의 재 

복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체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141 자본주 

의 재구조화는 자본이 위기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 

도 고통스러운 생산 · 교환 · 분배 및 소비과정에서의 합리화를 강요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뭇에서 위기는， 자본주의가 경제적， 사회적 혁신과 새로운 

축척을 위해 자신을 질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하에서의 ‘비 

이성적 합리자(irrational rationalizers) ’이다151 따라서 자본축적의 위기 

를 분석하는 요점은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시도되는 적웅책과 제도적 재조직을 이해하는데 

있다161 

저12절 국가의 개입 

가. 국가의 경제적 개입 

자본주의국가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보장자이다. 자본주의 사회관계 

의 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 정치적 필요에 따른 국가행동과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공간적 과정이 구성되는 공간적 산물로서 공간구조가 발생한다m 자본 

14) 0 ’ Conner , J. , 1987 , The meaning 01 crise a theoretical 

introduct ion , Basil Blackwell: 김성국 역， 1990 , 현대자본주의 위기론， 

나남， pp.63-64. 

15) Harvey , D. , “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 in Dear , M. and Scott , A. (eds) , 1981 , Urbanizat ion and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 Methuen. 최병두 · 한지연 편역， 1989 , 

“자본주의 하의 도시과정:분석틀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한울， 

p.71. 

16) Wright , E. 0. , 1978 , C 1 ass , cr i se and t he st at e, London , New Left 

Books: 김왕배 · 박희 옮김， 1985, 국가와 계급구조， 화다， p.123. 

17) Clark , G.L. , and Dear M. (1984 , State apparatus-structure and 

language 01 legitimacy , Allen & Unwin , pp.I-6.)는 자본주의에서 국가 

및 공간에 관련된 문제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가자신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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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의 위기와 칼동은 국가의 경제개입에 의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중재된 

다. 공간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국가의 경제개입은 세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18) 첫째는 비공간적 정책으로 자본의 집중과 독점의 강화를 지원함으로 

에 위치한 사유재산제의 특정 유형에 자신의 논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 

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국가권위와 권력의 기본구조 속에 구체화된다. 자본 

주의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계 

속적인 생산 · 재생산을 위하여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분권화된 

생산과정과 시장거래， 그리고 분배에 침투한 축적과 순환의 문제점은 반드 

시 통제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현존의 권력 지배구조뿐 아니라 생 

산교환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사회화되는 계속적으로 재생가능한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중 어느것도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 국 

가는 제도가 위협받을 때 자신을 보호할 필수적인 정치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이런 필요에서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관계의 보장자로 

나타난다. 예컨대 국가는 가능한 곳에서 체제전반적에 걸쳐 합리적 자원 

배분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통망과 같은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직접적 투 

자에 의해 축적과정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주택， 부지 조성 동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재생산을 책임지기 위해 개입한다. 그렇게 함으로 

써 국가는 자신의 이익도 증진시킨다. 국가는 자기자신의 목적을 가진 하 

나의 제도이자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행동 및 사용자 ·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요약하면， 국가에 관한 문제틀은 두개의 주요 국면으로 구 

성된다. 즉 첫째는 분산화된 상품생산， 시장교환， 그러고 자본축적을 지 

속해야 할 필요에서부터 나온 경제적 책무(economic imperative) 이다. 

그리고 둘째는 계급에 기초한 잉여가치의 분할과 본질적으로 착취적인 일 

련의 생산관계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자신의 역할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 

에서 도출되는 정치적 책무(political imperative) 가 그것이다. 국가기능 

은 중앙， 지방， 도시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영토적 현상화와 관련된다. 

이러한 국가행동과 자본주의 하에서의 사회공간적 과정의 구성적 산물로서 

지리척 구조라는 하나의 개념이 생긴다 

18) Offe는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정잭을 국가통제하의 자원(토지 · 조세 · 강제 

력)을 재분배하는 배분(allocation) 활동과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양적 · 질 

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는 활동으로 구분한 

다(Offe. C. , “ Structural ploblems of the capi tal ist state," in Von 

Beyme( ed. ), 1974 , German Pol i tical Studies , Vo l. 1.; 한상진 편， 서규 

환 · 박영도 역， 1988 , 국가이론과 위기분석， 전예원). 한편 0 ’ Conne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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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의 격화로 인한 이윤율 저하경향에 대처하는 직접 

척 자본축척 지원정책이 있다. 국가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는 ‘성장산업틀’ 

을 확장시키며 동시에 후진척 부문들(광업， 농업， 중소공업)의 숫척 증가를 

보조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갈둥을 완화하고 국가개입을 정당화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다191 이러한 자본집중의 공간척 결과는 대 

기 업 이 주도하는 노동의 공간적 분화로 나타난다때. 둘째는 직 접 적 공간적 

국가의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비용으로 나눈다. 사 

회척 자본은 축적을 위하여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도로와 

산업공단 등에 대한 직접적 투자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사 

회적 보험과 같은 사회적 소비가 있다. 사회적 비용은 국가활동의 정당화 

기능으로 국방비나 복지서비스이다. 이 세가지 국가지출의 공간척 불명동 

에 대하여 국가는 금융적 · 기술적 중재(자본에 대한 정책금융， 운송 · 통신 

수단 개발)와 법적 중재(토지이용법， 지역개발계획)를 시도한다고 주장한 

다. (0 ’ Conner , J. , 1973 , The fiscal crise of the state , London , St 

James Press 김성국 역， 1990 , 현대자본주의 위기론， 나남). Lipietz는 

국가개입의 형태를 두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공간에서 가치법칙의 부채 

를 보완’하는 국가의 공간적 투자정책 (to make up for the lack of a ’ law 

of value in space) 이다. 이것는 명균이윤율 이상을 추구하는 사적 자본 

의 투자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법칙에 의한 투자가 행해지지 못하 

는 도로와 공항 및 항만시설뭉 집합적 건조환경에 대한 비이윤적 공공투자 

를 의미한다. 둘째， 자본축적에 부적절한 상태로 소유 · 이용되는 공간에 

자본주의적 논리를 부과하기 위하여 ‘재래의 공간’을 ‘계획된 공간’으로 

대체하는 토지 정 책이 다(Lipietz ， A. , 1980 , “The structuration of space , 

the problem of land , and spatial pol icy," in Carney , J. and Lewis , 

J. (eds) , Region in crisis , Croom Helm.). 

19) 요하임 히르쉬， “국가기구와 사회적 재생산: 부르조아 국가이론의 제 요 

소 " in Holloway & Picciotto(eds) , 1978 , State and capital: a marxist 

dabat e , Edward Arnold 김정현 역， 1985 , 국가와 자본， 청사신서 -29 ， 

pp. 97-167. 

20) Massey는 1960년대 후반이래 격화되는 국제경쟁에 대처하여， 국가지원에 

의한 영국의 자본통합이 노동의 공간분화를 재구조화하는데 미친 영향을 

전기 · 전자산업의 공간구조 변화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Massey , D. , “The 

UK. electrical engineer‘ ing and elctronics industries ," in Dear , M. 

and Scott , A. (eds) , 1981 , 앞의 잭， .: Massey , D. , 1984 ,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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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지는 정책이다. 국가는 하부구조 투자정책을 통하여 ‘생산의 물적 

조건 일반’을 창출하는 책임을 진다. 자본주의 재생산을 책임지는 국가는 

범세계척 경쟁중대에 따른 이윤율 저하에 대처하는 ‘반대 경향’으로 생산의 

사회척 조건을 재조직하는 성장정책을 수행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곧 교육 

과 정보서비스 증대 연구활동 보건 운송망 도시건설 및 에너지 보급 둥 이 

른바 사회간접자본 조성이 하부구조척 국가활동으로 정의된다2J) 하부구조에 

대한 공공투자는 막대한 투자비용 때문에 개별 자본으로는 불가능한 도로와 

항만 그리고 통신 동 유통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자본회전을 가속화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게 할 뿐 아니라 잉여자본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때. 셋째， 

국가는 지역계획을 통하여 ‘재래의 법적 공간’을 자본축적에 적합하게 ‘계획 

된 공간’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조직한다. 곧 자본주의 발전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됨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지역간 분엽구조를 조직하 

기 위하여， 국가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도시토지 정책과 취 

락의 계충적 조직화를 위한 정주체계 정책 둥 도시 · 지역계획을 시행한다때. 

21 ) 현대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 ’는 도로 · 항만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 

조를 넘어서 개별자본에 ‘외적인 일반적 생산조건’으로 폭넓게 정의되어야 

한다. 오늘날 자본의 축적과정이 점차 보다 많은 생산조건을 기업 외부로 

사회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정책은 자본의 집중을 지원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적인 생산조건을 제공하고， 노동생산성 

과 자본의 순환속도를 높이는 노동력 재생산의 기초 및 전제조건을 창조하 

는 하부구조척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Holloway & 
Picciotto(eds) , 1978 , 앞의 번역서， pp.143-152.) 

22) Lipietz , A. (1980 , 앞의 논문)는 국가의 하부구조 투자를 비이윤적 사업 

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공간에서 가치법칙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으로 표 

현한다. 또 Harvey (1 982 , 앞의 책)는 국가의 하부구조 투자가 노동과 자 

본의 잉여를 흡수하고 자본 회전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도래 

하는 자본주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공간적 조정( s pa t i a 1 f i x ) 

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23) Lipietz(1980 , 앞의 논문)는 축적에 부척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재래의 

법척 공간에 자본주의 논리를 부과하는 토지정책은 기존의 법적 토지이용 

권으로 보호해왔던 토지에 대한 법척 권리를 단순히 취소하는 토지수용에 

서부터 토지이용과 거래를 제한하는 장기정비지역 지정 둥 다양한 메커니 

즘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영국의 경우， 도시 · 지역계획의 

지배척 관심이 종래의 노동력 재생산에 관한 것에서 1970년대 경제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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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체계정책은 노동력의 공간재배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본축척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는 공간 분업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력을 

지리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일차척이지만， 장기적으로 지리적 집중은 노동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된다. 무차별척 집중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 

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정책 대안으로 공간적 천문화， 그러고 교외로 분산화 

동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지리척 집중이 있다. 이 새로운 집중정책은 정주 

체계를 계충적으로 조직하는 정책이다때.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포드주의적 축적체제하에서 사회보장적(복지 

부문) 하부구조에 대한 국가의 루자가 유례없이 증대함으로써，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세수 증대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선진자본주 

의 국가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이른바 유연적 축적체제에서， 국가는 공공지출 

을 삭감하고 국가의 경제척， 사회척 개입(국방과 법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은 

제외 )을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 었다. 따라서 국가는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사척 부문에 대한 사회척 · 재정척 지 

원 감축을 시도한다때. 

나. 공공정책의 위계 구분 

선진 자본주의 국가나 제3세계 신홍공업국을 막론하고， 오늘날 경제활동 

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보다 폭넓어지고 일상화되며 적극적이 되었다. 따라 

서 국가개입은 단순히 자본축적을 지원할 뿐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 국가의 경제적 개입으로서 공공정책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치면서 자본의 재생산과 순환에 보다 직접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한 

다(Cooke ， P. , 1983 , 앞의 책: 한국지리연구회 역， 현대인문지리학사전 

‘도시 및 지역계획’ 항목에서 재인용). 

24) Damitte , F. , “ The regional framework of monopoly exploitation: new 

problems and trends ," in Carney , J. and Lewis , J. (eds) , 1980 , 앞의 책， 

pp. 76-92. 

25) Benko , G. and Dunford , M. , “Structural change and the the spatial 

organization of productive system: an introduction," in Benko , G. and 

Dunford , M. (eds) , 1991, lndustri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 

London , Belhaben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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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정책과 사회척 형명 (equity)을 추구하는 분배정책 그리고 공간정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26l 이 세가지 정책영역간의 목표위계와 영향관계 인식은 국 

가개입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목적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일차적 

으로 경제성장(자본축적)을 지원한다. 그러나 국가는 보완적으로 사회계급 

간의 갈둥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장정책으로서 부문정책과 형명정책으로서 분배정책은 내적 갈동관계에 있 

으면서 위계적 관계에 있는데， 목표위계에서 부문정책이 지배적 위치에 있으 

며 분배정책은 보완적 위치에 있다'Dl 한면 공간정책은 부문정책의 목포인 

자본축적을지원하고 분배정책이 추구하는 형명성(정당화)제고를 위한 간접적 

수단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공간정책의 역할은 부문정책과 분배정책을 지원 

하는 것이다. 또 부문정책， 분배정책 그리고 공간정책은 상호영향적인 것으 

로 그 영향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다 

른 정책에 줄 수 있다. 한 영역의 명시적 정책은 다른 영역의 정책에 묵시 

적 정책으로서 계획되고 수행되며 명가되어야 하는데， 그 상호영향의 방향은 

정책위계상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의 영향관계가 지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공간구조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정책이 공간구조 

변화에 작용하는 방법과 한계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하여는 공간정책이 부 

문정책(성장정책) 특성에 보다 많은 묵시적 영향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인식 

26) Lim , G.C. , 1988 , “ Theory and taxonomy of setoral , distributional , 

and spatial Policies ," El1 viro11 1l1e l1 t a l1 d Pla l1l1 i l1 g C: Gover11 1l1e l1 t al1 d 

PO 1 i cy , V. 6, pp.225-236. Gore는 공간정책을 ‘영토내의 물척 하부구조 

와 인구 및 인간활동의 분포변화를 외표적으로 지향하는 국가의 개입’으로 

정의한다. (Gore , C. , 1984 , Regions in quest ion - space , develop1llent 

theory a l1 d regional policy , Methuen , p.242. 

27) 부문정책과 분배정책의 위계적 관계에 관하여는 자유주의자(1 iberal s)와 

급진주의자(radicals) 의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분배정책의 성격에 관하 

여 자유주의자들은 배분적 정의로 보는데 반하여， 급진주의자들은 자본주 

의하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당화 수단으로 따악한다. 또 자유주의자 

내부에서도 주류이론은 부문정책과 분배정책 관계를 성장과 형명의 교량척 

(trade of f) 관계로 파악하는데 반하여， 기본수요론자(basic needs 

approach)들은 양립가능한 관계로 본다. (Lim , G.C. , 1988 ,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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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발전추의 국가와 공간정책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개입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시장 

기구의 실꽤’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의 ‘조절’ 혹은 사회척 ‘약자’들이 생존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지원， 아니면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본축적의 

위기관리 혹은 자본주의척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발전’이 국가권력의 지향목 

표 그자체로 실천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권력의 사용목 

표가 ‘조절’이나 ‘보증’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개도 

국에서 국가권력 행사의 중심 목표로서 ‘발전’이 채택됨으로써， 국가의 개입 

분야는 전반적인 것으로 되었다. 국가행정 기구 내에 발전을 담당하는 기구 

가 설립되고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이 작성된다. 그리고 국가가 영향하는 모 

든 부문은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다. 따라서 발전목표는 국가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개입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된다. 이처럼 국가정책의 중 

심 목표가 사적 혹은 국가자본 축적을 주도하는데 있으면서 그 정책이 국민 

의 공통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국가를 이해하는데， ‘발 

전주의 국가(developmentalist state) ’ 라는 개넘이 유용하다. 

‘발전주의 국가’ 라는 사고는 Cardoso and Falletto(1979) 에 의해 제시되 

었다삐. 특히 개발도상국가 공간정책 특성과 관련하여， 발전주의 국가는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으로 재정의 될 수 있다29) 첫째는 국가개입의 기본적 성 

격에 관한 것이다. 발전주의 국가의 정부는 국가권력과 국가재정을 전면적 

으로 물질적 생산증대에 사용하고 사적 자본축적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그리고 이윤획득원칙에 운영되는 국·영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동 

한다. 둘째 특성은 국가의 국민지배에 권위를 부여하는 정당성 획득방식에 

관한 것이다. 발전주의국가의 정부는 권력의 정당화를 발전계획 속의 수사 

28) Cardoso , F. H. and Faletto , E. , 1979 ,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9) Gore , C. , 1984 , Regions in quest ion - space , development theory and 

regional policy , Methuen , pp.23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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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담화(rhethoric discourse)를 통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공통척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지배에 권위를 부여 받고 정부가 ‘국가발전’에 

노력한다고 설득한다. 특히 정부의 권력행사가 모든 국민들의 공통의 이해 

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성과는 국민척 국가발전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적， 국가적 자본축척을 통한 물질척 생산증대의 

이익은 척어도 단기척으로는 사회 집단과 지역간에 불공펑하게 분배되는 것 

이 거의 필연척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정당화 legitimation)를 얻는 문 

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일단 ‘국가발전’이 정부의 주된 역할로 적극 

적으로 채택되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가혹한 차별척 효과는 국 

민에게 자유로운 시장기구의 불행한 부작용으로 당연시 될 수 없다. 바로 

정부가 사회적 번영과 고통을 개인간 그리고 지역간에 배분하고 결정하는 주 

요 당사자로서 가시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주의 국가의 정책 형성은 정당성 위기와 복지지출로 인한 재 

정 위기 두가지 모두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III 정부는 사척 국가 

적 자본축적을 통하여 물질적 생산의 확대를 촉진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유 

지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억압을 통해 

서이다. 그러나 폭력적 탄압은 발전주의 국가의 일반적 측면이지만， 동의를 

구하는 폭력척 수단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다. 억압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발전계획 문서속의 수사적 담화(rhethoric 

discourse)나 실천적 행동을 통하는 것이 있다. 정부는 필수적으로 그 정책 

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필요’에 봉사한다고 주장하며， 발전 

계획서의 목적은 항상 이러한 탐화로 채워진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이고 중립적 기초의 도입은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장기적으 

로 교육체제를 통하여 발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발전주의 국가의 다수가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형태이 

든지 지역계획을 채택하는 이유의 하나는 ‘개도국’에서 보통 채택되는 지역 

정책의 목적 · 이념에서 쉽게 발견된다3\l 이들 발전계획 목표는 항상 명동주 

30) Gore , C. , 1984 , 앞의 책， pp. 246-247. 

31) 지역발전 계획의 목적은 지역간 격차， 도 · 농간 격차. 그러고 거대도시의 

인구성장율 감소로 인식된다(Gore ， C. , 1984 , 앞의 책， pp.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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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수사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거시경제적 부문척 발전정책 

이 공간적 차별화를 결과하는 ‘묵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특히 지역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간 발전격차 축소 혹은 ‘균형적 지역발전’은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진다32) 발전주의국가는 ‘명시척’으로 공간 

적 격차축소를 지역계획 목표로 공표함으로써， 정부가 ‘국가이익’에 봉사하 

고 있다는 신념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보다 깊은 수준에서 

끌어낼 수 있다. 분배정책이 사실상 배제된 가운데 성장위주의 부문정책 중 

심으로 공공정책이 집행되는 발전주의국가의 공간정책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수사척 강조는 국가가 제 사회계급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데 따른 사회적 갈 

동을 무마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지역계획의 명시적 목표가， 수사로서 뿐아니 

라， 실제적 · 동시적으로 사적 자본축적과 정당화에 기여하는 것은 ‘가능’하 

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전의 공간척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개입을 선언함 

으로써， 그 정책목표가 ‘국가이익’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발 

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척 자본축척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률어 빈 

곤 지역과 촌락에 대한 개발정책은 ‘특정한 지표로 표현되는’ 지역격차의 축 

소와 사적 자본축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뼈. 결국 공공정책의 

목표위계에 비추어 볼 때， 공간정책은 자본축척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정책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 물척 하부구조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표로 측정 

되는 지역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분배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때. 

32) Gore , C. , 1984 , 앞의 책， pp.212. 

33) 촌락개발 정책은 농업생산자들을 농산품의 상품화 퉁 ‘시장경제로 보다 

충분히 통합’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간 운송수단의 개선은 국민경제의 공 

간척 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빈곤지역 개발은 구매력증대를 통해서， 자본 

측척과 특정한 양척 지표로 측정되는 지역격차 완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 

다. 

34) 불균둥발전론자들은 이 경우 구식의 지역격차가 소멸하는 대신에 새로운 
내용의 지역격차가 나타난다고 본다(제 1 장 제 1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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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자본추의 발전과 공간구조의 번화 

가. 공간재구조화 

자본주의척 경제발전은 단순히 물질적 확대재생산으로서 자본축적과정만 

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지속적 심화와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의 재생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J5)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재구조화 개념이 축적조건을 재생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 공 

간척 재조직을 설명하는 데 중요시 되고 있다E 

공간재구조화의 의미는 이른바 재구조화 접근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관 

련하여 보다 폭넓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1970년대 후반이래 서구자 

본주의는 2차대전이래 정착되었던 경제적 · 정치적 구조와 비교해서 근본적으 

로 새로운 도정을 시작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371 재구조화 접근은 1970년 

대이후 서구자본주의 경제 구성부문간 관련의 질적 변화에 대한 네오막스주 

의 학자(Neo-Marxist)들의 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에서 출발했다. 오늘날 재 

구조화 접근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조직화와 그 경제활동의 공간적 패턴과의 

관련성 변화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연구방법이 되고 있다l!) 넓은 의미에서 

재구조화 접근법은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관련하여 다음 세가지 성격을 공유 

35) Hadjimichalis , C. , 1987 , Uneven development and regional ism-state , 

territory and class in Southern Europe , Croom Helm , p.53. 

36) 재구조화는 하나의 상태 흑은 조직 패턴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질적 변 

화를 가르킨다. 이 변화는 생산의 장에서 자본과 노동간의 잉여가치의 분 

배를 둘러싼 갈동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자본간의 경쟁조건틀을 통하여 전 

해지는 축적조건 변동에 대한 대웅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과 국가에 의 

하여 의도적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Lover、 ing ， J. , “ The 

restructuring debate ," in Peet , R. and Thri ft , N. (eds) , 1989 , New 

models in geography , Vol. 1, London , Unwin and Hyman , p. 198.). 

37) Scott , A. J. and Storper M. , "Production , work , territory: 

con temporary rea 1 i t i es and theoI‘ etical tasks ," in Scot t , A. J. and 

Storper M. (eds) , 1986 , Product ion , work , territory -The geographical 

anatomy o[ industrial capitalism , Boston , Allen & Unwin , p.3. 

38) Lovering , J. , 1989 , 앞의 논문， Pp. 1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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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빼.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존립근거는 축척에 있으며， 축적과정으로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역동성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과 균형개념보다 

생산조건의 균동화와 차별화가 모순적으로 전개되는 불균둥발전론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빼'. 둘째로 그들은 자본주의척 경제발전을 선형적 

설명툴(linear framework) 에 의존하기보다는， 상이한 생산양식내에서의 순환 

척이고 위기기원적 인 (cyclical and crisis-oriented) 변화형태라는 것에 합 

의한다4U. 셋째， 축적 조건으로서 부문간 지역간 차별척 생산조건의 창출은 

39) “전후의 지리학은 주류 신고전따 경제학과 밀접하고도 의문스러운 관련성 

을 가졌다. 가깝다는 것은 공간과학의 초기 모델의 다수가 완전경쟁이 라 

는 신고전파의 세계를 가정했다는 점이다. 즉 완전경쟁 속에 생산자와 소 

비자가 주체적 개인으로서 가격고정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교환은 부분적 혹은 일 반적 균형 을 유지 하기 위 하여 공급과 수요계 

획의 마찰없는 교차에 의하여 통제된다. 그러고 의문스럽다는 것은， 이것 

이 역사나 지리를 가지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완전’이나 

‘교란’이 개입되었을 때는 신고전따 경제학의 가정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 

이다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와 그 재구조화가 지방적 ·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공간경제에 반영되는 심각한 위기로 빠져듬에 따라， 자본주의의 역 

사지리학은 점점더 가시화되고 신고전파 대수(代數)의 신뢰성은 더욱더 불 

확실해졌다 1970년대 초기에 새로운 리더쉽이 지리학과 정치경제학간에 

서 형성되기 시착한다... . 정치경제학은 가정되는 개인보다는 사회척 관 

계를， 교환뿐아니라 생산의 영역을， 균형보다는 위기와 갈둥을 적절히 다 

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으로 민감하다. 리카르도와 

막스는 모두 18세기와 19세기 전환기에 산업혁명이 가져온 극적 변화를 인 

식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기본구조 

속에 있는 계기적 변형 (subsequent transformation) 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 

해왔다. "( Gregory , D, “ Areal differentiation and post-modern human 

geography," in Gregory D. and Wolford , R. (eds ), 1989 , Horizons in 

human geography , Macmillan , pp. 72-78. ) 

40) “불균뭉 발전의 논리는 생산 수준과 조건의 차별화와 동시에 균동화를 향 

하는 자본에 내재적인 대립적 경향으로부터 명확하게 도출된다. "(Smith , 

N. , 1984 , Uneven development-nature ,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 Basil Blackwell , x ili ) 

41) Bradbury , J. , “ The social and economic imperatives of restructuring: 

a geograph i c perspec t i ve," i n Kobayash i , A. and Mackenz i e , S. (eds) , 

1989 , Remaking human geogragaphy , Unwin Hyman,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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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구조화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친숙하면서 분석적인 개념은 노동의 

공간분화(spatial division of labour) 이다때. 이것은 생산에서 상이한 과업 

이 특정 입지에 있는 특정 집단에게 배치되는 방식을 말한다찌. 자본주의척 

노동분엽 양식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구조 

화는 노동과정 혹은 노동분업의 변화에 대한 함의를 가지거나 혹은 그것들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난다빼. 생산의 공간적 분산과 노동의 공간척 분화은 노 

동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추구하고 자본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재구조 

화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뼈. 재구조화 접근은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지역 

적 노동시장을 활용하는 기업전략을 강조하는 노동의 공간분화론， 상이한 축 

적체제(노동과정)간의 접합을 중시하는 조절이론， 부차적 생산양식의 접합에 

주목하는 생산양식접합론이 차이를 나타낸다삐. 

42} “우리의 일차척 관심은 고용 그리고 직접적 사회척 구조- 노동의 공간분 

화 속-에 있다. "( Massey , 1984 , 앞의 책， p. 9) 

43} Lovering , J. , 1989 , 앞의 논문， pp.199. 

44}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은 이윤추구에 의하여 지배되며， 이윤은 자본에 의 

한 노동의 지배로부터 일어난다. "(Lovering, J. , 1989 , "The 

restructuring debate" , in 앞의 논문 in New mode 1 s i n Geography , 

Vo l. l , p.198.; Johnston , R. J. (eds) , 1986 , The Dict ionary of Human 

Geography, Basil Blackwell. p.411. 

45) Clark , G. , 1981 , "The Employment relation and spatial division of 

labor a hypothesis ," Annals 01 A. A. G. , Vol. 71-3. pp.412-424. 

46) 노동의 공간분화론은 재구조화의 핵심을， 자본(기업)의 동일한 노동과정 

에 포섭된 노동의 공간척 조직방식(기업의 전략)으로 본다. (Massey , D. , 

1984 , 앞의 책 Scott , A. J. , 1988 , Metropolis , L. A. Univ. of 

California Press). 이에 반하여 조절이론은 조절양식으로서 노동과정의 

변화과정에서 상이한 노동과정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중첩관계로 본다 

(Lipietz , A. , “ Two social strategies in the production of new 

industrial spaces , " in Benko , G. , and Dunford , M. (eds) , 1991 , 

lndustri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 London , Belhaben). 그리 

고 생산양식 접합론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속에서 부차적 양식의 지역적 접 

합을 캉조한다(Gibson ， K. D. and Horvath , R. J. , 1983 , “ Aspects of a 

theory of transition with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 

Environment and Planning.D , Vol. 1,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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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자본의 재입지 

재구조화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나타내는 균동화 경향에 대한 매우 효과 

적인 반균동화 전략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정치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위 

기 해소책의 중심을 임금감소， 노동강화， 산업예비군의 확대 둥 노동시장 재 

조직에서 찾았다. 그러나 오늘날 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최근의 위기가 

초래한 재구조화의 중요한 특성은 고정자본을 포함한 생산자본의 재구조화과 

정이라고 주장한다때. 자본의 재구조화는 자본(자본주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쟁조건에 적웅하기 위하여 생산과 분배를 재조직화하는 방식이다. 자본의 

재구조화는 두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먼저 위기과정에서 취약한 자본을 

보다 생산적 자본이 매입， 흡수， 집중시키는 이른바 수동적 파괴를 통하여 

전체 경제의 효율과 이윤율을 상승시 킬 수 있다. 이 결과는 생산의 집중과 

집척， 곧 톡점의 강화이다빼 

다른 하나의 자본재구조화는 보다 공간적인 해결방식으로 산업의 지리적 

분산과 재입지화이다. 산업의 지리적 확산은 농촌지역의 주변적 노동력과 

농업을 산업화 · 자본화함으로써 광범한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 재 

입지는 국내척 차원에서 생산단위의 재입지와 세계적 차원에서 재입지 곧 생 

산외 국제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 생산의 집중과 집적으 

로 인한 규모의 확대는 입지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해결은 기존 입지에서의 

확장 곧 현지확장과 새로운 입지에 분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나뒤어 진 

다. 우선 현지확장이 좀더 단순하고 값싼 방식으로 보여진다. 재입지 방식 

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회 

피하여 새로운 경쟁조건에 가장 알맞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국가 

는 기업이 새로운 곳에 입지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 공간 

정책을 통해서 국가자신이 새 입지에 필요한 하부구조 비용이나 주요 투자비 

용의 입부를 부담함으로써 새로운 입지에서 생산설비가 건설되는 경향을 지 

원하거나， 혹은 재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대출 지원 및 조세경감 둥이 

사용된다. 이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로운 기업입지를 유인하기 위하 

여 경쟁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려 한다. 결국 국가는 기업의 입지 

47) 0 ’ Conner‘, J. , 1987; 김성국 역， 1990 , 앞의 책， p.84. 

48) 0 ’ Conner‘, J. , 1987; 김성국 역 I 1990, 앞의 책，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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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에 현지확장방식보다 이동과 재입지가 유리하도록， 하부구조와 재 

정지원을 통하여 ‘정책척 지원지역’에 입지를 지원한다쩨. 세계적 차원의 재 

입지 유형인 생산의 국제화는 1970년대이후 서구의 전통적 공업국가의 산업 

이 저임금과 같은 유리한 생산조건을 찾아서 주변부 국가로 이동한 신국제분 

업(新園際分業)이다%’. 이는 권위주의적이거나 군국주의적 경찰국가에 생산 

단위를 재입지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을 억압하여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자본의 재구조화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자본의 집중과 집척， 그 

리고 산업의 재입지화를 통한 새로운 생산조건 차별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물론 자본의 집척과 집중은 그 자체로 독점체의 재입지 능력을 증대시킴으로 

써 지리적으로 차별화된 생산조건을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상승적 효과를 

나타낸다. 

독점대기업의 생산단위 재입지는 필연적으로 기업내 노동의 공간분화를 

포함하는 경향이다. 기업조직의 확대는 노동의 공간적 분화를 촉진하는데， 

기업은 기능과 조직을 내부화하여 수직적 통합을 이루거나 외부화하는 수직 

적 분리(하청계열화)를 함으로서 생산단위의 지리적 분산과 집적이 나타난 

다. 기업은 노동의 사회적 · 기술적 분화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분업의 특정 부문을 기업내부에 수직적으로 통합한다. 연구 · 개 

발기능과 같이 시장구매가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부문은 외부거래 실왜에 대 

처하기 위하여 내부화된다. 곧 기업은 경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이거나 혹 

은 기업고유의 know-how와 기술적 보완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수직척 통 

합을 추구한다. 한편 기술적 보완성은 강하지만 포드주의적 공정으로 표준 

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대규모 공장들은 조직내에 남아 있으나 생산단위 

는 보다 저렴한 공장부지와 싼 노동력을 찾아서 본사와 분리된 분공장으로 

주변지역으로 원거리로 분산되어 재입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기업은 내부정보처리 능력과 효율적 경영의 한계로 내부거래 비용이 외부 

거래 비용을 초과할 때， 몇몇 기능을 외부화하는 수직적 분리를 추구한다. 

49) Dam i t te , F. , “ The regional framework of monopoly exploitation: new 

problems and trends ," in Carney , J. and Lewis , J. (eds) , 1980 , 앞의 책， 

pp.82-86. 
50) Froebel , F. , Heinrichs , J. and Kreye , 0. , 1980 , The new 

internat ional division of labour , Cambridge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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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기업은 다양한 소규모 제품을 생산하거나 최종 생산물 시장이 불확실하고 

고도로 경쟁척인 상품의 생산은 소규모 공장으로 하청을 준다. 또 분절된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고급노동력을 많이 고용하고 노조조직이 된 기업 

은 저임금 부분을 저임금과 비조직 노동자를 활용하는 업자에게 하청주기도 

한다. 한편 기업내부에 두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법률기능과 같 

은 고도로 전문화된 사업서비스와 인쇄업 동도 외부화된다. 나아가 기술적 

보완성이 약화되면서 노동과정이 단순화되고 생산품이 표준화된 부문도 수직 

적 분리를 통하여 외부화된다. 수직척 분리에 의하여 외부화된 소규모 공장 

과 기능은 외부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확고한 거래관계를 위해 원청 기업에 지 

리적으로 인접함으로써 공간집중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생산단위의 수직적 

통합과 분리가 나타내는 공간적 결과는， 한편에서 비통합 상태의 소규모 상 

호의존적 공장의 중심부 집적과 다른 한편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규모 표 

준화제품 생산단위의 주변부 분산 경향이다511 

전자산업은 재구조화과정에서 노동력의 지리적 차별성을 활용하는 대표적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곧 전자산업은 제품의 기술적 특성상 고도로 기술집 

약인 첨단장비에서부터 단순조립에 의한 대량생산 제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제품뿐만아니라 기업의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전자산업의 

규모는 거대한 다국적 · 다부문 제조회사에서부터 몇 사람이 관여하는 소규모 

기업에 걸쳐 있다 1970년대 이후 영국의 전자산업 재구조화에 대한 

Massey(1984) 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산업의 노동력 수요구조는 한변에서는 

탈숙련화와 노동자 감축，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노동자와 연구개발직 

노동의 증가로 노동력의 양극화 경향이 진행되었다52J 이에 따라 전자산업의 

입지 요인으로서 숙련노동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과학 · 기술노동자의 분포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대기업은 지리공간상에 차별적으로 분포하는 노동력의 

특성을 활용하여， 소유 · 통제기능과 직접 생산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고 

또 생산으로부터 연구기능을 분리 입지시킴으로써 결국 기업조직의 지역적 

위계화를 가져오는 노동의 공간분화를 발전시켰다. 이 위계의 바닥에 있는 

51) Scott , A. J. , 1988 , Met ropol ís , L. A. Univ. of California Press , 

pp.26-118. 

52) Massey , D. , 1984 , Spat ial divisioll of labour: social structure and 

geography of productioll , London , Macmi11an , pp.13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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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 기능은 저렴한 노동력(륙히 여성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도 

시핀에서 벗어난 지역과 소규모 도시， 혹은 제3세계의 자유무역지대로까지 

폭넓게 분산된다. 중간 단계는 기술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숙련된 육체노동 

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비중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다. 위계의 상충인 소 

유 · 통제와 연구 · 개발기능에 종사하는 기술 · 과학 노동자들은 능동적 입지 

요인이 되지만， 육체노동자들은 더이상 능동적 입지 요인이 아니다. 고급 

노동력은 생활환경의 쾌적성， 대면 접촉의 중요성에 따라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중심부에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다. 대기업의 상충 기능과 연 

구 · 개발 기능은， 정책적 지원 지역으로의 이동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고급 노동력을 찾아 중심부에 다시 집적한다. 한편 소 

규모 전자기업은 전문화되고 숙련노동력을 요구하는 경향이다. 단일 입지의 

소규모 회사는 숙련노동 분포지역으로 입지가 한정되며， 따라서 지리적으로 

집적하는 경향이다. 고급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특정한 전자산업의 공 

간척 집중을 상승적으로 다시 강화하는 경향이다떼 Massey는 재구조화 과정 

에서 나타난 전자산업의 공간조직 변화를 노동력 입지요인， 대기업의 위계 

척 조직분화와 생산단위의 공간분산，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중심부 집적현상 

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다. 서비스업의 독립적 성장 

자본주의 경제의 재구조화 과정으로서 자본의 재입지는 새로운 노동의 공 

간분화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 생산성의 발전은 노동분엽의 결과이지 

만， 다시 새로운 노동기능을 창출하고， 기능적 분화는 다시 사회적 분업으로 

발전한다. 특히 공업생산의 단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공간적으로 집척함 

에 따라 공업생산 가운데 부차적 기능으로 조직되었던 서비스 기능은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고 그들 자체의 입지패턴을 발전시킨다.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서 도시성장과 경제발전에 서비스 산업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비 

스 부문의 고용은 제조업 고용을 능가하고， 특히 정보부문은 장래에 독립된 

부문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뻐. 제조업부문에서 직접 생산직 고용이 점 

53) Massey , D. , 1984 , 앞의 책， p.153. 

54) Kellerman , A. , 1985, “ The evolution of service economies: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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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소되고 서비스 기능을 외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지 

역경제발전에 주요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551 

서비스산업은 매우 이질적으로 분류도 다양하다561 서비스산업 구분은 자 

본제적 경영이 지배척인 ‘근대적 서비스업’과 비자본제적 경영이 지배적인 

‘전통척 서비스업’으로 나누기도 하고m， 서비스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소비자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로 분류하기도 한다581 소비자들에게 직접 

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산업이 소비자서비스， 그리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에 필요한 중간 서비스나 중간 수요를 제공하는 것이 생산자서비스이다. 소 

비자서비스가 어떤 산업에 종사하던 간에 사척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임에 반 

해， 생산자서비스는 개인이 아닌 기업과 정부조직에 제공되지만 공개된 시장 

이나 조직 내부에서 상업척으로 교역되는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된다빼. 소비 

자서비스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 서비스업， 오락 및 문화 · 예술 서비스 

업， 미장원 뭉 개인서비스업 그리고 도 · 소매업까지도 포함한다. 생산자서 

geographical perspecti ve ," The Proffess iona 1 Geographer , Vo l. 37-2 , 

pp.133-143. 

55) Gillespie , A. E. and Green , A. E. , 1987 , “The changing geography of 

producer service employment in Bri tain," Reg iona 1 St ud'i es , Vo 1. 21, 

p.400. 

56)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서비스엽은 도 · 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및 

통산업，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분 

류는 정보산업， 기술용역업 둥 최근 새롭게 대두하는 서비스업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57) 서관모， 1987 , “산업부문별 취업구조 변화추세의 검토 현단계， 한울， 

p.79. 

58) Daniels , P. W. , 1985 , Service Industries: a geographical appraise , 

Methuen , pp.3-12: 김원경， 1991 , “사업서비스와 제조업의 연계-마산과 부 

산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pp.7-8에서 재 

인용. 

59) Producer Servi ces Worki ng Party , 1986 , “ Uneven development in the 

service ecocomy: understanding the location and role of producer 

services ," Insti tute of Bri tish Geographers , p.16 , Daniels , P. W. , 

1987 , "Producer-services research: a lengthening agenda , "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9 , p.5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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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일정한 수준의 자본주의 물질생산의 발전과 집중이 있는 후에 독립된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개발(R/D)기능 행정 경영， 마켓팅， 법척 서 

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서비스， 그리고 금융보험업이 대표적이다때. 근대적서 

비스란 위의 생산자서비스 외 운수， 창고，통신업과 사회， 공공 서비스를 추 

가한다61l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생산자서비스의 영향이 크다는 사례연구가 있다때. 

생산자서비스가 현대 선진국 경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기술척 집중(장거리 통신， 컴퓨터， 사무용 장비 동) : 경제전반에 

서 전문 지식 및 기술， 메켓팅 방법， 기업 통합과 흡수， 다변화와 같은 기업 

조직 변화 동에 대한 생산의 의존성 증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 

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 상대적 우월성은 최상의 지식과 혁신을 투입하 

는 데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국제무역의 팽창으 

로 점차 국제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생산자 서비스가 지역적 차원에서도 요구 

되는 현실 둥이 선진국 경제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고 본다때. 

생산자서비스업의 입지특성은 전국적 규모에서는 중심부 대도시권에 집중 

하고， 대도시권 내에서는 상대적 분산이 일어난다에. 생산자서비스는 서비스 

를 필요하는 회사 내부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리된 다른 회사에 

서 제공되는 외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 독립 연구서비스， 독 

립적 행정， 마켓팅， 법적 서비스 둥은 대기업 본사에의 접촉이점을 추구하여 

런던 대도시권에 집척하는 경향을 보였다삐. 생산자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부 

문에 비하여 보다 복합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나타내면서 공간적으로 집중한 

다.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수요 변화 속에서 주변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60) Massey , D. , 1984 , 앞의 책， pp.184-190. 

61 ) 서관모， 1987 , 앞의논문. 

62) Marshall , J. N. , 1982 , “ Linkages between manufacturing industry and 

business services ,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4 , 

pp.1523-1540. 

63) Daniels , P. W. , 1987 , “ Producer-services research: a lengthening 

agenda,"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9 , p.569. 

64) Gillespie , A. E. and Green , A. E. , 1987 , 앞의 논문， pp. 404-406. 

65) Massey , 1984 ,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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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 문제는 지역척 

차원에서 생산자서비스 공급을 질적， 가격척으로 얼마만큼 보장받는가이다. 

생산자서비스는 디자인， 시장조사， 품질관리 그리고 광고와 같은 부문에서 

뚜렷하게 기여하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질적 수준은 간접적으로 경쟁력 제고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업생산과 생산자서비스는 상호집중이 증 

대되고 있다때. 

지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핵심적 생산자서비스는 상이한 도시 

계충의 지역중심 도시에 적절히 배분되기 보다는， 제조업 본사가 입지하는 

거대도시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다. 지방에 입지하는 제조업에 대한 외부 

통제 정도는 상당부분 본사로 부터 공급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 

다. 고차적 생산자서비스가 공간적으로 대도시에 집중하고， 이 때문에 제조 

업의 공간적 집중 혹은 본사와 공장의 분리를 초래하는 동 제조업의 공간구 

조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집중을 촉진하는 상호 

강화 경향이 있다67l 

66) 0 ’ Farrell , P. N. & Hitchens , D. M. , 1990 , “ Producer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key conceptual issues of taxanomy and quality 

measurement ," Regional Studies , Vol. 24-2 , pp.165-168. 

67) Marshall , J. N. , 1982 ,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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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절 도시화와 노동의 공간분화 

가. 도시화 과정 

자본주의 공간구조 변화를 경제발전이 전개되는 지리척 과정으로 이해하 

기 위하여는， 자본축척의 요구가 노동분업을 지리적으로 재조직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곧 자본주의경제의 발전내용에 따라 변화하는 자본과 노동 

의 공간척 결합양식을 인식하는 것이 공간구조 이해에 핵심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관련을 파악하는 정치경제학척 새로운 관 

점은 비공간적 과정으로서 경제발전과 그 공간적 조직간 관련의 열쇠를 노동 

의 공간분화에서 찾는다. 노동분업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관건적 메커니즘 

이기 때문에 노동의 공간적 분화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공간구조 변화와의 결 

정척 연관(crucial connection)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삐. 

1960년대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공간구조 변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 과정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과정은 국가와 기 

업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진행된 재구조화가 아니다. 또 노동의 공간적 재조 

직화로서 도시-농촌의 2분법적 구조는 농촌의 천자본제적 생산관계와 도시의 

자본제적 생산관계가 결합되는 이질적 생산관계의 결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적 재구조화에 의한 공간구조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691 사실 재구조화 

접근의 특성은 노동의 공간분화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으며， 노동의 공간분 

화는 주로 천형적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문척 분화(산업 

간) 혹은 다공장 대기업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상기능(통제 · 감독)과 실 

행기능 간의 위계적 분화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재구조화 개념의 본질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업가 혹은 국가가 경제발전을 지속 

하기 위하여 자본-노동관계를 질척으로 재편성하는 데 있다701 따라서 재구 

68) Cooke , P. , 1983 , Theor ies of pla l1l1 i l1 g a l1 d spat ial developme l1 t , 

Hutchinson , p.I04. 

69) Lapple , D. and Hoogstraten , P. (eds) , 1980 , Regio l1 in crisis , Croom 

Helm: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지역분과 옳김， 1991 , 지역문제의 정치경제학， 

p.161. 

70) “분명히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부에서 일어난 주기적 위기의 결과는 자본 

주의의 몰락이나 사회주의 혹은 다른 생산양식으로 전환을 전형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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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부에서 부차적 생산양식 (sub-mode of 

production) 간의 이전 (transition) 즉 과도기적 · 경쟁적 · 독점적， 그러고 

범세계적인 생산양식으로 이천한다는 축척조건 변화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 

다1D 원시적 자본축척과 관련되는 도시화과정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 

척인 가운데 부차척 양식들간의 이전척 형태 (transitional form)의 하나로 

서 , 초기의 과도기 척 재구조화(initial transitional restucturings) 가 발전 

된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구조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형의 하나로 포함된다TD 

축적조건의 변화에 대웅하여 자본은 새로운 노동과정의 도입과 자본의 노 

동에 대한 지배양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첫째， 과도기적 · 경쟁적 양식하에 

서는 외부 비자본주의적 부문으로부터 비차별화된 잉여노동 인구 즉 산업예 

비군의 추가척 투입이 자본주의 부문에 고용된 모든 노동력에 임금절하 압력 

여주지 않았다. 그대신 경제적 위기는 자본주의의 착취적 사회관계를 무 

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구조 및 상부구조 수준 양쪽에서 사회 

를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계급투쟁이 이 과정에서 자본주 

의척 힘들이 재펀성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우리 

는 위기가 가져오는 두가지 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부르조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양식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 

동자계급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양식을 혁명적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밑 

줄은 필자， Gibson , K.D. and Horvath , R.J. , 1983, “ Aspects of a theory 

of transition with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Environment 

and PZanning D: Society and Space , Vol.1 , pp.126-127.) 

71) Gibson , K.D. and Horvath , R.J. , 1983, 앞의 논문， pp.123-138. 

72) Gibson , K.D. and Horvath , R.J. {1983 , 앞의 논문)는 현대자본주의의 변 

화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생산양식 추상수준을 자본주의 생산양식 아래 수 

준의 부차적 생산양식에서의 구조적 이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형인 부차적 생산양식 (sub-mode 

o f produc ti on )의 이행 즉 과도기적， 경쟁적， 독점적， 그리고 범세계척 양 

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발전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자본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 내부에서 자본-노동관계와 자본-자본관계를 보다 발전된 부차척 생산 

양식으로 재구조화한다. 이러한 생산양식의 변형은 천 시기의 조건을 전 

면척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과 새로운 부차적 양식이 공존 

하면서 종속， 지배， 혹은 비간섭척 관계에 의하여 접합되는 복합척 패턴으 

로 전개된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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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는 단계이며 지배적 노동과정은 단순 혹은 진보된 협업이다. 이 

단계는 Litpietz가 말하는 외향적 접합 단계이다때. 이 단계에서는 사회구성 

체의 접합 측 지배적인 생산양식인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종속적인 

생산양식인 소상품 생산， 가내 생산 등과의 결합의 접합(articulati on of 

combination) 이 나타난다. 도시에 입지한 지배적인 생산양식인 자본주의는 

농촌의 종속적 생산양식에 대하여 노동력의 저수지 역할을 부여하고， 농촌에 

서 도시로의 가치이전을 포함하는 부뭉가교환을 발생시키며， 그리고 상품판 

매와 투자 대상지로 삼게 된다고 주장된다. 자본주의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자본의 확대재생산이나 잉여가치 축적은 더 많은 노동력의 투입에 의존한다. 

이 단계에서 노동의 공급은 주로 비자본주의 생산양식 부문 즉 전통적 소농 

경제에서 풍부하게 공급되는 잉여노동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시기 노동의 

산업적 전환은 전통적 생산부문으로서 농업 노동력이 근대적 자본제적 생산 

부문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농업 노동력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농촌인 

구의 도시로의 공간적 이동과 밀접히 관련된다. 더욱더 많은 사람을 생산과 

정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계속하게 하는 이 방식은 신규 노동력 개발의 

상대적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노동의 공간분화는 전 

자본주의적 농촌과 자본주의적 도시의 분화로서 도시화에 의한 ‘ 1 차적 공간 

분화’ 라고 부를 수 있다7씨. 

나. 노동의 공간 분화 

독점적 생산양식하에서 노동분엽은 차별화되고 분절된 노동력으로 조직되 

는 단계이다. 한편에서는 가장 ‘주변적인’ 노동자에게 여전히 산업예비군 

메커니즘이 작용하지만， 다른 편의 노동자 집단은 노동조합 동으로 조직화된 

자들을 포함하여 보다 훈련된 노동자들로 노동시장은 분절화된다. 이 단계 

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노동과정이 도입되고 독점 대기업과 경쟁척 하청 

기업간의 접합이 있다. 또 노동과정과 자본의 가치실현과정의 지리적 분리 

73} Lipietz , A. , 1980 , 앞의 논문. 

74) Dunford , M. and Perrons , D. (1984 , The arena o[ capital , Macmillan , 

pp.235-241. )는 막스의 노동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의 개념에 의거 

하여 노동의 공간분화를 2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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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중심지역은 직접 생산기능과 지리적으 

로 분리되어 독자적 활동을 전개하는 금융 및 혁신 · 연구기능의 중심지로서 

자기중심적 축척을 행하는데 비하여， 종속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은 수출부문 

에 의존하는 외향적 축척모델로 특정지워진다. 

이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잉여가치중대 방법은 집약척 축적 혹은 자본 

심화(고정자본 비중과 상대척 잉여가치를 중대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다. 이 경우 총고용 증가는 사회적 자본의 집척보다 럴 급격하며 노동력 부 

족은 덜 일어난다. 경쟁의 강화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초래하고 독점화를 진행시킨다. 거대기업은 

생산성 증대(잉여가치 증대) 방법으로 기계화 원리 위에 구축된 과학적 관리 

와 반자동조립라인으로 표현되는 포드주의 생산과정을 도입한다. 이 시기 

생산의 공간구조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업내 공간분화이다. 즉 대기엽의 

대규모 중화학공업 생산단위는 대도시 본사로부터 분리되어 하부구조가 충실 

하고 집척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지방공단으로 분산된다. 

생산과정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포드주의적 단계에서 자본이 노동과정 자 

체를 재조직하기 위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의 

한 독점화，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의 분리， 관리의 중요성 강화는 이른바 화이 

트칼라라고 부르는 사무실 내지 관리감독 노동자를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 

면에는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로 차별화가 분명해진다. 이 단계 

노동의 공간분화는 농업과 공업의 분화와 같은 산업간 분화 뿐 아니라 기업 

조직 내의 위계적 직무에 의한 분화가 증대되기 시작하며， 그것이 점차 중요 

성을 더해간다. 이러한 노동과정의 분화에 의한 공간분화를 앞의 도시화 혹 

은 산업 별 공간 분화와 구분하여 ‘ 2차적 공간분화’ 라고 부를 수 있다. 

다. 새로운 공간구조 대두 

최근의 세계자본주의 국면은 일국적 독점자본의 지배적 위치 침식과 이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범세계적 자본주의 양식의 대두이다. 이 세부적 생 

산양식하에서는 세계적 기반에서 교차부문척 사업영역(예 금융자본의 생산자 

본 지배)을 가진 초국가척 기업복합체가 지배척 자본으로 대두된다. 이 단 

계에서는 고도로 이동성을 가진 대자본에 의하여 생산의 국제척 · 국내척 재 



36 저14 절 도시화와 노동의 공간분화 

배치가 이루어지고 노동력은 주변화된다751 

최근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재구조화와 그 공간적 함의에 대하여는 조절학 

파의 분석이 장점을 보여 주고 있다761 ‘조절학파’의 접근은 최근의 재구조 

화가 결과한 공간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곧 a) 첨단기술 단지의 

공간척 집적 b) 새로운 형태의 산업조직 및 기업 통합과정(예를들어， 병합 

인수 합작， 및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합작과 협동， 그리고 기술척 사회적 공 

간적 조직화에서 비롯된 질적 변화가 수반하는 생산과정의 수직적 분해; 이 

결과로 대두하는 c) 유연적 생산 지구들(유연적 전문화 지역들은 유례없는 

성장율과 위기경향에 대하여 괄목할만한 척웅력을 보였다): d)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사척， 공적 부문에서 소수의 지역과 산업에 집중 e) 

첨단기술 생산부문에서의 생산， 고용， 판매량의 대폭적 성장(그러나 소수 지 

역에 공간적으로 집중되며 더우기 이 성장은 고도로 순환적인 호황에 의존척 

이다. ): f) 엔지니어링， 과학 및 기술적 일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증가 g) 

국가개입의 특성 (국가의 투자알선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결정척 영향을 

미친다. ): h) 고도로 분화된 기능적 직무구조가 사회적 질적분화로 전환되 

는 경향 i ) 저숙련， 불안정， 바닥활동(식품， 개인서비스， 소매， 저수준 행 

정서비스)에서부터 고도의 ‘고기술’ 서비스〈사업서비스， 컨설탄트， 금융보험 

서비스 뭉〉에 이르는 서비스활동의 폭넓은 성장: 그리고 ‘고기술’ 서버스 

(예: 생산자 서비스)의 대도시지역 웅칩과 보다 표준화된 서비스 활동의 공 

간적 확산이 특정이다. 

한편 노동의 공간분화론은 최근의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대기업을 중심으 

로 하는 기업입지 변화의 영향을 강조한다m 곧 a) 자본은 단위 규모가 커 

짐에 따라， 이들 대 회사의 투자 결정이 공간 패턴에서 점점더 중심척 역할 

을 수행한다. b) 경쟁의 패턴이 세계적인 변화에서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가 

운데， 기업들은 생산을 재구조화한다. 이 이 재구조화는 구상과 실행 기능 

간에 보다 큰 분리를 내용으로 한다. d) 이 활동의 분리는 점점더 공간적으 

75) Gibson , K.D. and Horvath , R.J. , 1983 , 앞의 논문. 

76) Moulaert , F. and Swyngedouw , E. A. , 1989 , “ A Regulation approach to 

the geography of flexible production systems , "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 Vol. 7, pp.327-345. 

77) Lovering , J. , 1989 , 앞의 논문，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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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영된다. 기초적 조립과 반숙련을 요구하는 생산활동은 주변부에， 그러 

고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을 포함하는 생산부문은 도시연담 지역에 배치되는 

경향이다. 통제기능과 연구/개발은 수도핀 대도시지역으로 한정된다 e) 

이 새로운 노동분화가 과거의 노동분화에 의해서 형성된 지리위에 포개 진 

다. 이 결합효과의 결과가 생산의 사회적 관계속에 고도로 특수한 지역패턴 

을 발생시킨다. f) 이러한 효과들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변화가 보다 광범한 

투자 패턴에 환류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적 

꽤턴은 축적의 결과인 동시에， 축적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범세계적 공간분업 체제하에서 대기업이 중심이 된 공간재구조화가 대두 

시킨 새로운 공간구조의 특정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세 

계자본주의의 ‘수직적 분업 심화’는 노동에서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의 공간적 

분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구상기능 내부에서 다시 위계척 분화과정을 수반 

한다는 점이다. 곧 최근 고용구조에서 사무관련직과 연구직 및 생산자서비 

스의 급성장은 다시 사무관련직 내부의 위계적 공간분화와 연구직의 생산현 

장으로부터 분리 및 대도시권 집중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임금 직종의 

공간분산과 고임 노동력의 공간집중을 결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뼈. 둘째， 

대기업 본사 및 중추관리기능의 중심부 집적이 강화되고 대기업 생산단위는 

주변부로 분산되는 경향이다. 고위직이 수행하는 중추관리기능은 고위충간 

의 대면(對面)접촉과 웅집적인 복합적 접촉망 유지를 위해 중심부에 집척하 

는 반면， 중심부에 머물게되어 고 임금과 고액 지대 둥을 추가로 부탐할 수 

없으면서 분산가능한 기능은 지방으로 이전된다째. 셋째， 새로운 공간구조로 

서 ‘신산업공간’ 내지 ‘체제적 지역’이 거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두한다. 

새롭게 대두되는 공간구조는 포드주의적 생산과정에 기초한 기존의 공업 

지역이 쇠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업지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신산업 공간(New lndustrial Space)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공업지역은 강한 

노동의 사회적 분업， 중소기엽의 확산， 현저한 생산의 재웅집에 기초를 두고 

78) Massey는 영국에서 고위직은 런던과 동남부에 남기고 , 보다 저 임금과 

낮은 지위의 단순 사무직을 분산시키는 사무관련직 내부의 공간분화 방식 

을 사기업 뿐아니라 중앙정부의 많은 부서에서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Massey ， 1984 , 앞의 책， p. 190. ). 

79) Massey , D. , 1984 , 앞의 책 ,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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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본주의 축척의 대체적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1 )과거 

포드주의척 산업화 지역과는 다른 선택된 지역에서 생산의 공간적 재웅집을 

나타낸다뻐. 2)이는 조직과 생산에서 유연적 적웅을 특정으로하는 기술산업 

의 중심지로 표현된다. 이 지역에서 고용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활 

용하여， 한편에서는 숙련된 관리 및 기술노동자로 구성되며， 다른 한편에서 

는 여성노동력과 같은 비조직적이고 순웅척인 고용구조로 양극화된다. 3)사 

무 · 사업서비스 활동은 선택된 교외 지역과 메트로폴리탄의 CBD에서 급성장 

하는데， 이곳은 화이트칼라 노동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입지 웅집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웅집과 성장의 자기강화 논리 (self-reinforcing logic of 

agglomeration and growth) 에 의하여 팽창하는 지역이다81) 여기서 기업 조 

직의 확대와 수축은 두가지 기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산출의 규 

모 즉 양이다. 다른 하나는 일련의 분업화되는 기능이다. 이 분업화되는 

기능은 기업조직 내부화 혹은 외부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일차적으 

로 내적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를 추구하고， 이차적으로 내적 범위 

의 경제 (economy of scope)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업조직을 수직적으로 통합 

하거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유연적 적응을 한다때. 

1980년대 한국에서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구조는， 조절학파의 시각에 

서， 포드주의적 경직성과 후기 포드주의적 유연성의 흔재 내지 접합 현상인 

후기 주변부 포드주의로 파악되기도 한다삐. 고전적인 포드주의 산업조직은 

기엽내부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의 공간적 분리에 의하여 생산단위의 분산을 

특정으로 한다. 분산된 공장은 표준화된 상품을 반자동 조립라인에 의하여 

대량생산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그려나 후기 포드주의 산업조 

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같은 전략적 기능은 수직적으로 내부에 

80) Scott는 신산업 공간이 노동조직이 강한 전통적 산업지역과 분리된 곳으 

로 산엽화의 전통이 없는 곳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Scott ， A. J. , 

1988 , New industrial space - flexible production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 Pion 

Limited , London). 

81) Scott , A. J. , 1988 , 앞의 잭， pp.11-16. 

82) Scott , A. J. , 1988 , 앞의 책， p.18. 

83)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1 , “후기 주변부 포드주의 지역 재구조화 자본 

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한울， pp. 113 - 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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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한 채， 천문적 생산자서비스 기능과는 수직적 분산을， 부품생산 중소기 

업과는 하청계열화 동에 의한 ‘수직적 준통합 관계 (vertica1 near 

integration) ’를 형성한다. 이 새로운 연관속에는 기업단위를 뿐만아니라 

대학， 조합， 지방행정기관틀과의 다양한 동반적 관계가 고밀도 망으로 형성 

된다. 따라서 후기포드주의의 특색은 공간척 집중이다. 공간적으로 웅집된 

연계망 속에서 대기업은 분업관계의 조직 내부화와 외부화를 동시 진행함으 

로써 ‘규모의 경제’ 뿐아니라 생산단위와 고용구조 범위를 다양화하는 ‘범위 

의 경제’를 추구한다. 이러한 유연적 축척의 새로운 지역은 거대도시를 중 

심으로 형성되는데， 이 공간적 복합체를 ‘체제적 지역 (system area) ’으로 부 

른다뼈. 조절론자들은 1980년대 수도권 성장을 이러한 체제적 지역의 대두로 

인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삐. 

Scott의 신산업 공간과 조철학파의 처l제적 지역은 유연적 축적과 관련하 

여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것틀은 1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간 수직적 분리 

내지 수직적 준통합이라는 조직적 유연성의 강조이다삐. 2)이러한 생산단위 

와 관련 단체의 유기적 연관체제가 거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웅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 ‘유연성’의 핵심은 기술적 혁신에 의하여 유발되는 생산조직의 

유연성 뿐만아니라， 포드주의의 경직된 고용관계를 탈피한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조직의 수직척 분리 

를 통한 이중 노동시장의 활용과 파트타임 노동 · 임시고용 동 노동시장의 불 

안정성 확대， 그리고 노동시장 규모의 거대화를 통한 집적 이점을 통해 추구 

된다삐. 

1980년대 한국에서 대두되는 공간구조는 위에서 검토한 구상과 실행의 공 

84) Leborgne , D. and Lipietz , A. , “ Two social strategies in the 

production of new industrial space," in Benko , G. , and Dunford , M. 

(eds) , 1991 , 앞의 책， pp.27-50. 

85)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1, 앞의 논문. 

86)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 1， 앞의 논문. p.233)는 한국 후기 주변부포드주 

의의 특성이 기술내적 유연성제고보다는 기업관계의 유연성제고와 같은 기 

술외적 조건의 개량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87) Scott , A. J. , 1988 , “ Flexible production systems and regiona1 

developments ," lnternational Journal 01 Urban and Regional Research , 
Vo1. 12-2 ,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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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분리강화， 대기업 본사동 중추관리 기능의 중심부 집척과 대규모 생산 

단위의 주변부 분산， 그리고 신산업 공간 내지 체제적 지역의 동장이라는 이 

론척 툴을 통하여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조철학파 

의 관점은 1980년대 후반의 한국공간구조를 개념적 수준에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포섭밀도의 차이에 따라 3계층 지역이 중첩적으로 포개어진 형태로 제 

시하였다. 즉 체제척 지역(예: 수도권)은 독점자본의 첨단 구상활동으로부 

터 첨단제품의 생산과 유통이 완결지워지는 깊은 분업관련 체계의 공간척 웅 

집구조로， 신포드주의 지역(예: 동남권)은 대기업의 분공장과 하청기업간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엮어진 공간집락으로， 신테일러 지역(예: 서남권)은 노 

동집약적 생산조직으로 각각 정의된다뻐 

한편 최근의 수도권의 산업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 내의 심화된 

분업체제를 강조한다891 즉 한국에서 노동의 공간분화는 1970년에 국가주도 

하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서울 본사와 주로 동남권에 재입지한 생산단위 

간의 분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국가의 역할에 부가하여 기업 

전략과 지역적 특성이 노동의 공간분화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의 공간분화를 심화시켰다 1980년대 기엽의 입지전략은 서울에는 본사 

와 기술적 서비스를 집중시키고， 기술 노동자 공급 및 연구-개발 중심과 기 

술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유리한 수도권에 소규모 첨단산업을 집적시키는 유 

연적 전문화에 의한 분업체계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된다. 한편 지방에 

는 비첨단산업 부문과 대량생산체제의 분공장이 입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경제발전과 관련된 한국의 공간구조 이해는 80년대 산업재 

구조화의 특성， 국가개입 양식의 변화， 그리고 지역적 노동력의 특성 및 기 

업의 입지전략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88)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1 , 앞의 논문， pp.242-244. 

89) S.O. Park , 1993 , “ lndustrial restructuring and spatial divusion of 

kabor: case of Seoul metropol i tan region , the Republ ic of Korea ,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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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절 한국 경제성장의 룩성 

1962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1990년까지 한국경제는 연명균 8.6% 

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표3- 1. 1)).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명가는 관 

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현상적 측면에 관하여는 다음의 공통점이 있 

다. 첫째는 ‘압축성장’이라고 표현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신흥공업국으 

로 발전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러한 경제성장이 강력한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셋째는 수출(해외수요)에 의한 대외지향적 공업화와 

산업부문간 불균둥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점 퉁이다1) 

가. 국가주도의 대외지향적 압축성장 

한국은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하여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구조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국제화를 진전시키며 생산성을 향상하여 1 

인당소득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압축된 형태로 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경제성장은 ‘압축성장’으로 표현된다 

2) 이러한 ‘압축성장’은 강력한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라는 것이 두드러진 

1 ) “우리 경제의 개발역사는 60년대 초 이래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30년， 즉 한 세대를 지나고 있으며， 지난 30년동안 

이른바 「압축성장」이라고 표현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에서 주목받 

는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 

은 국내적으로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기업의 왕성한 투자 

의욕， 그리고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시책에 기인하며，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을 보장해 온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체제 뭉 세계교 

역질서와 자본 및 기술도입이 용이하였던 국제환경도 우리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 (대한민국정부， 1992 , 제 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p. 10. ) 

2) 조순(1988 )은 지난 40년동안 한국경제의 발전을 “후발 자본주의경제의 톨흩 

縮成長過程의 유형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지니는 구조적인 특정은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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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충의 하나이다. 한국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직접 담당하였고， 

민간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공업화를 추진하였는데， 처음에는 경공업 분야에 

있어서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지향하였다가 이 분야의 성숙과 

동시에 중화학 분야의 수출 및 수입대체산업으로 진입하도록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3) 

〈표 3-1. 1> 산엽별 성작융(부가가치 기준 L ( 단위%) 

계획기간 | 경제성장율| 농림어업| 고。↓그 。l 。t1j SOC. 기타 

1961-66 7.7 6.3 13.5 6.6 
1967-71 9.6 1. 5 19.8 12.4 
1972-76 9.7 6.2 18.1 8.3 
1977-81 6.1 0.2 10.3 4.2 
1982-86 9.8 4.4 12.5 8.4 
1987-90 10.3 -0.9 10.7 12.2 

자료: 한국은행， 1967 , 1984; 국민소득계정， 통계청， 1991 주요경제지표 

한국은 외향적 개발전략이 성공한 중진국가운데 성공적인 모델로 개발경 

제학에서 펑가되기도 하는데， ‘구조조정 모델로서 한국모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4)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향척 개발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이 

1970년대와 80년대 초 석유위기와 세계적 불황 · 금리 동 2번의 외적 충격을 

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결과”로 인식하였다(조순， 1988 , “한국경 

제발전40년: 그 특성과 문제점 한국의 경제발전: 명가와 새구상， 서울대 

학교 경제연구소， p. 2. ). 배무기(1 985 )는 한국경제가 농업중심에서 비농 

업 산업구조로의 구조전환을 매우 단기간에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일본보다 

도 “더 압축적 과정 (more compressed process)"을 경험하였다고 주장한다 

(Moo-Ki Bai , 1985 , “ Comparision of turning points in the economies of 

Korea and Japan," Social and Pol icy Researh , The Institution of 

Socia1 Science , Seou1 Nationa1 University.). 

3) 조순， 1988 , 앞의 논문， p.19; 1991,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한국의 경 

제발전: 명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기념심포지움. 

4) 績所秀紀， 1991 , 開發簡濟學-形成과 展開， , 法政大學出版局， PP.1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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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러한 2차의 외적 충격에 대하여 한국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대웅 

하였다. 즉 1970년대의 충격에 대하여는 외국차관에 의존한 중화학공업화 

추진로선(成長第一主養的 對廳)으로 정책전환하고 수출촉진책율 계속하는 팽 

창척 정책으로 대웅하였다. 한편 1980년대 초의 충격에는 고전적인 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자유화로선을 채용하여， 긴축적 수요관리 및 임금억제 

둥 소득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른바 ‘성장지향적 구조조정’의 모델 

케이스로 되었다. 한국에서 ‘성장지향적 구조조정’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가 

수출에 유리한 인센티브 형성， 실질 환율 절하정책， 그러고 저임금정책 유지 

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 

제경쟁력 유지를 지상과제로 하는데， 이는 외환정책뿐아니라 저임금구조를 

강요하고 국가에 의한 노동운동 탄업이 가능한 국내정치적 기초로서 강력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자연자원이 빈약하며， 국내시장이 좁고， 교육받은 저임금 노 

동자들이 존재하는 나라의 공업화에는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명가된다Sl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에 22.6%였으나 1990년에 65. 7%에 이르고 있다((표3- 1. 2)). 이는 지 

난 30년간의 경제발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공업부문의 발전은 해외수요의 

꾸준한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원적 축적은 1950년대에는 원조 

에， 그리고 60년대에는 차관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국내에 기술축적 

과 자본축적이 빈약하던 당시 자본과 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것은 시원 

적 축척에 불가결한 일이었다 1960년대 이후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공엽화전략을 추진한 이후 한국의 총투자와 국내 자본 구성추이는 우선 투자 

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표3- 1. 3)). 

5) 績所秀紀(1 991 ， 앞의 책)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전략으로서 한국모델과 인 

도모델을 대극적으로 설정하고， 수출지향공업화에 의하여 공업화를 달성한 

신흥공업국 개발전략을 한국모델로 표현하였다. 조성환， “한국경제의 공 

업화과정(1955-1986) ，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8 , 앞의 책，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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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 > 한국겪제의 수춤엽의폰도 추이 (단위%) 

연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 

1962 6.0 16.6 22.6 
1967 13.6 22.4 36.0 
1972 20.6 25.6 46.2 
1977 32. 7 34.0 66. 7 
1982 36.9 43.9 80.8 
1987 42.5 36.6 79.1 
1990 32.2 33.5 65. 7 

자료: 한국은행， 1987，국민계정; 통계청， 1991 주요경제지표. 

〈표 3-1. 3> 투자율과 저축율 추이 (단위%) 

1960 1966 1970 1976 1980 1985 1990 

총투자 10.9 21. 7 24.3 25.5 23.6 29.0 36.2 

국내저축 1. 6 11. 7 18.0 24.3 23.1 29.1 35.3 
민간 3. 7 8.9 12.0 19.8 17.9 22.8 26.6 
정부 -2.1 2.8 5.9 4.5 5.2 6.3 8. 7 

해외저축 10. 7 8.5 6.9 1. 1 8.5 1. 0 1. 0 

주: 통계상 불일치가 있음 

자료 1960년， 1967년은 한국은행， 1967 국민소득계정 1970년이후는 통계 

청，주요경제지표 1990 , 1991. 

특히 1966년 이후부터 투자율이 급속히 증대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목 

되는 것은 투자의 해외 의존율이 ‘ 60년대 초 절반이상을 차지하다가. 1976 

년 이후 대폭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거의 전 기간에 걸쳐 국내저축율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의 해외의존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 

고 원료와 시장의 해외의폰도는 여전히 높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고 

성장산업인 중화학 공업부문의 수입의존도가 더 높다6) 또 수출이 고용에 

6) 산업별 수입유발계수(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액 / 항목별 최종 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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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효과는 1975년 17.5%에서 1980년 18.8%, 그리고 85년 21.5%로 상승 

하였다71 

요약하면，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대외의존적이며， 국가에 

의하여 정책척으로 선도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루자가 국내저축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높은 무역의존도는 여천히 

계속되었다. 이러한 대외의존적 가공무역형 산업구조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높은 물동량을 나타내고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수출입 

항을 중심으로하는 물동량의 증가를 더욱 촉진하였다81 해외무역에 의존하 

고 국가가 주도하는 한국경제발전의 구조적 특성은 한국 공간정책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요인으로 당연히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 부문간 불균형 발전전략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자본주의척 산업발전에는 일반척 특징이 있다. 그 

것은 산업간 또는 산업내 발전의 불균동성이다9) <표 3- 1. 1)과 〈표 3-1. 4) 

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의 성장율은 사실상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으며， 따라서 국민총생산에서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 

여， 197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보다 낮아지고 1990년 이후에는 10% 이하의 수 

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의 경우 산업발전의 불균동성은 일차적으로 1차 산업 

부문과 2.3차 산업부문과의 불균동 성장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 부문과 

비농림수산 부문의 불균동성장은 다시 이농으로 인한 도시화를 가속시켜 저 

임금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공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제조업부문 내에서 중화학 부문은 계속 높은 성장추세를 보여 왔다. 특 

히 19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 부문은 경공업보다 높은 비중을 점유함으로써 

추이를 보면， 1985년 제조업 전체는 0.36% , 경공업 0.27% , 중화학공업 

0.45% , 금속제품 및 기계 0.38%이다. (한국은행， 1988 , 1985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 p. 49. ) 

7) 한국은행， 1988 , 앞의 자료， p.49. 

8)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제5편국토개발기반의 확 

충， p.112 , 244. 

9) 강철규， “산업의 발전과 산업정책 임원택 외， 1987 , 한국경제의 이해， 
비 봉출판사， pp.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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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문내 새로운 불균둥 발전을 나타내고 있다((표 3-1. 4>). 

〈표 3-1. 4> 산엽구조의 변화 빛 즙화학공엽비율 (단위%)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중화학공업비율 SOC. 기타 

1962 36.6 16.3 ( 14.3 ) 28.6 47.1 
1966 34.2 20.0 ( 18.4 ) 34.1 45.4 
1973 26. 7 23.9 ( 22.7 ) 38.8 49.4 
1979 18.5 28.6 ( 27.5 ) 52.3 52.9 
1981 16.2 30.2 ( 28.6 ) 50. 7 53.6 
1986 11. 5 32.6 ( 31. 7 ) 57.4 55.9 
1990 9.1 29.7 ( 29.2 ) 65.5 61. 2 

주: 경상가격， 중화학공업비율은 제조업에서의 비중， 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1984 , 1990 통계청， 1991 주요경제지표 

국가는 1976년에서 1979년간 국민투자기금 68%와 산업은행의 제조업 대출 

77%를 중화학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977-79년 사이 제조업분야 

투자의 80%가 중화학 분야에 집중되었다101 이에 따라 한국의 공업구조는 60 

년대 섬유류 둥 주로 소비재산업 즉 경공업 중심에서， 1970년대에는 석유화 

학， 소재， 조립가공산업 동 중화학 부문으로 급속히 전환하였다. 그리고 80 

년대에는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동 조립공업 및 신소재 첨단기술분야의 

성장이 공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비재 산업의 비중 

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소재 산업과 조립가공 산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 

하는 추세이다III 

1970년대 국가주도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은 제조업 내 불균동발전을 가속 

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 부산물로 과도한 경제력의 독과점화가 진행되었다. 

1973년에서 78년 사이에 한국 5대 재벌의 평균 총부가가치 성장율은 30.1%에 

달하여 이 시기 국내 총생산 성장율 9.9%의 3배가 넘고， 10대， 20대， 46대 

재벌의 성장율은 28.0% , 25.9% , 22.9%로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성장율을 기 

10) 윤정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한국사회사연구회， 1990, 현대 한국 

의 생산력과 과학기술， 문학과 지성사， pp.91-92. 
11) 강철규， 1987 , 앞의 글，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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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에 대한 5대 재벌의 부가가치 점유율도 같 

은 기간에 3.5%에서 8.1%로 증가하였다121 1970년대 경제력 집중현상은 70년 

대 국가주도의 중화학공업화 투자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 

는 또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중화학부문의 과잉 · 중북 투자에 대한 투자조 

정 과정 및 산업구조조정 정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31 

저12절 한국경제의 구조전환과 산업구조 조정 

한국경제의 발전단계 내지 구조전환에 대한 시대구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197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양대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견해는 농업과 공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역전되는 산업구조 변화， 혹은 농업 

노동력 비중이 50% 이하로 진입하는 고용구조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1970년 

대 중반을 한국 자본주의발전의 전환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l뻐. 이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한국경제는 후진국에서 중진자본주의 내지 

선진국형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시대 

구분은 시대별 경제정책과 산엽기술정책 동 국가개입의 성격과 자본주의 경 

기순환에 따라 3시기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즉 1960년대는 개발정책의 시작 

과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주도 산업화 정 

책， 1980년대 초의 산업구조조정과 안정화정책(수출주도산업화정책 수정)동 

12) 김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과정에서 국가개입의 양상 및 뀌결 한국산 

업사회연구회 편， 1988 ,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길사， p.166. 

13) 김견， 1988 , 앞의 논문. 

14) 임종철(“한국의 산업구조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 한국의 경제발 

전-펑가와 전망- )은 1973년을 고비로 제 1차<2차<3차 산업구조로 전환하였 

으며， 1974년을 전후로 하여 대내적으로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력 

무제한 공급 조건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 · 자본 · 노동 동 외연척 성 

장요소 공급비율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겨 한국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표학길(세계자본주의 체제와 한국경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1 , 앞의 논문집)은 한국경제가 1975년경부터 

농촌으로부터 무한적으로 공급되던 잉여노동의 소진에 의하여， 외연척 축 

적체제에서 집약적 축적체제로 전환을 나타내는 제 특정들을 경험하고 있 

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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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경제정책의 전환에 따라 구분한다151 한편 한국자본주의 경기순환의 

관점과 자본축적 구조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도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초 

를 기준으로 3시대로 구분한다((그림 3- 1. 1))1φ. 이 견해는 국가 경제정책과 

자본축적구조의 전환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있는 것은 각각 3차 및 5 

차경제개발계획 기간이 시작된 시기인 까닭도 있으나， 이 시기에 한국자본주 

의 발전기반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대웅전략도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15) 대한민국정부(1992 ， 제 7차 경제사회 발전5개년계획 1992-1996 , pp.10-12.) 

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집중육성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전략; 

80년대， 경제안정이 보다 중시되었고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자율기능을 

확대， 대외개방시책과 공정거래제도 도입 동으로 시대별 경제정책을 구분 

한다. 구본호 · 이규억 편(1 991 ，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 

원)은 1960년대는 “압축성장의 시발과 개발전략의 성장" 1970년대는 “구 

조적 변화와 고도성장" 1980년대는 “전환의 모색과 칼동의 표출”로 시대 

륙성을 정의한다. 이태용 · 이성권 (1989 ，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산업연구 

원， pp. 4-18. )은 산업기술정책의 관점에서 산업기술정책의 모색 (1962-71) ， 

산업기술정책의 도입(1972-81 ), 산업기술정책의 본격적 천개 (1982년이후) 

로 시대구분한다. 김석준(1 989 ， “국가능력과 산업화정책의 변동 한국정 

치학회보， Vol. 23-2. PP. 65-91. )은 산업화정책을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 1960년대) , 수출지향산업화 전략(1 970년대) , 경제자유화 · 민주화를 내용 

으로 한 수출주도산업화 수정전략(1980년대)으로 나눈다. 

16)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한국자본주의를 보는 입장은 경기 순환과 관련된 

위기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1960년대， 1970년 

대 그리고 1980년대로 시기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서울사회과학연구소， 

1991, 한국에서의 자본주의발전， 새길 ; 한국사회연구소， 1991 , 한국경제 

론， 백산서당) . 정부도 경기순환을 1970년대 말로 보는 관점은 동의하지 

만， 그 원인을 구조적인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즉 “지난 30년간의 

경제발전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면， 첫째 

는 두번씩이나 맞은 국제수지 흑자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점 

이다. 수출의 물량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79년과 89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흑자기의 지나친 내수확대와 높은 임금상승， 그리고 일하는 풍 

토의 퇴색은 수출물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국제수지를 흑자에서 적자로 반 

전시키는 제일의 요인이 되었다. "(대한민국정부， 1992 ,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p.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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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의 변화는 경제 ·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고 한국의 경우 

국가의 경제 · 산업정책이 이 구조변화를 션도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초를 각각 경제구조와 정책전환의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각각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작과도 결과적으로 부합한다. 

〈그림 3-1. 1> 효i궁찬본주의 경기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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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80 , 1989. 

가. 국가주도의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의 시작(1960년대) 

1962년부터 시행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하여 국가주도의 경제 

개발이 시작되었다. 제 1차계획은 그것이 지향하는 경제체제의 성격을 ‘지도 

받는 자본주의’로 설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시하 

였다l7l 그러나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점 목표는 에너지원 확보， 농업생 

산력 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간산업(주요 수입대체산업)건설， 국토개 

발， 수출확대를 주측으로한 국제수지 개선， 및 기술개발 둥으로 이미 대외지 

향적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다. 산업별 성장목표는 제 1 

17) 정윤형，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체제적 성격 한국기톡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4 , 한국 사회변동 연구( 1 ), 민중사，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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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2차， 및 제3차 산업이 각각 연명균 5.7% , 14.8%, 및 4.4%로서， 제조업 

이 주도하는 고도성장이었다 1차계획기간중 총투자의 산업별 배분은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의 64. 7%가 제3차산업에， 그리고 제 1차와 제2차산업은 각각 

8.9%와 26.4%였다. 이 시기 정부부문의 산업별 고정자산 형성은 81.9%가 3 

차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제조업이 중심이 된 제2차산업에는 7.0%만이 배분되 

었다. 이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직접척 기여가 주로 하부구조의 확충 

에 있음을 의 미 한다181 

제 2차계획은 1980년대 초까지 ‘완전한 자립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하 

여， 식량자급과 공업고도화， 수출확대 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계획 

기간동안 산업부문별 명균성장율은 저12차산업이 19.8% , 제3차산업 부문이 

12.4%인데 비하여， 농림어업 부문은 1. 5%에 지나지 않았다(<표3- 1. 1)). 제 2 

차와 제3차 산업부문이 계획목표의 2배를 달성한 반면， 제 l차산업은 당초목 

표 5%에 1/3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농림어업부문의 침체로 식량자급 목 

표는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광공업 부문의 고도성장은 한일회담의 타결과 월 

남따병의 실현으로 외자 도입이 급증하였고， 정부는 외자도입을 통하여 공업 

성장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확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9) 

이 결과 1970년경에는 상당한 산업화 기초가 마련되었다. 즉 1963년 총 

노동인구의 63.0%가 l 차산업에 종사하였고 광공엽고용 비중은 불과 8. 7%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에는 농림수산부문의 고용이 50.4%로 감소한 

반면 광공엽부문의 고용은 14.3%로 증가한 것이다때 또한 제 1차계획기간에 

경공업부문의 수입대체가 크게 진전되고， 제2차계획기간동안에는 소비재수출 

을 통한 본격적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실적은 1964년 1 억 

불 정도에서 1967년 3억 2천만불， 제2차계획이 끝나는 해인 1971 년에는 10억 

불을 넘어섰다. 또 1970년대에 본격화되는 중화학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하 

기 시작하였다. 곧 제2차계획기간동안 종합제철공장이 건설되고， 기계공업 

진흥법(1967) .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69) . 전자공업진흥법(1 969) . 자동차공 

업육성계획(1969) .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1970 ) 둥이 제정되었다. 결국 

18) 정윤형， 1984 , 앞의 논문， p.61. 

19) 2차계획기간중 5.5%로 계획되었던 해외 저축율이 10. 7%로 증가 함으로써 

총투자율은 25.2%로 증대되었다(정윤형， 1984 , 앞의 논문， p. 74. ). 

20) 경제기획원， 1987 , 경제활동인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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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한국경제는 70년대와 80년대에 본격화될 대외지향적 공업화에 의 

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는 시기였다. 이 시기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자립 

경제’와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내걸었으나， 내실은 대외의존적 경제개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하는 불균형 발전을 추구하였다2!) 국가가 제조업 성장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은 생산의 물척조건 일반으로서 ‘하부구조’의 제공， 그리 

고 금융과 조세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지원이 중심을 이루었다때. 

나. 중화학공업화(1970년대) 

1960년대 말 국가주도의 수출중심 고도 경제성장은 국내외의 경제상황 변 

화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23)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차원의 자본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국국가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의 면입형태 변화를 

가져올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통해 축적구조 고도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때. 국가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1970년대 경제계획 목표는 제3차5개년계획(1972-76 )에서 “ 1960년대에 양성된 

21) “계획적 개발의 기본방향이 r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와 r개방경제하의 

국제분업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개발전략은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에 따랐다. "(대한상공회의소， 

1988 , 한국경제 20년의 회고와 반성， p. 97. ) 

22) 금융 및 조세혜택의 예를 틀면， 석유화학공엽육성볍 (1969년)은 석유화학 

공업에 대한 건설 후 5개년간 면세조치， 기계공업육성법 (1967년)은 기계생 

산 업체와 그 실수요자에 대하여 기계공업육성자금 방출， 전자공업진흥법 

(1969년)은 전자공업육성자금(재정자금 융자) 및 전자공업진홍자금(보조 

금) 동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86 , 한국경제정책 40년사， 제8장 공업정 
~ll ) , 1 

23) “ 1969년 5월 국가가 차관업체 83개 중 45%가 부실기업으로 발표한 데서 

발단된 부실기업 문제를 시작으로， 경제성장율의 침체(1969: 13. 8% , 

1970: 7. 6% , 1972: 5. 8%) , GNP중 총투자율의 하락( 1969: 28.8% , 1970: 26.8% , 

1971: 25. 2% , 1972: 21. 7%) 동 1960년대 이후 최초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 

다. "(정관용， 1988 , “중화학공업화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국가성격 오늘 

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길사， p.l05에서 재인용. ) 

24) 이병천， 1987 , “전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과정 지역사회와 민촉운 

동， 한길사，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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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요소를 제거하고 1970년대 이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극렬한 각축양 

상 속에서 성장안정과 균형의 기조 위에 자립경제를 성취하기 위해 국내 산 

업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고도화하려는 한국경제의 질척 전환의 모색”으로 제 

시되었다2sl 

1970년대 초 정치적 · 경제적 위기에 대한 산업재구조화 정책으로서 중화 

학공업화 추진은 유신이라는 억압적 정치체제와도 연관된다때. 다른 한편으 

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국내의 경제척 · 정치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국제분업’으로 표현되는 1970년대 세계분업구조 개편의 맥락 속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즉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및 그 속에서의 한국경제 

의 위상과 관련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경공업에서 비교우위상실이 경공업 

에 대한 압출요인 (push factor)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압인 

요인 (pull factor)은 선진국의 탈공업화 현상에 따른 신국제분업체제이다. 

신국제분업체제 하에서 선진국은 종래의 선 · 후진국간의 중화학 · 경공업 분 

엽방식에서 고도기술집약적 산업 혹은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 

편，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은 노동력 부족 · 입지난 · 산업공해 동의 문제로 

인해 점차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적으로 국민경제 내부의 완결된 재생산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중화학 제 

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경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진국에서 사양화하는 노동집약형의 조선 · 전자 · 화학공 

업 동을 중점육성하는 산업구조개편론을 주장하게 되었다Zl) 따라서 중화학 

공업화는 세계경제의 분업구조 전환에 부웅하여 새로운 축적의 계기를 구하 

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이다. 국가는 정책금융을 통하여 1970년대 중화 

학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대표적 정책금융인 국민투자기금， 산업은 

행자금 대출 동을 재벌급 대기업에 집중지원함으로서 제조엽의 독과점화를 

25) 경제기획원， 1971 ,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 pp.1-2. 

26) 1973년의 ‘중화학 공업화 선언’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10월유신고} ‘복지국 

가의 실현’ (구체적 지표로서 1980년대 1천달라 소득， 100억달라 수출을 제 

시)을 그 정당성 확보의 구호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곧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27) 정관용， 1988 , 앞의 논문， p.98. 김견， 1988 ,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과 

정에서의 국가개입의 양상 및 귀결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길 

λt.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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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였다뻐. 

자본축척을 국가가 ‘지도하는’ 한국정부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이른바 ‘재 

래의 공간’을 ‘계획된 공간’으로 재조직하는 포괄적 공간정책율 필요하게 되 

었다때. 즉 초보적 단계로서 기존의 조세나 금융을 성장부문인 수출공업에 

원하는‘배분척 국가활동’에 부가하여 보다 일상적이고 재량범위가 넓은 공공 

재를 공급하는 ‘생산적 국가활동’이 보다 중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 

대 제 1차국토개발계획 및 공간정책 관련법의 제정은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구 

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의 생산적 투자전략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공업화의 특성은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서 국가의 재정적 금융 

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뿐 아니라， 개별자본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대규모 

공장부지를 필요로 하고， 엄청난 하부구조(도로， 항만， 공업단지) 투자를 요 

구한다. 또한 중공업은 노동력 수요에서도 경공업의 미혼 여성노동력과는 

탈리 숙련 · 반숙련의 기흔 남성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하는 까닭에 생산시설 

(공장)과 생활시설(주택 및 생활서비스 부문)이 공간적으로 결합된 공업 신 

도시의 건설을 필요로 한다I’. 

그러나 1970년대 보다 포괄적 공간정책의 필요성은 중화학공업화 뿐아니 

라 심각해진 도시문제에서도 제기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가 1970년을 고비로 하여 50%를 넘어서고 특히 서울의 과밀화는 심각 

한 문제로 동장한 것이다31l 따라서 1972년에 시작된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 

28) 1977-78년간 국민루자기금은 용도지정 자금이외 나머지 1983억원 가운데 

64.1%를 대기업 재벌급에 속하는 15개 기업에， 또 1974-82년간 산업은행 

자금은 역시 41 개 대기업에 총 20 ， 168억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 

간의 제조업 전체 대출금의 62.1%에 해당한다(이재희， 1990 , 한국의 독점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pp. 172-.174에서 
재인용). 

29) Lipietz , A. , 1980 , 앞의 논문; 이 논문 제2장 제2절， 가. 국가의 경제개 
이 차Z 
t:::t그 -'-

30) Cooke , P. , 1983 , 앞의 책， p.240. 
31 ) “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도 · 농 인구비가 50%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후 

도시화는 지역적인 국토이용의 해체를 초래하여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공업 
입지조성과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전국 교통골격망의 재 
편성에 의해 촉진되기에 이르렀다. "(서창원， 1983 , “한국의 대도시정책발 
전과 정책이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소론 국토연구 제2권， p. 70. ) 
또 1966년 말， 서울의 무허가 불량주택은 전체 주택의 37.7%인 136 ， 65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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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당시는 ‘제 1차’라는 관형어가 없는 그낭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음)은 

1971 년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1972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정과 함께， 자본과 

노동력을 국토공간에 보다 계획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1970년대의 포괄적 

공간정책의 시발로 볼 수 있다. ‘ 70년대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또다른 

공간정책은 1973년 제정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다. 대도시 공업집적으로 

인한 폐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업개발법이 이미 1970년에 발표되었지 

만， 산업기지개발법은 중화학공업화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방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특별법으로 담당기관인 산업기지개발공사 

는 강력한 시행력을 부여받았다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이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는 조절이론에서 말하 

는 포드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1960년대 한국 축적체제의 

특정은 농촌으로부터의 무진장한 노동력공급을 바탕으로 노동력에서 최대한 

의 절대척 잉여가치 획득을 추구하는 “유혈적 테일러주의 bloody taylorism" 

라고 부르는 본원척 축적의 논리와 관련된다33) 즉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대도시에 주로 입지한 수출 경공업은 선진국이 비숙련 노동집약산업 부문을 

해외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다씨.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주변부포드 

에 이를 정도로 서울의 도시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장세훈， 1987 , “도 
시무허가정착지 철거정비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p.38) 
32)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그 시점부터 모든 토지 관련법에 대한 “일체의 허가 · 인가 · 동의 및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이러한 축적체제는 노동력을 자본주의 이외의 제 생산 형태(농민충， 부족 

제)로부터 끌어낸다. 그리고 그 생산물의 시장은 외부에서 발견되는데， 

이 시장은 주로 중심부 자본주의이다. 이 시기의 공업화 특성은 노동집약 

적 산업으로서 1 인당 고정자본 비율이 낮고， 미흔 여성노동력에 대한 유혈 

적 노동착취， 임금동결， 노동력에 대한 군대식 억압적 관리 둥으로 착취체 

제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그 결과 자본 잉여가치율의 현격한 상 

승과 대조적으로 낮은 노동의 구매력 및 높은 산업재해의 증가 동이 

다. (Lipietz , A. , 1982 , “Towards global fordism? ," New Left Review , 

Vol. 132 , pp.33-58.) 

34) 1970년대 초 마산과 이리의 수출자유지역이 대표적 예이다. 마산수출자 

유지역을 외국에 소개하는 공식 브로슈어는 이렇게 한국의 저임금 노동력 

을 투자유인으로 강조한다.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은 수출지대 내에서 생 

산된 상품에 국제시장경쟁을 위한 탁월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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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러한 국가 

의 하나로서 한국은 주변부포드주의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Lipietz(1982)는 주장한다삐. 

Lipietz(1987)는 또 국가주도의 중화학공업화정책에서 공업화의 부문척， 

공간척 거점을 제공하는 기초공업 (industrializing industries)이론과 발전 

의 축(poles of development)이론이 시기적절하게 채택된다고 본다J) 일반 

적으로 기초공업은 매우 자본주의적이고 거대한 고정자본의 축척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숙련된 노동자 집단을 필요로 한다3'/l 이러한 국가 

를 막론하고 척어도 초등 교육이상을 받았으며 손쉽게 훈련될 수 있는， 양 

질의 노동력은 주위 도시로부터 지속적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국의 명균 노임은 홍콩의 50% , 일본의 30%이며 대만과 거의 비슷합니다. 

공단관리당국은 노동자 모집과 훈련에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은 

훈련을 위하여 노동자를 해외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Froebel , F. , 

Heinrichs , J. and Kreye , 0. , 1980 ,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 Cambridge Univ. Press , p.299.) 

35) Lipietz , A. (1987 , Hirages and maracles , Verso , London 김종한 외 

역， 1991 , 기적과 환상， 한울， pp. 112 - 116 )에 의하면， 진정한 포드주의가 

기계화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내포적 축적과 내구소비재 시장의 확대가 결 

합되어 있는데 반해， 주변부 포드주의는 엔지니어링 수준의 생산과정을 외 

부에 의존하는 것과 값싼 공산품을 중심부로 수출하는 것의 결합이다. 한 
국은 1962년에서 1972년 기간 사이에 성장한 수출공업(의류)과 해외에 원 

자재와 수요를 의존하는 외향적 공엽(전자제품) 동 본원척 테일러화에 속 

하는 산엽부문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1973년부터는 공업성장의 중심이 국 

내시장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조선， 자동차， 기타산업에서 보여준 성장도 

는 포드주의가 노동과정으로서만이 아니라 소비양식으로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형기는 한국의 포드주의를 ‘예속적 포드주의’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로 그는 한국의 포드주의가 핵심척 구상기능 

을 선진국에 의존하고， 노동자계급이 포드주의의 내포적 축적제제에 통합 

된 것이 아나라 노동과정의 기술적 측면만 도입되어 노동통제는 관료적이 

고 병영적 통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 또 대량수출과 대량소비가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수출과 더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척한다(김형기， 1988 ,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까치， pp. 332-335). 

36) 1960년대의 소비재 부문 중심의 공업화 즉 ‘다운스트림 공업’은 중간재나 

설비재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교역조건 악화 동 성장 애로를 발생시켰 
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스트립 공업’에 수입대체를 시작하였다. 

즉 기초상품이 국내에서 공급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다운스트림 

공업이 자극받아 발전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56 저13장 한국경제발전과 경제정책 

주도적 포드주의 축척단계는 독점자본의 재입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와 

신공업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개입으로서 본격적인 공간계획과 투자정책을 요 

구한다. 또한 포드주의 노동과정의 도입은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의 공간적 

분리를 공간조직의 특정으로 대두시킨다. 따라서 1970년대에 본격화한 공간 

정책은 비계획적 과정으로 진행된 종래의 도-농간 일차척 공간분화에서 한걸 

음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중화학공업의 지방 재입지 및 계충적 

정주체계를 통한 노동력의 분절화 동 광범한 공간재구조화를 계획적으로 추 

구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높은 자율성과 개입능력이 공간정책에서 자본의 재입지를 위한 공간적 투자 

계획자 및 투자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나， 정주체계정책 부문에서는 성공 

적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발전주의국가 공간정책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검토될 것이다. 

다. 산업구조조정 (1980 대) 

1970년대 말에 한국자본주의에 위기가 다시 도래하였다 1980년 경제성 

장율은 1960년대 이후 최초로 -3. 7%를 기록하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1 1. 4%를 기록하였다1I1 1979-1980년의 제2차석유파통과 이로 인한 세계적 

불황， 국제고금리 시대 도래 동 대외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1970년대 

중화학부문 중심 과잉투자의 모순이 표출된 것이다. 경제개발계획 시행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한국자본주의 발전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자본주의는 1970년대 외자도입과 수출지향적 중화학공업하에 

성장한 독점기업에 대한 일정한 재구조화 과정을 강요하였다. 이 시기에 동 

장한 ‘제 5공화국’은 위기대웅책으로 ‘경제안정화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 

는 우선 부실위기에 있는 독점자본에 대하여 1, 2차의 중화학 투자조정과 그 

37) Lipietz , A. (1987) , 김종환 외 역， 앞의 책， pp.126-127.; 

김형기는 1970년대 중반이후 한국에서 독점적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진 
전된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의 도입과 자동화생산 및 과학적 관리 실시에 의 

해 상대척 잉여가치 생산이 주요한 잉여가치 생산방법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체계화되고 제조업에서 생산노동자의 

비중감소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김형기， 1988 , 앞의 책). 

38)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1. 



저12 절 한국경제의 구조전환과 산업구조조정 57 

후속조치로서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유예，특별금융지원， 금리인하조치， 조 

세경감조치 동의 각종 불황기 관리조치， 그리고 부실기업 정리 동율 통한 

‘특혜적 지원’이었다뻐. 한편 1980년대의 산업정책 방향도 첫째 직접적인 국 

가의 개입 대신 ‘유도계획 (indicative planning) ’ 강조， 둘째 비교우위와 국 

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중심한 산업육성， 셋째 국가의 지원은 륙정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라 연구개발 동 일반적 기능중심으로 운영으로 전환코 

자 하였다때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자립척 내포적 발전과정이 아닌 수출지 

향적인 외향적 확대전략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의 국내분엽관련은 증대하였으나， 중화학공업은 조럽 가공동의 소재전환 

위주의 수출구조로 인해 소재 부품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화학 내부 

에서 국내적 분업의 유기적 관련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결과 1970-1978년 

간 제조업 전체의 수입유발계수는 0.36에서 0.39로 증가하였고 제조업의 수 

입의존도는 21.3%에서 24 ， 2%로 증가하였다싸 따라서 국내적 분업관계(특히 

수직척 분업관계)의 심화가 산업구조조정의 1차척 과제로 제기되었다때. 한 

면 세계경제의 장기불황과 기술중심의 신국제분업체제 개편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당변 과제로 제기하였 

다. 이 두가지 과제는 결국 국내 부품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척극적 육성 · 

포섭을 통해 대기업의 부품조달을 ‘선진국으로의 가치유출과정’으로부터 국 

내화하는 과정으로 전환토록 촉진한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와 구별되는 80년대의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의 특성은 

구조고도화정책으로부터 안정을 강조하는 구조합리화정책으로 전환과 국가개 

입방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찌. 즉 구산업(구조불황산업 혹은 사양산업)의 

39) 이 시기에 총 19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독점대기업에 지 
원되었다(한국사회연구소， 1991 , 앞의 책， p.98). 

40) 경제기획원， 1981 , 제 5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41 ) 이재희 , 1990 , 앞의 논문， p.160. 

42) 김견， “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조정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1991 , 한국자본주의의 이해， 한울， p.15. 

43) 1981 년 출발한 제5공화국 정부는 장기적 발전방향으로 ‘선진경제 기반구 

축’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제시하고， 선진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본방 
향을 안정화， 개방화， 자율화로 설정하였다(강호진， “전환의 모색과 갈동 
의 표출:1980년대 구본호 · 이규억편， 1991 , 앞의 책， pp.269-27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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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과 신산업(유망유치산업 혹은 첨단산업)의 도입 · 육성이라는 협의의 구 

조조정과정(외연적 고도화과정)을 포함하면서도，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개발 

촉진에 의한 성숙 ·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주도산업의 내포적 · 질적 

합리화(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다른 

한면으로 1980년대 국가개입의 특정은 ‘ 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하여 행해진 

특정산업지원과 달리 이른바 기능별산업지원 방식이라는 산업기술 및 인력개 

발에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뼈. 정부는 기술개발 촉진책으로 기술개발촉 

진세제의 전면개편(1981 년)， 기술개발 금융규모의 대폭확대， 기업부설 연구 

소의 설립지원 강화(1 982 ), 기술도입의 자유화(1 984) ,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제정(1 986) , 그리고 공업발전법 제정(1 986 )둥을 시행하였다쩨. 특히 1986년 

에는 “200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 

에 따라 제5차5개년계획(1982-86 ) 수정계획은 경제안정과 구조개선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을 직접적인 자원배분 및 규제기능으로 
부터 간접적인 유도조장기능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다(제5차경제사회 

발전5개년계획 수정계획 1984-86)). 제6차5개년계획(1 987-91) 의 산업정책 

은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기술입국의 실현 추진하되 “산업구조조정은 기본 

적으로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시장성 판단을 기초로 가급적 정부의 직접개 

입없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을 밝혔다(대한민국정부. 1986.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 1987-1991 , 
PP.71-72). 

44) “ 1986년에 개별산업육성법을 통합일원화한 공업발전법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별 산업지원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성장유망산업부문의 기술 · 인력개 
발 및 생산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는 한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정부. 1986 , 제6차경제사회 

발전5개년계획， p. 71 )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기능별 첩근과 산업별 접근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엽의 연구개발투자나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시책은 

모든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능별 지원이다. 다만 연구개발투자 

가 많은 첨단산업부문이 결과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기술산업 육성시잭을 기능별 지원의 대표적 예로 보고 특정 

산업지원과 개념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첨단기술 ‘산 

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역시 결과적으로 특정산업지원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첨단산업은 제조업이라기보다도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첨단기술산업발전심의회 · 산업연구원， 1989 , 산업 
구조고도화와 첨단기술산업， pp.128-131.). 

45) 이용태 · 이성권， 1989 , 앞의 책， pp.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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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루자는 1981 년 국민총생산의 0.89%에서 1988년 2.10%로 증대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는 1981 년 53개에서 1989년 5867H로 급증하였다뻐. 이 과정에 

서 정부의 역할의 변화는 직접적이고 중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간접척이고 기능척 지원으로 천환되고 있었다. 곧 국가개입은 가급적 제한 

하되，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한시화하고 산업하부구조 특히 기술 

및 인력개발과 같은 소위 soft infrastructure의 충실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때. 이러한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정책 방향은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에 총괄적으로 표현되었다뻐. 

국가개입양식 변화의 성격에 관하여는 첫째， 민중세력의 강화 및 권위주 

의적 억압수단의 약화로 민주화 압력에 직면한 국가능력의 변화로 보거나， 

아니면 국가개입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자본에 대한 국가의 상대척 자율성이 

약화되는 과정 둥 국가능력 약화로 파악된다쩨. 둘째는 1980년대 한국의 자 

46) 과학기술처， 1990 , ‘ 89과학기술연감， p.19 , 29. 

47) 1980년대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육성 그러고 기술혁신과 신 

기술투자 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기 

업의 자율적 시장성 판단을 기초로 가급적 정부개입 없이 추진하되， 개입 

하는 경우 구조조정， 목표 및 기간을 사전에 명시하고 한시척 운영으로 

정부 지원 및 개입의 반복 방지를 강조한다. 기술혁신과 신기술투자 촉진 

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투자 확대， 전략적 · 선택적 기술개발， 과학기술 개발 
의 저변확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보를 과제로 제시하였다(대한민 

국정부， 1986 , 앞의 계획서， pp. 70-83). 

48) 공업발전법은 1 )각종 규제철폐 및 자유경쟁원리 도입， 2)산엽합리화 지정 

제도， 3) 특정산업 지원의 원칙적 지양과 기능별 지원체제의 확립(기술개 

발과 생산성 향상) , 산업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민간 참여의 제도화 · 실질 
화 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9) 김석준(1 989 ， “국가능력과 산엽정잭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Vo l. 
23-2 , pp.65-91)은 정치변동이 가져온 국가능력 변동에 따라， 한국산업화 

정책이 1960년대 수출지향산엽화정책， 1970년대 수출주도산엽화정책， 그리 

고 1980년대 경제자유화와 경제민주화를 내용으로 한 수출주도 산업화 수 

정전략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명수( 1990 , “종속척 산업화 
에서의 국가의 역할-한국의 중화학공업화의 사례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 

사회의 비판척 인식， 나남， pp. 145-188. )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초기단 

계에서 국가의 강력한 자율성이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정 

책기구내에 재벌기업의 경쟁적 침투를 초래한 결과 개입력(상대적 자율성) 
이 약화되 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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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개입 양식변화으로 보는 견해가 있 

다. 특히 1980년대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에 대하여는 국가 

개입이 결정적 역할을 한 70년대와 달리 기업전략이 강조된다. 곧 80년대 

재벌급 기업을 대표로 하는 민간자본의 성장이 산업정책 방향을 종래 국가의 

직접적 지원 및 규제에서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간접적 국가지원방식으로 변 

화토록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메. 이 견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산업구조 

조정에 후기 포드주의척 생산양식인 유연적 생산체제의 동장과 함께 국가개 

입도 탈규제를 지향하는 유연적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 

요가 있다5U 1980년대에 한국 대기업은 지역적 노동력 특성을 활용하여 유 

연적 전문화를 추진하는 재구조화 전략을 수행했다고 주장된다52J 

유연척 축적체제 도입과 관련된 1980년대 경제발전 이해는 노동의 공간분 

화가 경제발전의 결정적 관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개입양식에서 

능력약화 혹은 양식변화라는 관점들을 강조점의 차이라고 보면， 양자를 종합 

하여 1980년대 한국의 국가개입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적 요인으로서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전통， 산업화로 인한 계급분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대 

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포섭강화， 그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기업의 

요구 동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삐. 또 대외지향적 축적조건이라는 국제 

50) 윤정로(1990 )은 한국에서 국가개입의 성격변화를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 

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1980년대 한국 반도체산업의 전개가 한국 

에서 국가와 민간자본， 특히 거대 재벌(국내 4대재벌)과의 관계변화를 잘 

예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종래의 ‘국가주도적’ 해석에 대 

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주장한다(윤정로， “한국산업발전과 국가 한국사 

회사연구회 1990 ， 현대한국의 생산력과 과학기술， 문학과 지성사， 

pp. 66-128). 

51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1 , “후기 주변부 포드주의의 지역재구조화 자 

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한울， pp. 213-251: Cooke , P. , "Spatial 

development processes: organized or disorganized? , ", Thrift , N. and 

Williams , P. (eds) , 1987 , Class and capital , Routledge & Kegan Pau l. 
pp. 306-329. 

52) S.O. Park , 1993 , "lndustrial restructuring and spatial division of 

labor: case of Seoul metropol i tan region , the Republ ic of Korea ,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6-1. 

53) “국내외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성장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관건은 경 
쟁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은 참으로 많지만 몇가지만 꼽아보면 인력난의 해소， 기술개발여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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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요인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국제분업상 위치 상승， 최근 전자산업둥 고 

성장 기술산업이 보여주는 매우 짧은 국제적 상품주기에 대한 척웅 둥을 감 

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국가는 이러한 국내척， 국제적 조건의 

변화속에서 경제성장을 보증하고 지도해왔다는 의미에서 국가개입의 성격과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개입 양식의 변화와 함께， 1980년대의 한국 대기업집단의 성장방식도 

변화하였다해. 대기업의 성장방식은 1970년대 외연적 확장 방식에서， 1980년 

대 이후 수직적 통합과 분해를 통한 내부합리화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진전시 

켰다5sl 합리화 방식의 채구조화 관련된 부품산업의 계열화지원을 위하여 

1975년 ‘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되고， 82년에는 민간주도의 계열화로 개정되었 

다. 계열화는 업종별로 기계， 전기전자， 선박 둥 주요 중화학부문의 국제경 

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하청계열화의 진전은 사회척 분업관련 

의 심화이자 대기업에 의한 계획척 생산능력의 제고로서 새로운 집적 형태이 

다삐. 중소기업 중 하청업체의 비율 추이는 제조업 전체에서 1969년 11. 6% , 

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퉁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 
력난을 해소하는 일이다. "(정진하， 1991 , “최근 경제상황과 산업경쟁력 강 
화방안 전경 련， 1991 년 11월 호. pp.17-18) 

54) 1980년대 거대기업의 성장방식에서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금융자유화 정 

책과 관련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직접기채방식의 증가로 자금동원력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동시에 외국 회사와의 기술 · 판매제휴나 해외에서의 

자회사 운영으로 경영의 국제화를 진전시켰다(윤정로， 1990 , 앞의 논문) . 
55) 이재희(I 990 ， 앞의 논문， p. 42. )는 한국 12대 재벌기업의 성장방식을 

1973-78년간과 1982-87년간으로 비교하였다. 그 특정은 “첫째， 1970년대 

에는 12대 재벌의 성장이 계열기업수와 참여산업의 양적 증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1980년대의 성장은 기존 계열기업 자체의 성장에 의한 것이다. 

둘째， 70년대에는 신규 설립과 외부인수가 2087>> 에 달하고 매각은 15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설립 인수 기업이 103개로 줄어든 반면， 

내부합병과 매각 기엽은 47개로 늘어났다. 셋째， 70년대에는 설립 · 인수 

한 기업은 각 재벌의 주업종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기업이 많았으나， 80년 

대에는 주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삼옥 

(s.o. Park , 1993 , 앞의 논문， )은 한국의 재벌은 1970년대에는 국가지원을 

받는 중화학공업에의 참여를 통하여 성장하였으나， 80년대의 성장전략은 

수직적 통합과 분해로 신기업과 공장을 설비하는 재구조화였다고 주장한 
다. 

56) “현재의 과학기술혁명의 상태하에서 기업체 내부에서의 생산의 집적 역할 

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 생산단위 개념의 내용이 변화되었다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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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7.4%로 부분척 증가를 보였으나， 1980년 30.0% 1984년 41.7% , 그리 

고 1988년은 55.5% 이상에 이르렀다. 특히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 

업 부문의 중소기업은 80% 정도가 수급업체(하청)이다. 즉 198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하청업체 비중은 일반기계 77.2% , 전기전자 82.9%, 수송용기기 

80.5%에 달한다571 1980년대의 대표적 성장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둥 내구 

소비재와 기계설비 동 ‘조립가공형’의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중소기엽의 성장 

을 수반하였는데， 이는 주로 부품하청기업율 중심으로 한 하청계열화의 확대 

를 통한 성장으로 나타났다. 부품산업의 성장과 하청계열화의 확대는 소규 

모 사업체의 비중을 1980년 94.3%에서 1989년 96.8%로 증대시켰으며， 특히 

조립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부문에서는 전체 제조업에 대한 해당 부문의 비 

중이 1980년 21.6%에서 89년 32.1%로 증대하고， 부문내 200인 이하 소형 사 

업체의 비중은 93.3%에서 96. 7%로 증가하였다58) 1980년대 초에 실시된 산업 

합리화 결과의 하나는 독점재벌 내부의 중화학 기업을 둘러싼 인수 · 합병에 

의한 통합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독점화가 확립된 것이다59) 80년대에 진전 

이상 개별 기업체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제작장소의 복합체가 그와 같은 

기술적 · 경제적 단위를 형성한다. 오늘날 생산의 집적은 이제 개별기업체 
가 차지하는 생산의 몫이 아니라 생산복합체가 사회적 생산 속에서 차지하 

는 역할을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독점의 형식적 틀에 국한 

시켜서는 안된다. " (짜골로프 외 지음， 윤소영 편， 1989 , 정치경제학교과 
서， 제 1 권 제3분책， 새길， p. 29) “형식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 

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들 소기업체가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독점체와 

맺고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결속은 곧 연합 Kombination의 표현이며 따 

라서 집척의 표현이다 ... 이제 연합과정이 집적의 주된 형태가 되었다. "(같 
은 책， p. 31 ) 

57) 한국사회연구소， 1991 , 한국경제론-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 p.225 , 
〈표4). 

58) 1980년 제조업 총 사업장은 30 , 8237ß , 200인 이하의 사업장은 29 ， 076이 

다. 1989년 총 사업장은 65 , 6847ß , 200인 이하의 사업장은 63 ， 5867ß 이다. 

한편， 조립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부문은 1980년 총 6, 6607H , 이중 200인 
이하는 6, 2107ß , 1989년은 총 21 , 1067ß , 이중 200인 이하는 20 , 4227ß 이 
다. ( 경제기획원， 광공업조사보고서 1980 , 1989) ‘ 

59) 30대 재벌 계열기업 수는 1970년 125개 사에서 구조조정기간인 1979년에 

는 4127H 사로 증가하고 1989년에는 5137H 사로 증가하였다. (홍장표， 
1989 , “ 1980년대의 한국자본주의" 1980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p.87 , <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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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톡점화의 특성은 독점대기업이 조직내부에서 분공장동을 통한 생산의 후 

방수직계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꽉의 부품산업 중심의 중소자본율 하청 

계열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1980년대 국가와 기업의 산업구조조정 특색을 요약하자면， 구조조 

정과정에서 우선 중화학 기업 내부의 흡수 · 집중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경제 

의 이윤율 저하를 방어하였다. 한편 1970년대의 외연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성장과는 달리， 중화학부문내 성장산업인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청계열화를 통하여 생산체제의 내포척 합리화 

가 추구되었다. 민주화 압력 혹은 국가와 자본의 힘관계 변화에 의한 정치 

적 조건의 변화와 세계분업체제 변화에 따른 산업재구조화라는 경제적 조건 

의 변화는 국가개입 양식을 직접적인 것에서 유도적 한시척 개입 그리고 이 

른바 ‘기능별 지원’을 표방하는 간접적인 기술 및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벌급 대기업들은 전자산업 동 

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국내 

총고정 자본 형성에서 점차 비중이 저하되고 특히 국토하부구조 형성 투자 

비중이 1970년대 44. 1%에서 1980년대 37.8%로 감소하는 한편， 국민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교통부문에 대한 투 

자는 1970년대 국토개발 총투자의 16.0%에서 80년대에는 9.6%로 현격히 감소 

하였다삐 1970년대의 경제발전이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에 의한 포드주 

의적 공간구조 형성과정으로 생산단위 입지의 분산을 가져왔지만， 1980년대 

의 경제발전의 특성과 국가개입 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공간구조를 대두시키 

고 있다61) 

60) 국토개발연구원 1991 ， 제 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추진실적명가(V톨) , 
pp.52-55. 

61 )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1 ， 앞의 논문)는 1980년대 한국 공간현상의 륙성을 

‘메트로폴리탄 (재)집중’ 현상으로 수도권에서의 산업활동 집척을 들고 수도 
권을 ‘체제적 지역’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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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절 한국공간정책의 이념설정 

가. 경제발전 계획에서 공간정책의 이념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역정책’율 채택하 

게 되었으나， 막상 지역정책의 개넘이 무엇이며 지역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 

인가에 대하여는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11 사실 지역정책의 이름하에 행해 

지는 활동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지역정책은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지역정책은 정부가 지 

향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지역정책에 대한 까다로운 정의문제 

에서 빠져나가는 요령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이 지역정책에 대한 어려운 분석적 과업을 위한 출발점으로 기여할 수 있다. 

지역정책이 불가결한 국가개입의 하나로서 정의된다면， 지역정책에 대한 이 

해는 국가이론과 관련된 정치적 관점에서 국가활동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 

한 정치적 분석을 통하여 추구될 수 밖에 없다21 한국에서 지역정책으로 불 

리우는 공간정책은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적 개입수단으로서 성장을 지원하는 

부문정책 혹은 사회적 형명을 추구하는 분배정책 양자이거나 아니면 그 중 

하나의 정책목적 수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공간정책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는 국가가 공간정책을 활용하는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성장이 공간상에 물적투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공간적으로 조직된다는 

점에서 성장정책으로서 모든 부문정책은 공간정책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 

1 } “지역계획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다. "( Ross , G. W. and Cohen , S. S. , 

“The politics of French regional planning," Friedmann , J. and Alonso , 

W.{eds) , 1975 ,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 

MIT Press , Cambridge , Mass. , p.727. 

2) Gore , C. , 1984 , Regions in question: space , development theory and 

regional policy , Methuen ,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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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계획가들은 공간정책이 부문정책에 비하여 총량척 성장보다는 형명성 

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3) 한국에서도 1987년 개정 헌법(123조 

2항)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의무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공간정책이 정책과 법령으로 별도로 제정되기 이전인 1960년대의 경 

제발전5개년계획에서부터 경제계획의 공간정책적 측면은 ‘지역균형발전’이란 

계획목표 및 기본정신 둥의 형태로 경제계획에서 강조되어 왔다. 국가주도 

의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이 본퀘도에 오른 1960년대 후반의 제2차경제계획은 

복지국가를 장기전망으로 제시하고， 그 지표로서 일인당 소득배가 및 완전고 

용 동 성장정책과 함께， 교육 및 사회보장제도 동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지 

역간 격차완화’를 제시하였다. 제3차계획에서는 계획이 추구하는 기본정신 

으로 ‘조화된 성장 · 안정 ·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자립적 경제구조’와 함 

께 ‘지역개발의 균형’을 천명하였다. 제4차계획에서는 정책이념으로서 ‘성 

장 · 형명 · 능률’을 내세웠는데 기본목표의 하나인 ‘사회개발율 통한 형명의 

증진’에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를 담고 있다. 제5차 

계획에서는 안정 · 능률 · 균형의 기본이넘 하에 안정 및 성장과 함께， ‘소득 

계충간 ·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제6차계획에서는 기본목표를 ‘능율과 형명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 

지의 증진’으로 설정하고， 계획추진의 기본전략으로서 경제사회의 ‘제도발전 

과 질서의 선진화’， ‘산업구조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과 함께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복지의 중진’을 제시하였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 

구원의 r2000년대를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에서는 국가발전 기본구상의 하 

나로서 ‘국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들었다4) 여기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3) 최상철， 1991 , “지역개발의 개넘과 역사적 전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지역계획론-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p.1 1. 

4) “복지사회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나 창조적 사회활동에 척극 참 
여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질높고 활력있는 인구가 전국적으 

로 균형분포되어 부문간， 지역간 사회경제척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금후 21세기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은 지속적 경제 

성장의 기조와 더불어 사회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사회 각 부문 

간의 형명과 균형발전을 이룸으로써 선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초점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1985 ,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 

발전구상- 총괄보고서 , p.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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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율 성취하는데 있어서 필수척 요소로 

정의된다. 따라서 그간 규모의 경제와 집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수 

특정 지역율 집중 개발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반성하 

고， 이를 시정하는 수단으로 자율척 시장기능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장기적 지역간 균형개발 방향으로 수도권과 부산중심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 · 산업의 분산，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을 연계 개발하는 지방생활핀 

육성， 서해안 및 낙후지역 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5) 

이상의 경제개발계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국가의 발전계획의 주요 

부문으로서 지역개발 정책이 포함되며 둘째，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간 균형발 

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셋째， 지역간 균형발전은 사회적 형명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정책의 의의를 사회적 형명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개입의 목표는 경제 

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적 · 물적 공간배치보다는 사회적 형명을 

달성하기 위한 분배정책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explicitly) 제시되어 왔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국토계획에서 공간정책의 이념 

1 ) 국토계획의 개념 

우선 한국에서 법적 용어로 불리고 있는 ‘국토계획’의 개념을 검토해 보 

자. 먼저 국토계획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은 

목척(1조)에서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 개발 · 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 

전을 이룩하여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용어 

정의 (2조)에서는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5) 한국개발연구원， 1985 , 앞의 보고서，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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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이 될 다음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하 

여 1 )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 2) 수해 풍해 기타 재해 

방제， 3) 도시와 · 농촌의 배치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 4)산업입지의 선정과 

조성， 5)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6) 문화 후생 ·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 배치 규모 및 기타 부대 사항 둥 

으로 계획대상을 열거하였다. 이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칭함)은 사업의 대상을 국토의 자연환경(자원) , 산업입지(기반시설) 배 

치， 그리고 생활환경(정주체계)로 설정하였다. 또 사업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정책임을 밝히고， 계획의 륙성을 종합척이 

고 장기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이 명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토계획의 성격을 재정의해 보 

면， 첫째는 자원을 공간적으로 배분하는 물적 배치(빼的 配置) 계획이다. 

자원은 국토내에 존재하는 자연환경자원， 노동력， 산업구조물로 나뒤어지는 

데， 생산요소가 되는 이들 물적자원을 공간적으로 적절히 배치 · 배분하는 것 

을 계획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 

책방향이다. 비록 발전의 의미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으로 추상화 

되어 있지만， 이는 결국 경제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 동 국가기반 시설 

에 대한 투자계획이다6) 따라서 국토계획의 성격을 국가의 경제개입이란 측 

면에서 실체적으로 정의하면， 국토계획은 국가의 주도하에 국토내 생산자원 

의 공간적 배치와 하부구조 투자를 조직하고 시행함으로써 장기적 경제성장 

을 추구하는 국가 경제개입 전략의 하나이다 

2) 국토종합개발계획 이전의 공간정책 목표 

국토개발사업 

196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별도의 체계적 계획수립 없 

이 1971 년까지 국토계획은 경제개발계획 안에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1960년 

대의 공간정책에 해당하는 국토개발사업은 민주당정권에 의하여 시작되었으 

나， 5. 16 군사정권이 승계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적 내용은 댐， 도로， 치 

6) 건설부， 1991,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안)，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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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방사업 둥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며， 동시에 동원된 인력에 노임을 살 

포하여 경기를 촉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기도 했다71 1960년 

대의 또 다른 공간정책은 륙정지역개발 계획이다. 30년 단위의 장기개발을 

목표로 개발효과가 큰 지역으로 6개 특정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중 서울-인 

천， 제주도， 그리고 영동-동해특정지역 둥 3개 지역은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 

었고， 당초 륙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추가된 울산지역은 1차경 

제개발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이 되었다. 서울-인천특정지역계획은 1981 년 수 

도판정비계획에 흡수되고 나머지 특정지역은 구체적 사업계획도 마련해보지 

못한 채 1982년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전면 재조정되었다. 

국토계획 기본구상 

특정지역계획에 이어 최초의 종합적 국토계획구상으로 나타난 것이 1968 

년의 국토계획기본구상이다. 이는 1967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대국 

토건설계획이 발전된 것으로서， 구체적 실천계획이 아닌 구상의 수준이었다. 

이 국토계획기본구상은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경합， 즉 각 부처 

별 계획집행으로 인한 국토이용의 파행성을 극복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도계획， 군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은 국토가 포장하고 있는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보전함과 동시에 생활환경과 생산 및 소비활동의 능률화를 위한 국토공 

간질서 창출을 기본명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토의 경지적(鷹地的) 부문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는 경제 및 사회계획 동 타 국가계획과 구분되나 

궁극척으로 국민복지 향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타 국가계획과 그 목적 

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계획들의 공통적인 목적인 국가이익 

과 국민복지향상을 기함에 있어서는 상호관련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계획이 상정하는 국토자체에 대한 제 투자는 본 계획이 상정한 방침 

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부， 1968 , 국토계획기본구상， p.25) 

이 구상의 가장 큰 의의는 공간부문이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종합 연관 

척 중요성을 인식한 것과 중장기 종합적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81 국가가 경제발전의 주도적 인자로서 국토공간의 재구조화에 본격적으로 

7) 김의원， 1982 , 한국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 pp.76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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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할 근거률 마련한 데 있다. 국가개입의 방향으로 이 구상은 사회간접자 

본투자 부진을 지적하면서 “국토전체를 한 단위로 한 공간질서의 확립과 이 

에 따르는 시설투자계획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한 

편 이 구상은 이제까지의 지역격차는 “전근대적인 농업위주의 산업과 자원의 

지역적 면재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국토계획의 침루과정에 따라 첨차 해 

소될 것이나， 앞으로는 ‘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의 격차유발’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척 대책으로 국 

토이용의 전문화， 산업입지의 적정화， 도-농간 인구배치， 사회간접자본의 적 

정배분을 제안한다9) 이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공간정책 부문은 국토 생활공 

간의 계충척 권역화，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토이용의 기능적 전 

문화 및 도시지역에 대한 지역지구제， 국토자원의 개발， 공업입지， 운송통신 

체제 그리고 생활환경의 개선 퉁이다. 따라서 국토개발기본구상은 그 성격 

을 다른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제공으로 스스로를 한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국가의 공간계획이 가지는 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다10l 지역격차 

의 성격을 전근대적인 것에서 공업화 격차와 같은 근대적인 것으로의 변화로 

예측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국가발전과 지역격차 시정 그리고 국민생활 

환경 개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민전체를 위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경제발 

전이라는 자본축적 지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다. 

3) 저11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화학공업화가 전개되는 1970년대에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었 

다. 제 1차국토계획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1960년대 경제 · 사회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성장 애로부문에 대한 국가의 중점적 지원방향과 관련된다 1960년 

대 대외지향척 공업화에 의하여 경제성장율은 1962-71 년 기간 중에 연명균 

9.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및 이와 직접 

8) “국민경제활동무대로서 공간 즉 국토의 기능강화 없이 국민경제수준의 극 

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국토계획기본구상， p. 15. ) 

9) 건설부， 1968 , 국토계획기본구상， PP.19-20. 

10) Lipietz , A. (1980 , 앞의 논문)가 말한 국가의 공간척 투자정책과 토지정 

책을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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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부문에 우선된 까닭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성장지숙의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분석되었다. 즉 이 기간동안 총화물 운송량은 3.5%, 

륙히 수출입화물은 6. 7%가 증가하였으나 총고정자본형성은 5.9% 증가에 그쳤 

고 사회간접자본은 5.2% 증가하는데 불과하였다. 특히 교통수단 둥 사회간 

접자본 부문이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III 한편 급속한 도 

시화 륙히 서울에의 인구집중이 사회문제로 발전함에 따라 대도시 인구분산， 

공업분산이 중요 공간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도시 인구분산과 사 

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국토계획의 필요성이 아래 인용문처럼 제시되었 

다. 

“직접생산부문과 사회간접부문의 균형개발， 교통망체계의 개편， 대도시 

인구집중의 적정관리 동은 결국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공간질서의 재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종 

합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 17. ) 

“특히 이 계획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분산과 

지방 중소도시의 육성 및 기간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체계있는 정비를 통 

한 국민경제능률의 극대화와 지역적 자럽의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읍니다. "(대한민국정부， 1971 , 국토종합 

개발계획， 머리말. ) 

계획의 구체적 필요성은 공간적 성장 애로 부문의 해결이었지만， 추상적 

차원에서 계획의 명시척 이념인 기본목표는 어디까지나 지역간 부문간 균형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으로 표현되 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농업과 공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있게 배치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대한민국정부， 1971 , 국 

토종합개발계획， 제 1부 기본계획 기본목표， p. 8. )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개발정책에서는 대규모 공 

11 )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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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지 건설과 교통통신， 에너지 둥 사회간접자본을 강조합으로써 생산의 극 

대화와 능률화 추구를 명시하고 있다. 균형개발에 대하여는 “부진지역개발 

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혹은 “지역적 자립기능 강화”라는 추상척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또 부진지역의 자립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 항목이 되는 권역 

별 계획에서는 그 성격을 전국적인 부문계획을 보완하는 ‘구상’의 수준으로 

계획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I2l 

한국의 공간정책은 1970년대에 독립적 정책부문으로 체계화되었다. 70년 

대 공간정책의 구체척 역할은 국가가 제공하는 하부구조 확충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그 효과는 개발정책이 설정한 3개 부문 

가운데 대규모공업기지의 구축정비(중화학산업기지 건설) , 교통통신， 수자원 

빛 에너지공급망 정비(하부구조 건설)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명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1차 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시된 지역균형발전의 내용에 해당 

하는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강화(농어촌， 후진지역 개발)에서는 “기 

간중 공업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한 나머지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에는 상 

대적으로 미흡했으나 생활시설의 지역간 상대적 격차는 완화되었으며， 지방 

대학의 육성， 전국체전의 지방유치， 의료시설의 지방분산 동은 생활환경의 

명준화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스스로 명가한다끼 즉 투자는 미흡하였지 

만， 평균수준의 지역간 생활환경 격차는 완화되었다는 것이다I때. 

4) 저12차국토종합개발계획 

원 계획 

1980년대의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70년대의 성장거점개발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다. 성장거점 방식은 “경제성에 비중을 둔 국토개발로 경제 

성장을 효율적으로 윗받침하였으나，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지역간 발전격차 

동의 부작용이 수반되었다"15l 그리고 2차계획은 “1980년대의 국정지표인 

‘복지사회건설’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계획이다 "16l라고 계획의 성격을 

12) 대한민국정부， 1971 , 국토종합개발계획， 제3부 권역별계획， p.112. 
13)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평가분석， p.27. 
14)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앞의 명가 자료， p.99. 

15) 대한민국정부， 1982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p.6. 
16) 대한민국정부， 1982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p.4. 



72 저14장 한국 국토개발과 공간정책 

밝힌다 1980년대 제2차계획의 특성은 대통령의 이래 계획 취지 설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 1차계획에 비하여 지역균형발전이 대폭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우기 우리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본 계획의 입안에 있어 정 

부는 모든 산업， 계충，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전 국토가 활용됨으로써 방 

방곡곡이 튼튼한 「복지의 기지」가 되도록 하자는데 유의하였읍니다 

또 2차계획은 1차계획과는 달리 기본계획 앞에 다시 세가지 ‘기본이념과 

전제’라는 절을 두고 있는데， 국토계획의 이념을 “국가의 안보와 국토통일 

의 여건조성”이라 하여 국방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경제의 자럽기반을 공고히 하여 튼튼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토통일에 

의 주도척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우리의 명제이다. 국토개발의 접근방 

법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및 산업을 국토의 남부로 유도하 

여 안보척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p. 15. ) 

나머지 두가지 국토개발의 이념과 전제는 국제경제핀의 주요입지로서의 

역할 신장 및 국토의 균형개발과 복지사회의 건설이다. 이념에서 국가안보와 

함께 강조되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복지사회의 건설과 동일시된다. 즉， 

“양적성장만으로는 크게 향상된 국민의 의식수준과 급증하는 생활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공업화 촉진을 위한 

거점개발정책으로 발생한 지역간， 도농간 성장과실의 편재를 완화하기 위 

해서는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는 정책 

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기간중에는 경제성장과 지역간 

의 균형개발이 조화를 바탕으로 파행적인 국토공간구조의 거시적 재면성 

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국민생활의 명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정부. 1971,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p. 15. ) 

이 계획이념으로 볼 때， 복지사회와 국토개발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 

히 지역간 균형개발을 국민생활의 명준화 내지 성장과 복지률 조화시키는 주 

요한 정책수단으로 명가하고 있다. 곧 공간정책이 사회적 명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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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목표로서 1 )지역간 균형개발과 안보척 차원에서 인구의 지방정착유도 

(성장거점도시 육성， 생활권 조성， 지역경제권 육성)， 2)산업기반시설 확충 

으로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3)국민생활환경의 종합적 정비확충으로 북 

지수준 확대 4) 국토부존자원의 개발과 자연자원의 보전을 제시하였다. 

목표제시라는 차원에서만 볼 때， 제 1차계획의 성장위주 전략은 자취를 감추 

었다. 륙히 인구의 지 방정 착을 초국법 적 개 념 인 안보적 차원으로 승화시 킴 

으로써 제2차계획의 목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안보적 차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2차계획이 균형발전과 안보를 기본목표의 제일에 내세운 것은 아래 

인용문처럼 유신헌법 하의 1970년대 말과 제5공화국이 출발하는 80년대 초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공간정책의 정치적 효용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균형개발과 안보적 차원에서 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한면， 지 

방에서도 고용기회증대를 통한 소득향상과 도시척 서비스의 면익을 향유 

할 수 있게 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한다. "(제2차국토개발계획， 

p. 16. ) 

지역간 균형개발의 강조는 다른한편 1970년대의 강력한 국가개입에 의한 

중화학 공업지대 건설성과에 대한 자신을 바탕으로. 80년대에도 보다 강력한 

국가개입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19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캉력한 직첩척 

개입이 계속되고 개입수단으로서 공간정책이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 공간정 

책 계획가들은 70년대에 동남권으로 산엽입지의 분산을 이룬 정책의지가 80 

년대에는 ‘인구의 지방정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신념은 제2차계획에서 국 

토개발의 단계를 집척이익의 확산 및 생활환경 개발단계로 규정한 데에서도 

나타난다. 즉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의 공업단지 개발 

을 지양하는 한편， 적정규모의 공업을 지방도시에 분산배치하고 도시와 농촌 

의 연계 및 지역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으로 개발가능을 전국 

적으로 확대한다고 목표를 설정하였다까 이러한 발전단계를 달성하기 위 

17) 제2차국토개발계획. p.16. 



74 저14장 한국 국토개발과 공간정책 

한 개발의 천략으로 ‘국토개발의 단계적 전개’는 〈그림 4- 1. 1>과 같이 제시 

되었다. 

생활환청 

빼때歸꼬 R?? 뿔 

접적이익추=?J 짧적 01익확잔-→펀적01익균점 

〈그림 4-1. 1> 국토개밤의 단계척 전개 

인용처 : 대한민국정부， 1982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p.17. 

1980년대 한국의 발전단계를 생활환경이 중요시되는 집척이익 확산단계로 

설정한 것은 한편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단계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성장거점 

이론에서 말하는 발전의 확산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발전주의의 이념이 표 

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 

뭉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형명을 지향하는 정책이념이 공간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전략의 내용에서도 인구청착시책으로서 도 

시체계를 중요시하는 지역생활권 조성을 국토개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제2차계획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견해는 도시체계론적 입장에서 선 

발천단계론이다메 이는 국가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각각 능률성과 형명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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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힘(정책)의 합력에 의해 도시체계의 형 

태가 영향받는다는 전제이다)9) 2차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까지도 

“지방중소도시률 연결하는 교통망의 고숙화와 통신망의 대폭적 확충으로 지 

방공업의 개발과 지역기능의 강화를 혹진한다고 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묵척과 연관시키고 있다.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특성은 지역균형발천 논 

리가 국토계획의 명시적 목표로서 강력하게 제시된 점이다. 따라서 “기존 

의 집척이익 추구에서 집척이익 확산을 꾀한다는 적정 도시규모 분포에 입 

각한 정주체계론이 당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수도권 과밀화 문제해결과 지 

역격차 해소라는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하였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1980년대 공간정책의 목표이념으로 제시한 것은 급 

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대하는 사회적 불균형(형명)에 관한 국민척 욕구 

에 국가가 “지역적 균형발전론”으로 대웅하고， 또 실제로 현상화되는 지역간 

발전격차에 대한 시정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는 사 

회적 인식을 확대할 수도 있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제 123조 2항에 신설 

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 

다는 규정도 그 증거의 하나이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국가가 개입하는 

목적이 명시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에 있음을 확인시격 준다. 즉 공간정책 

의 륙별한 의의는 경제성장 성과가 지역간， 계충간에 균점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수단이라는 점이다. 단계척 발전론과 정주체계론이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제2차계획은 제 1차계획과 마찬가지로 거점개발 

18) 류우익， 1983 , “한국지리학에서 지역정책의 쟁점 지리학논총， Vo 1. 10 , 

p.99. 

19) 김인(1 983 )은 도시정책의 단계를， 국가경제성장을 우위에 두고 추구하는 제 

1단계， 국가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간 격차 해소를 동시에 모색하는 제2단계， 

그리고 국가경제성장의 과실이 국토 상에 균점되도록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 

점을 두는 제3단계로 구분하고， 도시정책이 1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함에 따 

라 도시체계는 종주도시체계에서 대수정규분포체계의 형태로 발전한다는 것 

이다. 그는 이 모형에 입각하여 1960-70년대의 제 1단계에서 1990년대에는 

제3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본다. 따라서 80년대에는 제2단계에 해당하는 정 

책을 택한다고 주장한다. (김인， 1983 , “한국의 도시체계와 성장도시 -도시체 

계상에서 성장도시의 확인， 분석， 명가를 위한 연구 및 도시정책적 성찰 

환경 논총， Vo 1. 12 , p.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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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지역균형 발전율 강조하는 기본이념 제 

시를 통해 종래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서 벗어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리 

학과 지역정책 관련 학문에서 폭넓은 지역개발전략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æl 

그러나 1980년대 초에 시행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경제여건 

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가개입양식으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과 같은 

50ft 5tructure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유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경제계획과 상이한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제2차계획은 이 시기의 경제성장이 요구하는 경제발 

전전략과의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은 채， 1970년대 제 1차계획기간 중의 인구 

및 산업집중에 대한 반성과 단계척 발전 사고에 기초하여 공간정책 방향을 

상대적으로 엄청난 직접적 재정투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국토의 균형개발 

과 국민생활 환경의 개선에 중심을 두는 지역생활핀 구상 동 정주체계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간계획이 가지는 수사적 정당화 기능과 

발전주의 사고를 감안하더라도 1980년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는 상치된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수 정 계 획 (1987 년 ) 

1987년에 수정된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집중경향의 지속 및 지 

역간 불균형 심화， 그리고 경제여건의 호전 및 88올림픽 개최 동 여건변화를 

계획 수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211 이에 따라 수정계획은 “수도권 문제에 보 

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주체계 개발전략을 15개의 성장거점도시 

와 287fl 지역생활권을 설정한 ‘지역생활권 조성’ 전략에서 4개핀역 5대 도시 

룰 수도권에 대응하는 인구 100만이상의 지방분권의 경제적 단위로 육성한다 

는 ‘지역경제권 형성’ 전략으로 수정하였다221 이러한 방향전환은 당초 계획 

20) 최상철， 1979 , “소단위 지역개발개념과 기본전략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Vo l. 6-1; 류우익， 1983 , 앞의 논문; 황명찬， 1984 , “지방화시대에 부웅한 

지역개발의 방향 국토계획， Vo l. 19-2.;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1985, 지 

방의 재발견， 민음사; 홍성웅， 1988 , “사회정의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Vol. 10 , pp.39-49. 

21) 대한민국정부， 1987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1987-1991 , ‘제2차국 

토종합개발계획에 부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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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구성이 조정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개발지역 구분에서 제 1차계획의 4 

대 유역핀과 같아진 셈이다때. 그러나 수정계획은 수자원개발에서 당초계획 

의 4대유역권을 10대유역핀으로 확대했고 광역상수도는 당초 7개 지역율 13 

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륙히 공업부문 수정계획에서 농민들의 소묵향상율 

목적으로 농공단지조성이 추가되었다. 원래의 2차계획은 정주체계 조성 전 

략에서 ‘지역생활권 구상’ 둥 이론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때. 그 

러나 수정계획은 1980년대에도 계속 심화된 인구의 지역척 면중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핀 정비계획을 제시하는 동 현실문제 지향적이다. 륙히 거점 

개발방식에 의한 루자 취업 생활환경 둥에서의 지역격차 발생을 강조하면서 

‘국민생활의 형명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간，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여 전국민이 국토의 어느 곳에 살든 형명 

과 복지차원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균점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도로 

포장， 상하수도 동 생활환경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인 향상을 기 

하여 국민 기본수요(Basic Need) 에 대한 보면적 충족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지역간 간선교통망의 확충과 첨단통신수단의 도입에 의하 

여 천국토를 장차 반일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구상도 국민생활의 형명화를 

위한 주요 과제이다 ... (제2차국토개발계획수정계획， p. 17. ) 

다. 국토계획 이념의 수사적 · 공간분리주의적 성격 

공간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은 국토계획 시행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생활환경의 지역격차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격차 추이 분석은 보급이 확산됨으로써 완화추 

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율， 자동차보유 및 전화가입 

율 둥을 지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선 문제시 된다. 측정의 결과는 도시 

화나 제조업 동 생산조건의 지역격차가 일관되게 감소한 반면， 완화추세를 

22) 대한민국정부， 1987 , 제2차계획국토개발계획수정계획， pp.27-28. 

23) 대한국토계획학회， 1989 , 한국국토 · 도시계획사， p.35. 

24) “지역생활권은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결합시킨 일정범위의 지역단위 
로서 그 지역내의 생산， 생활，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핀역인 동시에 주민의 제반 면익시설 공동 이용권역이라 할 수 있다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p. 19. ) 



78 저14장 한국 국토개발과 공간정책 

나타내리라 생각되는 생활환경 지표는 격차가 미미하게 완화되거나， 1980년 

대에는 일부 지표에서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표 

4- 1. 1)). 이것은 생활환경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계획이념이 재정 

의 한계로 실천보다는 수사(rhethoric)로 기능한 데 불과하였거나， 아니면 

계획이 가정했던 지역경제 발전의 조건이 변화함으로써 국가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지역균형발천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적절한 지표로 

측정된 결과에 의하여도 지역격차가 현저하게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 

토계획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 이념은 사회적 형명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형 

명 요구를 무마하고 국가개입을 수사로 정당화하는 정치적 효용으로 기능하 

였다고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척인 문제점은 경제정잭 방향이 간접적 · 유도적인 것으 

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정책은 여전히 직접적인 국가개입의 확 

대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공간정책은 1980년대 경제， 산업정책과 방향이 

상치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제3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지역발전 

이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1980년대에 변화하고 있었지만 공간정책은 

여전히 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부문정책과 독립적으 

로 공간정책이 사회적 형명을 위한 분배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 

간정책 계획가들의 공간분리주의적 사고의 소산으로 지적될 수 있다삐. 특히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척 과정과 공간적 

현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론과 계획을 구성하는 공간분리주의적 사고는 

발전주의국가 공간정책의 수사적 성격과 융합되어 정책이념을 더욱 허구화하 

25) 공간분리주의란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구 

성하는 것을 말한다 Sack은 “지리학적 사고 속에 않는 일반적이고 설득적 

인 견해는 ‘공간적인 것’의 효과를 공간분석을 통해서 검토되는 사건의 속성 

이나 독립적 현상으로 인식 분리 명가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이것이 공간 

분리주의 주제를 구성한다. "(Sack , R. D. , 1974 , “The spatial seperatist 
theme in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 Vol. 50 , p.l.) 그러나 “어떤것 

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곧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어디에서 일어났 

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Sack , R.D. , 1980 , Concept ion of space in 

social thought: a geographical perspect ive , London , Macmillan , p. 70.) 라 

고 주장한다. 따라서 Gore는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공간성의 효과를 고립시 

키는 방법은 발전과정의 공간성을 분석하지 못하고 발전연구는 실패할 수 밖 

에 없다고 주장한다(Gore ， C, 1984 , 앞의 책， pp. 23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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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공간정책과 경제발전의 보다 실체척 관련 

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정책이념 분석과 차원을 달리하여 직접적 국가투자활 

동으로서 사회간접자본 루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성과와 한계가 분석될 필요 

가 있다. 

〈표 4-1. 1> 지역격차의 변화 (단위: 번이계수) 

1971 1980(A) 1990(B) B-A 

인구 도시화율 0.57 0.62 0.55 -0.07 
총인구이동율 0.87 0.58 0.54 -0.04 

산업 팡공업생산액 (천명당) 0.87 O. 73 0.66 -0.07 
제조업종업원수 (천명당) O. 77 O. 71 0.68 -0.03 
전력사용량 (천가구당) 0.64 0.59 0.56 -0.03 

주택보급율 - 0.52 0.52 0.0 
생활 도로포장율 0.68 0.59 O .. 51 -0.08 

상수도보급율 - 0.52 0.55 +0.03 
환경 자동차보유대수 (천가구당) o. 79 0.57 0.58 +0.01 

전화가입자수 (천가구당) 0.60 0.54 0.51 -0.03 

교육 대학생수 (천명당) 1. 04 0.56 0.58 +0.02 
의료 병상수 (천명당) 0.63 0.54 0.52 -0.03 

지방 예금액 (천명당) - 0.94 O. 70 -0.24 
경제 지방세부담액 (천명탕) - 0.58 0.54 -0.04 

주 : 시·도간 변이계수(C.V)는 슷자가 높율 수록 격차가 크며， 낮율 추륙 격차가 적읍. 

인용처 : 국토개발연구원， 1991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척명가(VI) ，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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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하부구조 투자는 현대국가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의 하나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산의 물적조건 일반’으로서 하부 

구조(사회간접자본) 조성은 국가의 책임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뼈. 국가의 

하부구조 투자활동은 유통조건 개선을 통하여 개별 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 

고 자본회전을 가속화할 뿐만아니라 잉여자본에 투자처를 제공하여 홉수함으 

로써 자본축적을 지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낙후 지역의 하부구조 개선을 위 

한 국가의 투자는 지역간 생산조건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된다'01 

26) 사회간접자본 혹은 하부구조의 개념은 첫째， 직접 생산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중에 기업이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 둘째， 재화의 특성으로 보아서 시장기구에 의하여 충분한 공급을 기 

대하기 어려운 공동소비성 내지 비배제성 재화， 셋째， 공급주체의 측면에 

서 공공부문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로 인식된다(양지청， 1992,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개발정책 간담회 

자료.). 

27)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견해는 널리 

지지를 받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는 두가지 점에서 재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생산조건 일반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의 생산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계획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루자의 명분을 경제성장 지원 못지않게 지역격차완화 효과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불균둥발전론자들은 집합적 생산수단 즉 물척유통수단 

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초과이윤을 위하여 특정공간에서 자본순환기간 

을 단축시킴으로써 생산조건의 지리적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분포경향은 현상적으로 일정한 균동화 경향 

을 보이고 과잉 자본과 노동력을 고용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는 새로운 지역 차별화 조건을 창출해야만 자본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Harvry ， 1982 , Limit s to capital). 둘째， 국가의 경제개입을 정 

당화하는 기능은 집합적 생산수단인 물척유통수단 보다는 집합적 소비수단 

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에 있으며，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출이 생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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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공공투자는 “1960년대 공업화시책의 전개과정에서 투자재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루자는 제조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지원부문에 우선”하였 

기 때문에， 루자부문은 수송， 전력， 통신 둥 주요 부문에 선택적으로 행해졌 

다뼈. 한펀 계획이 포함하는 공간범위도 전국적이지 못하고 경부 · 경인 고숙 

도로 건설시작， 울산 · 창원의 중화학공단 건설 추진 동 제한척이었다. 1960 

년의 제 1 ， 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 국민총생산은 2.3배 증가하였으나 인척 

물척 이동량은 여객수송은 2.8배， 수출입 화물은 6. 7배로 증가하여 국민총생 

산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이 기간 충 총루자는 5.9배 증가하였으며 사회 

간접자본 투자는 제조업의 루자 증가율과 비슷한 5.2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 수송 물동량과 투자가 항만 · 철도 · 도로 동 사회 간접 

자본의 증가보다 높게 증가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부촉 현상이 크게 나 

타나게 되었다. 즉 운송비의 상대적 증가 동 수출입 산업의 자본회천율 저 

하는 대표척인 경제성장 애로부문으로 제기된 것이다때. 

1960년대의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 애로 뿐아니라， 

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전국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정립을 요청하 

게 되었다.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1960년대 경공업중심의 수출성장 전략의 

한계가 신국제분엽의 대두와 함께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요청 

하였고，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에서 공간정책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은 수출입 

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시설과 중화학공업기지 건설 몽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국가의 생산척 투자였다. 아래 인용문처럼， 지숙적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 

접자본과 같은 생산의 일반적 조건에 대한 투자확대 요청이 사회간접자본부 

문에 대한 투자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국가의 전면척 

이고 계획적인 개입， 즉 장기척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혹은 소비수단 중 어펀 쪽에 비증을 두느냐 하는 것은 사회계급 간 힘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한국사회연구소， 1991 , 한국경제론， 백산서당， 

pp. 246-248). 곧 지역균형발전이 집합적 소비수단을 지역적으로 균형되게 

분포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8) 국토개발연구원， 1982, 제 1차국토개발계획명가분석， pp.13-14 .. 

29) 국토개발연구원， 1982, 앞의 자료，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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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유기적이고 균형된 개발을 통하여 성장 

애로의 사천타개가 요청되었고， 특히 물동량의 증가를 기존의 철도망과 

도로망으로는 감당못하게 되어 새로운 교통망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은 회임기간과 이용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본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공간 질서의 확립이 

라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새 

로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요청되었다 .... 직접생산 부문과 사회간접 부문 

의 균형개발， 교통망체계의 개편， 대도시 인구집중의 적정관리 동은 결국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공간질서의 재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국토개발연구원， 1982, 제 1차국토개발계획명가분석， pp. 14 -1 7. ) 

l 차 국토계획은 그 기본목표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공간질서를 확립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한다는 전국적 차원에서 

국토이용계획 수립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수단으로서 ‘고도의 경제성 

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발의 기초조건인 교통 · 통신 · 수자원 · 동력 동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가 경제발 

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규모 계획적 투자를 장기적으로 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차계획에서 국가개입의 핵심은 사 

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 생산활동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을 

보면， 게획기간동안 약 11조여 원을 투자(같은 기간 국민소득의 25%)하며 

투자배분은 농림수산 10.6%, 광공업 29.8% , 사회간접자본 38.2%, 기타서비스 

21. 4%로 사회간접자본투자(4조 3 ， 431 억 원)가 계획의 초점임을 알 수 있다11) 

또 공업용지 수급을 위하여 계획공단을 1970년 27%에서 81 년 63.8%로 증대하 

고 전체공업용지를 1970년 85.1 명방킬로메터에서 81 년 278.8 펑방킬로메터 

로 177.1% 증가시키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동남중화학공업벨트조성으로 이 

지역의 전국 공업생산에 대한 비중을 29%에서 33%로 증대하며， 경기임해공업 

지대를 조성하여 서울의 공업을 분산시킴으로써 그 비중을 10. 7%에서 15.6% 

로 증대하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서울， 부산， 대구 등 3대도시의 공엽생 

산비중은 57.4%에서 20.3%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3D 이를 위하여 정 

부는 중화학공업의 중점육성을 위한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법으로 산엽기지개 

30) 대한민국정부， 1971 , 국토종합개발계획， p.19 , <표-6). 

31) 대한민국정부， 1971, 국토종합개발계획， pp.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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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촉진법(1913 )을 제정하고， 나아가 공업배치법(1911)율 제정하여 천국의 인 

구와 산업율 집중정도에 따라 이전촉진 · 제한정비 · 유치 지역으로 구분하는 

공업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재배치률 추진하였다. 

계획시행 기간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은 총투자 대비 1912년의 40.9%에 

서 1916년 46. 1%, 1981 년 50% 수준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기간 중 총루자율 

증가가 2. 16배인데 대하여 사회간접자본 루자는 3.36배에 이르렀다. 륙히 

이 시기 도로 항만 둥 하부구조가 사회간접자본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43.1%(1912-16년)， 44.6% (1 911-81 년)까지 높아졌다. 제3 ， 4차 경제계획기간 

인 이 시기의 경제발전에 대한 하부구조 투자의 기여와 거의 국가투자로 이 

루어지는 이 부문이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중을 볼 때(<표 4-2.1> , <표 

4-2. 2> ), 1910년대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투자의 중심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2.1> 제 1차국토개발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융 추이 

1981 

SOC투자율(SOC/총투자)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개발계획추진실척명가분석， p.25. 

국가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재정투자 

의 83%인 7조 1 ， 944 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였는데， 그중 92%는 직접 

투자였다3zl 1913년에 제정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국가는 중화학공 

단과 항만， 공업용수， 도로 동 산업 부대시설 건설에 집중 투자하였다. 그 

러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1912년 총투자의 40.9%에서 1981 년 

50.0%에 이르렀다(<표 4-2.1> ). 이 기간에 건설된 주요 사회간접자본은 고 

속도로망 형성， 동남해안공업벨트，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신공업도시(반 

월， 과천， 여천， 창원) , 그리고 다목적 댐과 수리시설 둥이다. 제 1차국토종 

합개발계획은 전체 정잭 목표는 19.2% 달성에 그쳤으나， 사회간접자본 시설 

의 투자목표 달성도는 124.0%에 이르렀다33l 이 결과 총 재정투자에서 차지 

32) 김 견， 1988, 앞의 논문， pp.140-141. 

33)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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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간접자본의 비중은 54.9%(1962-66년)에서 80.5%(1977-80년)로 증가 

하였다찌.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회간접자본(국토개발) 투자는 제 l차계획 전 

기간중 총투자 점유비 40% 이상을 유지하였고， 제2차계획(1982-1989 )의 전반 

기까지는 40-50%대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1988년은 41.9% , 89년 35.4%, 90년 

29. 7%로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였다. 륙히 이 중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하부 

구조에 대한 투자가 1987년 이후 총 국토개발투자의 31.3%로 비중이 감소되 

었다((표 4-2.2) ). 따라서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안은 국토개발부문에 

대한 루자가 1987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루 

자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표 4-2.3))삐. 

〈표 4-2.2) 사회간첩자본투자 추이 (단위 %) 

62-66년 66-11 년 72-76년 77-81 년 82-86년 87-90년 

국민소륙 7.8(%) 9.6 9.7 6.1 9.8 10.3 
고정자본 25.9(%) 17.9 16.6 11. 8 11. 2 17.5 

고정자본형성 21. 6(%) 25.1 24. 7 30.9 28.5 31. 5 

1962 1990 

국토개발투자 I 40.4 I 29.2 I 33.8 I 40.9 I 46.7 I 33.7 I 57.3 I 54.2 129 . 7 

국토하부구조투자율 82-86년 I 87-90년 

44.2 31. 3 

주: 국민소득 · 고정자본 · 고정자본형성은 증가율， 국토개발투자율은 

국토개발루자/총고정자본형성(%) : 하부구조투자율은 국토하부구조투 

자/국토개발총투자(%) 임. 

자료: 한국은행， 1990 , 국민계정; 통계청， 1991 , 주요경제지표; 국토개발 

34) 김호기， 1986 , “경제개발콰 국가의 역할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울， 

p.201. 
35) 국토개발연구원， 1991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국토계획의 효율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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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1982 , 1 차명가분석， p.16. 및 1991 , 제2차국토개발계획의 추진실 

적명가(VI )， p.52. 

〈표 4-2.3) 국토개밤루차 규모 추이 빚 예삿 

1972-81 1982-91 1992-2001 

투자 규모(조 원) 17.4 140.8 260 

재원(%) 

중앙정부 31. 7 31. 0 31. 0 
지방정부 11. 3 12.3 12.3 
기 타 57.0 56.6 56.6 

주 1972-81 년은 1975년 불변가격 , 1982-88 , 19892-1991은 1985년 불변가격 

기준， 1992-2001년은 계획치임. 

인용처: 국토개발연구원， 1991 ,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집행을 위한 정책토론 

회 자료- 국토계획의 효율적 집행. 

국토개발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뿐아니라 경제단체인 상공 

회의소 및 전경련의 제3차국토개발계획에 대한 시안 내지 건의사항을 보면， 

일반적 강조사항인 국토의 균형개발 이외 도로， 항만， 공항 동 운송수단에 

대한 투자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공장용지대책 및 행정 

규제의 완화를 중점척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E 이처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정책은 국토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공간정책의 핵심이다.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60년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대두된 성장 애로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전략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서 사회간 

접자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고 국가의 산업발전에의 중요한 역할 

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말해진다. 따라서 많 

은 개도국에서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능력 부축이 경제발전의 애로요 

36) 국토개발연구원， 1991 , 앞의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1991. 4, 제3차국토종 

합개발계획중 주요부문 시안에 관한 업계의견; 전국경제인연합회， 1991. 6,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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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된다고 한다:rn 그러한 의미에서 1960년대 후반이래 25% 이상의 고정 

자본형성 증가율은 상당부문 사회간접자본으로 구성되었고(<표 4-2.2>) , 이 

에는 국가재정 투자의 기여도가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분석 

1 ) 산업부문 고정자본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비중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1987년 말 현재 70조 2천억 원으로 77년에 

비해 4.0배 증가하였으나， 산업부문이 전체 자본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년의 24%에서 87년 22%로 낮아졌다(<표4-2.4> ). 통신부문과 수리시설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생활편이시설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산업 생 

산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기반시설이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점 

유비중도 1977년의 49%에서 87년에는 38%로 크게 축소되 었다. 

37) 확태원， 1987, “사회간접자본의 산업지원효과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 

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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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사회간캡자본 스룩현함 (단위 10억 원， %) 

1977 1987 ’ 77- ’ 87중 

연평균 
二I그1L 액 대GNP규모 금액 대GNP규모 증가 (배) 증가율 

사회 간접자본스톡(A) 7, 364 40.0 70 , 164 66.1 4.0 14.8 

교통부문 (구성비) 48.8 20.2 38.1 25.2 3.1 11. 9 
도 로 29.4 12.1 21. 5 14.3 2.9 11. 3 
철 도 17.4 7.2 14.1 9.3 3.2 12.3 
항 만 1. 7 O. 7 2.0 1. 3 4.6 16.4 
그。l 항 0.3 0.1 0.5 0.3 7.1 21. 7 

생활편의시설 27.4 11. 3 26.0 17.2 3.8 14.1 
상·하수도 5.1 2.1 4.2 2.8 3.3 12.7 
전기·가스 22.3 9.2 21. 8 14.4 3.9 14.4 

통신부문 10.1 4.2 15.0 9.9 5.9 19.4 
수리 및 치수시설 13.7 5.6 20.9 13.9 6.1 19.8 

산업부문자본스톡(B) 30.314 312.412 4.3 15.7 
(A/B) (24.3) (22.4) 

주 1977-87중 증가는 불변가격 기준. 

인용처: 양지청， 1992 ,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 국토개발연구원간담회 

자료. 

1980년대 후반 사회간접자본 부족현상은 〈표4-2.5)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전체 고정자본형성중 건설， 구축물의 비중이 높아 

지고 있으나， 이를 공공투자가 충분히 윗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비교할 때， 전체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고정적 구축물의 비중은 비 

슷한 수준이지만， 그 중 공공부문의 구축물인 사회간접자본의 민간제조업 고 

정자본에 대한 비율이 1980년대 이 래 일본에 비하여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 

이 나타난다(<표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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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고척자본혁석의 자본재혐태별 구성추이 (단위%) 

1975 1980 1985 일본(1985 ) 

(기 계 류) 41. 5 35.9 34.5 32.3 
일반 기계 17.5 14.9 14.8 10.3 
전기 기기 2.3 3.0 2. 7 4.3 
전자·통신기기 3.4 6.8 4.6 10.2 
수송용장비 17.3 9.4 10.1 6.3 
정밀 기계 1. 0 1. 7 2.3 1. 2 

(건 설) 50.8 56.9 57.9 58.2 
건축·건설보수 30.4 35.4 34.3 35.1 
토목·기타건설 20.4 21. 5 23.6 23.1 

(기 타) 7.7 7.2 7.6 9.5 

계 100.0 100.0 100. 。 100.0 

자료: 한국은행， 1988, 1985년 산업관련표 작성보고. 

〈표 4-2.6) 사회간첩자본/민간제조엽자본스톡의 비옵 

1970 1975 1977 1980 1987 

한국 0.80 0.65 
일본 0.93 1. 00 1. 23 

인용처: 한국은행， 1991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자본스톡， 통계분석자료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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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효|간접자본의 부문벌 구성 

사회간접자본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은 첫째， 부문별로 어떻게 배분되었으 

며 륙히 국가의 루자가 집합척 생산수단과 소비수단 어느 쭉으로 집중되는 

경향인가? 둘째，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었으며 그것이 지역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 중시된다. 이러한 분석은 륙히 지역균형발 

전을 공간정책의 목표로 강조하는 한국 공간정책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도옵 

이 된다고 생각한다. 부문별 배분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회간접 

자본 투자의 성격을 산업생산활동에 주로 기여하는 집합적 생산수단과 소비 

생활에 주로 기여하는 집합적 소비수단으로 루자 부문을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의 기준이 투자부문별 명칭에 따른 까닭에 그 실제 투자내용의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한 투자 부문이 생산과 생활에 양면적으로 기 

여하는 성격을 가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 구분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대체적 성향을 추세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국토계획에서 구분하고 있는 4개부문 중 국토개발기반확충과 

자원개발 및 환경보존 부문은 대체적으로 산업생산력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 

능하는 집합적 생산수단으로， 국토공간구조 개편과 국민생활환경정비 부문은 

노동력재생산 투자의 성격으로 보아 집합적 소비수단에 대한 투자로 각각 분 

류하였다. 제 1차계획은 제2차계획의 분류기준에 따라 부문별 투자실척을 재 

분류하였다(<표 4-2.7) ). 한편 사회간접자본 투자 가운데 투자재원이 공공 

재정인가 아니면 사적 부문인가에 따라 투자의 성격을 공공적 목적 혹은 사 

적 이윤추구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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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7) 사회간첩자본의 부문볍 투자구분 (단위%) 

투자부문 국토계획 사업명 투자 비중 

제 1차0972-81 ) 제2차0982-90) 

(집합적 생산수단) 51. 9 41. 6 

국토개발기반 교통， 통신망 24.0 16. 7 
농업，공업 7.1 4.3 

자원개발 에너지， 수자원，조림 20.8 20.6 
수리 간척， 환경 

(집합척 소비수단) 48.1 58.4 

국토공간구조 도시 지역개발 2.4 7.2 
특수지역 

생활환경정비 45. 7 51. 2 
주 택 1 ;I-L 1 =:Ui 36.1 38.3 

생활환경정비 상하수도， 문화 9.6 12.9 
관광， 교육 

새마을사업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50 

국토개발연구원， 1991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명가(V따)， p.55. 

재분류된 제 1 차， 제2차 국토계획 부문별 투자실적을 보면(<표 4-2.7)) , 

제2차 계획기간은 제 1차계획기간에 비하여 통계수치로는 집합적생산수단(도 

로 · 항만 동)에 속하는 산업기반에 대한 투자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 

와는 대조적으로 집합적소비수단에 속하는 생활환경정비 부문의 투자가 증가 

하여 전체척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집합적소비수단(주택 뭉) 쪽의 비중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하부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 

는 부문인 교통， 통신수단에 대한 투자비중이 24.0%에서 16.6%로 감소하여 

아 부문에 대한 대폭적 투자 증대가 1990년대 제3차계획의 주요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척 부문인 생활 부문의 주택과 생산부문의 



저\2절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91 

운송，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국토개발투자의 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 4-2.8)에서 보는 것처럼， 제 l차계획에 비하여 제2차계획에 

서 주택 부문이 증가하고 도시개발 부문이 새로운 중요 투자부문으로 대두하 

였다. 한편 도로와 통신 부문은 비중이 각각 감소하였다. 

〈표 4-2.8) 국토개밤 투자규모 순위비교 (단위: 조 원， 1985년 가격) 

총루자규모 1위 2위 3위 4위 5위 소계 

제 1차 국토종합 63. 7 주택 에너지 도로 통신 농업 

개 발계획 ( ’ 72- ’ 81 ) 36. 1% 16. 7% 9.1% 8.0% 4.8% 74. 7% 

제2차 국토종합 104.4 주택 에너지 통신 도시 도로 

개발계획 ( ’ 82- ’ 91) 36.8% 15.8% 7.1% 5.6% 4.9% 70.2% 

주: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82- ’ 89기간중의 실적임. 

인용처: 국토개발연구원， 1990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명가 vn , p.30. 

이러한 루자추이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는 국토개발루자의 

성격변화로 파악한다. 이에 의하면， 국토개발투자가 1970년대 전반기는 도 

로， 항만， 공단 동 산업과 직접 관련된 부문에 투자가 활발했지만 후반기에 

는 주택， 교육， 관광 동의 사회개발분야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는 것이다. 

또 1980년대는 70년대에 비해 직접적인 산업지원 보다 균형개발과 국민생활 

의 편이 퉁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다뼈. 이 보고서는 

1980년대는 생활환경정비부문의 계속적인 루자증대와 인구정착기반 조성부문 

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에 대한 투자방향이 생산기반확충에서 생활환경정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 

다고 주장한다]9) 

그러나 정부가 생활환경정비 둥 집합적 소비수단의 중요성을 계획에서 강 

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투자의 중점이 집합적 소비수단으로 실제로 천환 

되었다는 주장은 부문별 투자재원을 분석해 보면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38) 꽉태원， 1987 , 앞의 논문， pp.218-219. 

39) 김종기， 1987 , 한국개발연구，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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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계획기간 총투자의 36.1%를 점유한 주택부문의 투자재원 가운데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문 투자가 각각 전체투자의 9.5%와 7. 7%에 불과하다. 

주돼부문은 민간부문 전체루자의 56.5%를 점유하여 주택투자의 89.2%률 민간 

부문에 의존하였다((표 4-2.9)) . 

〈표 4-2.9) 제 1차계획기간의 재원별 투자질적 (1972-1981L( 단위: 백만원， u) 

부문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국토공간구조개면 80.594 (1. 5) 181. 381 (9.2) 147 , 631 0.5) 

국토개발기반확충 3.953 , 430 (71. 4 ) 1.124 , 555 (57.2) 3.227.733 (32.5) 

자원개발·환경보전 364.645 (6.6) 77.140 (3.9) 261.735 (2.6) 

국민생활환경정비 1, 105, 006 (20.0) 583.472 (29.7) 6, 271 , 825 (63.3) 
주 택 522.676 (9.5) 151 , 443 (7.7) 5.594.239 (56.5) 

총 계 5, 502.910 (100.0) 1, 967 , 183 (100.0) 9, 908 , 522 (100.0) 

주 1975년 가격 기준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p.53-57. 

〈표 4-2.10) 제2차계획기간의 재원별 투자계획 (1982-91t_( 단위 10억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합 계 

국토공간구조개편 1 , 864 (1 9. 6 ) 1 , 854 (1 9. 5 ) 5, 792 (60.9) 9, 510 (6.7) 
국토개발기반확충 16, 321 (69. 1) 3, 359 (1 4.2) 3, 947 (16. 7) 23 , 627 (16.8) 
자원개발 및 환경보천 8, 878 (24.8) 1, 445 (4.0) 25 , 433 (71. 2) 35, 756 (25.4) 
국민생활환경정비 16 , 620 (23. 1) 10, 722 (1 4.9) 44 , 602 (62.0) 71 , 944 (51. 1) 

총 계 43 , 683 (31. 0) 17, 380 (1 2. 3 ) 79 , 774 (56.6) 140, 837(100.0) 

주 1985년 가격 기준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91.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국토계획의 효율척 집행，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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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계획에서도 생산에 직접적 지원율 담당하는 국토개발기반의 확충은 

83.3%를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데 반하여， 국토공간구조 개편과 국민생활 환 

경정비 부문은 각각 전체의 60.8%와 62.0%를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표 

4-2.10)) . 이것은 루자의 속성에 따라 재원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지 

만， 생산지원 부문은 대부분 공공투자로 충당되는데 비하여 생활지원 부문은 

사적 이윤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에 의존함으로써 집합적 소비재에 대한 공공 

부문의 충분한 지원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처럼 집합척 생산수단은 공공척 

비시장기구에 의하여 지원되는데 반하여 집합적 소비수단은 사적 시장기구에 

공급을 여전히 의존함으로써 국가가 공공투자를 통해 사회적 · 지역척 형명을 

추구한다는 공간정책의 명시적 목표는 생산기반시설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공공투자가 생산부문에 한정되는 문제는 “생산환경에서 생활환경”으로 나아 

간다는 개발전략 계획을 명시한 1980년대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곧 중앙 

정부의 자본지출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표 4-2.11)) , 정부의 자본지출(루 

자)의 비중이 주택 및 지역개발부문은 1981 년 1. 4%에서 89년 1. 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업지원(생산지원)은 68.9%에서 71.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송 및 통신 부문도 기간중 중앙정부의 자본지출에 

서 22.3%에서 36.6%로 꾸준히 비중을 중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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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 중앙첫부의 자본지출의 기놓별 분류 (예산기준， 단위 10억 원， %) 

구 τ 님r 1981 1983 1985 1989 

일 반 ~ 정 82 ( 7.6) 100 ( 6.8) 108 ( 6.8) 182 ( 5.4) 
님。l 위 비 52 ( 4.8) 62 ( 4.2) 45 ( 2.8) 239 ( 7. 1) 
교육 및 문화 71 , 6.6) 122 ( 8.3) 114 ( 7.2) 156 ( 4.7) 
인력개발 및 인구대잭 40 ( 3.7) 22 ( 1. 5) 13 ( 0.8) 29 ( 0.9)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56 ( 5.2) 86 ( 5.8) 136 ( 8.6) 214 ( 6.4) 
사 회 보 장 19 ( 1. 8) 17 ( 1. 2) 23 ( 1. 5) 100 ( 3.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5 ( 1. 4) 21 ( 1. 4) 15 ( 1. 0) 41 ( 1. 2) 
켜g 제 사 업 741 (68.9) 1. 045 (70.8) 1, 127 (71. 3) 2, 390 (71. 3) 
농수산개발 351( 32.6) 352(23.9) 379(24.0) 747(22.3) 
국토자원 보존개발 64( 6.0) 98( 6.6) 196 (1 2.4) 282( 8.4) 
중화학공업 및 상공지원 39( 3.6) 37( 2.5) 57( 3.6) 52( 1. 6) 
천력 및 동력 38( 3.5) 75( 5. 1) 69( 4.4) 56( 1. 7) 
수송 및 통신. 240(22.3) 47(32.0) 408(25.8) 1, 226(36.6) 
과학기술 9( 0.8) 10( 0.7) 18( 1. 1) 27( 0.8) 

지방 재정 교부금 - - - -
제지출금 및 기타 - - - -

합 겨l 1. 076 (1 00) 1. 475 (1 00) 1, 581 (1 00) 3, 351 (1 00) 

자료 : 재무부， 1989 , 재정루융자백서， pp.40-41. 

1980년대에 들어 국토개발 총투자에서 국토하부구조시설투자 비중이 감 

소하고 있다(<표 4-2.12)). 특히 최근 국토하부구조 투자부족으로 인한 애 

로는 두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도로 · 항만 둥 시설부족으로 

화물의 통행시간과 하역비 동 물류비용(陽流費用)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경 

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동 경제성장의 애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된다빼. 다 

른 하나의 측면은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의 교통체증현상이다. 정부의 수도 

40)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 왕복소요시간은 1980년 14시간에서 1989년 28시 

간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도로통행의 애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991 년 1년동안에만 고속도로는 3 ， 800억 원， 국도는 1조 7 ， 000억 원， 지방 

도는 1 ， 700억 원 동 모두 2조 2 ， 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 (음 

성직， 1991 ,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국토정보， 1991 년 4월 호， 

p.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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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집중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핀에 1991 년 

현재 인구의 43%, 제조업체의 57% , 자동차의 53%가 몰려 있어 현재와 같은 집 

중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2001 년에는 수도권에 천체인구의 48%가 집중할 것 

으로 예상되어 교통의 마비현상까지도 우려된다는 것이다4D 

〈표 4-2.12) 국토하부구조혁석 투자비중의 변화 (단위 10억 원) 

1972-1976 1977-1981 1982-1986 1987-1989 

토하부구조시설투자(A) 8.557 19 , 529 26. 763 14 , 215 
토개발총투자(B) 19.858 43.800 60.580 43.818 

A/B (%) 43.1 44.6 44.2 32.4 

주 1985년 기준가격. 

인용처: 국토개발연구원， 1990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명가(vn) , 

p.178. 

3)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분포 

지역정책 연구자들은 지역정책(공간정책)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회적 

형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정책이라 정의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은 국 

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간접 

자본이 경제활동의 기본여건을 형성하는 까닭에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는 현재와 같은 국토이용구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 

토이용구조의 골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의하여 조직될 것으로 본다때. 

한국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지역적 분포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에 의하 

41 ) 최병선， 1991 , “수도권집중의 문제와 대잭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42) 박삼욱， 1986 ,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수요 및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문교부학술조성비 연구; 김종기， 1987, “사 

회간접자본투자0970-85 )가 지역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개발연구， Vol. 
9-3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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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국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1970년대에는 

전체척으로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여건하에서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천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투자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 

핀과 부산권에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1980년 경까지는 불균형을 심화시 

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뼈. 실제로 국부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1970년대에는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사회간접자본 축 

적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에는 점유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비중이 32.6%에 

서 31. 7%로 낮아지고 서남권의 비중은 16. 7%에서 17.3%로 약간 높아지고 있 

다. 그러나 1970년대에 낮아졌던 동남권의 비중은 80년대 전반에 경남지역 

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29.3%에서 32.0%로 오히려 높아졌다(<표 

4-2. 13)).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1980년대에 사회간접자본 분포의 지역격 

차가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간접자본의 지역적 분포 

는 결과적으로 지역별 고정자본 축적의 편중현상과 관련된다. 즉 1968 , 

1977, 1987년간에 사회간접자본과 지역총자산은 수도권에서 각각 21.0%• 

32.6%• 31.7%, 36.7%• 45%• 43. %, 그러고 동남권에서 각각 37.5%• 29.3% 

• 32.0%, 30.6%→31.6%→30.8%를 나타내어， 국가가 주도한 사회간접자본 투 

자가 산업자본 투자를 수도권과 동남해안권으로 유도하여 양극화된 국토이용 

구조를 형성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표 4-2.13)). 

43) 김종기 , 1987 , 앞의 논문，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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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3) 지역별 사회간첩자본 및 총자산 구석비 추이 (단위%) 

1968 1977 1987 

soc 총자산 soc 총자산 soc 총자산 

전국(10억원) 765.3 3.028 6, 461 33.389 64 , 189 487. 747 

수도권 21. 0 36. 7 32.6 45.0 31. 7 43.9 

서울 10.3 26.3 23.0 34.5 20.1 27.9 

인천·경기 10.7 10.4 9.6 10.5 11. 6 16.0 

충청권 12.4 9.8 12.8 8.0 12.3 9.1 

서남권 17.8 14.8 16. 7 10.1 17.3 11. 5 

동남권 37.5 30.6 29.3 31. 6 32.0 30.8 

기 타 11. 3 8.1 8.6 4.2 6. 7 4.4 

자료: 경제기획원， 1968 , 1979 , 1989 , 국부통계조사보고. 

〈표 4-2.14) 국토개발비의 핀염별 루자실점 구성비 l 실수 L( 단위 10억원) 

지역 \시기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82-89실적 

수도권 3, 225 4, 342 4, 949 5, 476 6, 027 5, 012 6, 384 6, 044 41 , 459 39.7% 
충청권 988 1, 288 1, 115 1, 039 1, 362 1, 667 1, 130 1, 368 9, 958 9.5" 
서남권 1, 625 1, 876 1, 658 1, 593 1, 661 1, 657 1, 798 1, 886 13, 754 13.2% 
동남핀 3, 426 3, 098 3, 233 3, 033 3, 487 3, 448 3, 901 3, 977 27 , 603 26.4" 
기타 347 401 395 427 425 665 583 715 3, 958 3.8" 
구분불농 400 638 710 1, 085 1, 251 1.327 1, 112 1, 143 7, 666 7.3% 
전국 10, 010 11 , 642 12, 060 12, 654 14 , 214 13, 776 14 , 907 , 15, 136 104 , 399 100.0 

주 1985년 불변가격 

인용처: 국토개발연구원， 1990,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명가(W) ， p.46. 

1980년대 국토개발비의 핀역별 투자실적은 수도권이 39.7%로써 국토개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2. 14) ). 륙히 공공부문 

이 전척으로 담당하는 교통시설에 대한 핀역별 투자실적은 1980년대에도 천 

체 사회간접자본 분포에 비하여 서울과 부산의 집중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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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이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책으로서 지하철 동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핀 인구집중이 계속되는 추세로 봐서 교통시 

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한 논의 

최근 국토하부구조 투자부족의 원인은 세가지 방향에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1980년대 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토하부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가 위축되었으며뼈， 상대적으로 닥후된 농업부문과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또 지역균형개발을 강조하였 

기 때문에 하부구조 투자도 지방 도 · 군 포장 동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 

에 애로부문에 우선 투자되지 못하고 비효율적 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뻐. 

둘째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작은 까닭에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더우기 경직적 세출구조와 정부저 

축의 비투자적 지출이 투자부족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때<표4-2.15)에 

요약된 세계은행(IBRD) 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 재정의 대 GNP 비 

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17.8%로서， 같은 수준인 상위 중소득국 집단의 명균 

28.3%에 비하여 한국의 재정규모는 명균수준의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 

만아니라 한국의 세출구조는 경직성 비용이 높으며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회 

복지 관련 지출비중이 낮다는 것이 특정으로 지적된다뼈l( <표 4-2.16)). 

44) 박삼욱， 1986 , 앞의 논문， p.22. 

45) 제6차경제발전계획 기간(1987-91)동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규 

모는 G.N.P. 의 3.5%에 머물렀다. 정부는 1992-96년 제 7차경제개발계획 기 

간동안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를 G. N. P. 의 5.0% 수준으로 확대힐 계획이 

다. 이를 위해 민자유치동 다양한 투자재원확보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 

다(대한민국정부， 1992 , 제 7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p. 65. ). 

46) 음성직， 1991, 앞의 글， p.57; 양지청， 1992 , 앞의 자료. 

47) 최광， 1991 , 우리나라 재정의 주요 정책과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48) 교육비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의 

재정지출비중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과 달리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재정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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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5) 소특수춘별 중앙청부지춤의 대 GNP 비율(1986) (단위 %) 

가중명균 중위수 냥I11 위 

저 소묵국 20.8 23.1 9.4 - 42.3 

저위중소둑국 24.9 27.1 7.9 - 56.4 

상위중소득국 28.3 27.3 6.6 - 72.1 

(한 국) 17.8 17.8 17.8 

선진공업국 28.6 40.5 7.4 - 56.7 

자료 World Bank , 1988 , World Development Report( 최광， 1991, 우리나라 

재정의 주요 청책과제에서 재인용). 

〈표 4-2.16) 중앙첫부 지출구조의 국제비교( 1984-86 L(단위 :%) 

사회개발 

일반행정 국방 교육 경제개발 

보건 사회북지 주택지역개발 

한 국 69.8 161. 7 99.6 31. 3 29.3 24.0 65.1 
아프 리카 102.6 80.8 104. 7 113.5 67.2 133. 7 110.3 
아 시 아 76.9 87.9 115.2 82.0 63.5 95.5 109.2 
% 럽 88.6 118.2 72.4 91. 4 90.4 129.5 120.0 
중 동 99.8 199.6 105.6 89.3 122.8 107.7 91. 7 
중 남 미 97.0 63.3 105.1 103.4 100.5 73.8 76.0 

’ 
개도국명균 94.4 92.3 104.2 100.5 84.8 108.3 99.6 

인용처 : 한국개발연구원， 1991. 국가예산과 정책북표. p.72. 

한면 1980년대 이후 정부저축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동원된 정부저축 

이 사회간접자본동 고정자본 형성보다 사회보장， 농어촌지원과 같은 소득보 

상적 지출 동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즉 재정에서 소득보상적 

지출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소득보상적 지출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이라고 주장된다쩨. 

49) 최 광， 1991 , 앞의 자료，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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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및 높은 무역의존도 그리고 인구와 산업 

의 지역적 편재현상 심화를 사회간접자본 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1980년대 명균 10%대의 높은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연간 

14% 이상의 총자본형성 증가와， 특히 높은 무역의존도에 의하여 하부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현상이 

사회간접자본의 애로률 가중시켰다는 것이다뼈. 

결국 사회간접자본 투자 애로의 원인은 지역균형개발 내지 형명성 강조 

로 인한 투자효율 저하， 재정규모의 과소와 재정지출구조의 비생산성， 그리 

고 대외지향척 성장과 국토공간이용의 편충성이 사회간접자본 루자수요를 급 

증시켰다는 점 둥으로 지척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재정규모 확대 혹은 

새로운 재원조달의 방안모색 둥으로 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3차국토종합 

개발계획(안)은 투자대상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포함한 

투자분담체계를 제안하고 있다51)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분석에서， 우리 

는 1980년대의 공간정책 수립자들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공간 

정책을 사회척 형명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는 한편， 공간정책이 

사회적 형명과 함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재정투자의 한계가 주된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국토개발연구원， 1990, 제2차국토개발종합계획의 추진실적명가， p.2. 

51 ) 건설부， 1991 ,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안)，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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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산업 맺 인구배치 정책 

가. 산업입지정책 

1 ) 의의와 목적 

경제발전정책의 핵심은 산업정책에 있는데，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의 하나 

로서 공업단지 공급정책 동 산업입지정책율 률 수 있다앨. 산업입지정책은 

경제발전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겠으며， 모든 산업정책은 산업이 

어떤 지역에 입지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 공간척 

차원을 함축한다잉 국가주도하에 성장극대화 경제발전전략율 추구해 온 한 

국에서 공간정책의 초점은 실질적으로 경제발천에 직결되는 효율척인 산업입 

지정책에 두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입지정책은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까닭에， 공간정책의 기본이넘인 지역간 

균형발전이 산업입지정책에서도 명시적으로는 입지의 효율성보다 강조되었 

다. 즉 산업입지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 

나는 대도시핀 륙히 수도핀의 인구집중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뻐. 산업배치정책은 세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551 첫째는 기업 

52) “산업정책이란 경제성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에 대 

한 지원， 조정， 규제를 통하여 산업일반 또는 특정산업의 생산， 투자， 거 

래활동에 개입하는 경제정책이다. "(이경태， 1991 ,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 

실， 산업연구원， pp. 3-5. ) 이에 따르면 산업정책은 산업 구조정책과 조직 

정책으로 분류되며， 정책수단으로서 기술개발， 인력공급확충， 공업단지공 

급확대를 들고 있다( 앞의 잭， pp. 5-20. ). 

53) 박삼옥(1989 ， “국토개발과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전략 지리학논총 별7 

호， p. 43. )은 산업정책을 산업부문정책과 산엽입지정책으로 구분하고， 산 

업입지정책을 현시척(顆示的) 공간정책이라 하고 산업부문정책율 묵시척 
(熟示的) 공간정책으로 표현하였다. 

54 ) 이원영， 1985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업배치정책의 개선방안 국가 

예산과 정책목표， 국토개발연구원. 

55) 이원영， 1985, “공업배치정책이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한 효과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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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이다. 공해업소에 대한 이천명 

령， 공장신설에 대한 허가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둥이 그것이다(공업배치 

법， 1977: 수도핀인구재배치계획， 1977). 둘째，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지역 

에 입지하도록 유인을 부여하는 정책이다(지방공업개발법， 1970). 입지유인 

내용은 지방이전 사업체에 대한 금융 · 세제상의 혜택， 지방공업단지 입주업 

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동을 들 수 있다. 셋째， 공업단지의 조성이다. 이 

는 정부가 공업단지개발을 포함한 하부구조시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밀접히 관련된다561 한국정부는 공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이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지방공업장려지구를 조성하였다. 그러고 공엽의 합리적 재배치를 위한 공업 

배치법(1977년)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1983 )에 의한 

농혼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농공지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공간 

정책에 의한 산업입지 추진은 연계 돼턴， 지역적 기업환경， 지역적 비교우위 

같은 입지환경에 영향을 주고 이는 또한 지역의 입지잠재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입지변화를 초래한다57J 

1970년대와 80년대 전반에 제정된 아래 공업입지 관계법의 목적을 통해 

공간정책으로서 입지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지방공업개발법(1970 )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촉진하여 지방간의 경제 

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기회의 증대에 기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 “중화학공업의 중점육성을 위한 산업기지조 

성으로 인구 및 산엽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특수지역 및 수자원개발” 

공업배치법(1977 ) “공업시설의 합리적 배치 빛 재배치로 과도한 기업 

의 집중을 방지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1983 )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유 

치하여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촉진하고 소득원 증대 및 소득구조 고도 

화를 통한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 

연구원 , pp.20-39. 

56) 황명찬， 1989 , 지역개발론， 법문사， p.409. 

57) 박삼옥， 1989 , 앞의 논문，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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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핀정비계획법(1983) “수도핀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수도핀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도모” 

이처럼 공업배치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효율극대화보다 산업의 공간척 균 

형배치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업시설을 서울 및 수도핀으 

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직 · 간접적으로 혹진하는 것이었다. 

2) 산업입지 정책수단 

제조업의 지방이전정책 

제조업의 지방이전정책은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유도정책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입지통제정책에 관련되는 법령으로 ‘공장배치법’과 륙히 수도핀의 경 

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둥이 있다. 이러한 법규에 입각하여 정부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정도에 따라 이전촉진지역 · 제한정비지역 · 유치지역 동을 설정하 

고，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지하는 업체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허가제를 실 

시하였다. 특히 대도시권의 공해업소에 대하여는 이천명령을 내리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사용하여 대도시권에 입지한 제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 

을 시행하였다. 한편 간접적인 지방분산입지 유도정책으로는 공장을 개발제 

한지역으로부터 개발유도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과 지방 

세법 그리고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각종 세액감면혜택 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상의 유인정책은 실제로 제조업을 수도권 외부의 지방으 

로 이전하는데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명가되기도 한다s8l 

공업단지조성정책 

1970년대와 80년대에 공엽단지조성정책은 한국의 공업화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는 공간적 정책수단으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명가되고 있다. 특히 70 

년대부터 국가주도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업단지 조성정책 

은 계획입지의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까지 공업입지는 기업 

가들이 자신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여러 입지요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 

하고 공장용지는 자유입지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60년대의 제조엽은 노동력 

58) 이원영 , 1985, 앞의 논문，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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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비시장이 인접한 대도시 입지가 주종율 이루었으며 이러한 경공업이 중 

심이 된 도시형 입지는 그 규모가 미미하여 별다른 입지문제률 야기하지 않 

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화 전략 추진에 따라 공업입지의 사 

회정책적 충요성이 커졌다. 륙히 대규모 중화학공업의 경우 도로 · 항만 · 용 

수시설둥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소요됨에 따라 공업입지가 지역개발 

율 선도하는 역할이 분명해지고 따라서 공공기관에 의한 계획입지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고 주장된다빼. 이처럼 1970년대와 ‘ 80년대에 국가가 공업단지 

를 어디에 조성하느냐가 지역의 산업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분명하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공장부지 · 

공업용수 · 노동력 · 시장인접 · 관련산업인접 · 도로인접 · 도시기반시설 동의 

입지요인 가운데 음 · 식료품 및 의복， 가죽제품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 

종이 용지문제를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꼽고 있다때. 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산업화과정에서 제조업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공업단지의 분포와 유 

사한 유형을 나타내는 까닭에， 국가의 공업단지조성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611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국가가 공단조성에 개입하는 목적을 1970년대 대규모 

공업단지가 수도권과 동남해안에 면중됨으로써 야기된 지역간 불균형 심화와 

도시의 과밀 · 과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6'll 즉 공단조성 

에 국가가 개입하는 목적은 공업입지의 능률성과 지역간 형명성이라는 두 목 

표를 척절하게 조화시킬 필요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개입의 목적이 무 

엇이든간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포 

괄적 경제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입주기업체에게도 

59 ) 김종기 · 황일청， 1987 , 지방공엽의 특성과 육성정책， 한국개발연구원， 

p.87. 

60) 진영환 · 전명진 t 1988 , “제조업 업종별 지역파급효과 분석 국토연구， 

제 11핀 t pp. 31-48. ; 박삼옥， 1990 , 수도권개발합리화를 위한 산업입지 정 

책방향， 대한상공회의소， pp.57-64. 

61 ) 이원영 t 1985 , 앞의 논문. 

62) 한국토지개발공사， 1988 , 공업단지개발의 현항과 과제， 머릿말 1974년 

중화학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던 산업기지개발공사 

는 1987년 물 관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업단지 개발을 담 

당하는 한국토지공사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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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촉을 통한 집척이익과 공공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입지유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공업단지조성정책은 도로 항만둥 하부구조 투 

자정책과 함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산업의 재입지률 추진하는 주요 수단으 

로 활용된다. 공업단지건설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은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 

으로 추진되던 1970년대 후반에 87.5%에 달하고 80년대에 들어와서 상대적으 

로 비중이 줄었으나 여전히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표 4-3. 1)). 

〈표 4-3.1) 객발준체별 공연단지 컨섬추이 (단위 km2 , % ) 

연 도 1967-71 1972-76 1977-81 1982-86 1987-88 누계 

계 47.36 30.68 64.24 49.38 31.09 222. 75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공공기관 17.18 26.84 31.73 27.43 23.53 126.21 
( 36.3) ( 87.5) ( 49.4) ( 55.5) ( 75. 7) ( 56.7) 

국 가 1. 19 12.42 17.38 20.18 16.60 67.67 
2.5) ( 40.5) ( 27.1) ( 40.9) ( 53.4) ( 30.4) 

지 방 15.99 14.42 13.95 7.25 6.93 58.54 
자치단체 ( 33.8) ( 47.0) ( 22.3) ( 14.6) ( 22.3) ( 26.3) 

민간부문 30.18 3.84 32.91 21.95 7.56 96.54 
( 63.7) ( 12.5) ( 50.6) ( 44.5) ( 24.3) ( 43.3)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88 , 공업단지개발의 현황과 과제 

정부에서 추진한 공업단지의 종류를 나누어 보면， 1) 중화학공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2) 공업 

의 지방분산과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척으로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3) 중소기업의 근대화 및 협동화사업추진을 위 

한 중소기업진흥법(1978 )에 따른 중소기업단지 4)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 

여 수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5) 

그리고 농공지구 퉁이 있다. 농공지구는 새마을공장과 부업단지 육성을 근 

간으로 하는 기존 농촌공업육성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농어촌지 

역에 소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여 농촌공업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농가소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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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다. 

1970년대 국가가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위하여 행한 재정투융자에 의한 대 

규모 고정자본 투자가운데， 1972-81 년 기간동안의 공업단지조성 투자실적은 

총 1조 2 ， 595억 원에 달하였다. 이 대부분은 중화학공업공단인 산업기지이 

며， 그 결과로 1981 년까지 중화학공업단지는 면적이 1 ， 349%로 증가하고 전체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1%에서 62.9%로 증가하였다(<표4-3.2)). 

〈표 4-3.2) 사기별 곳엄단지조성설적 (단위 Km2 ) 

l 계 l 중화학|특수지역 I지방공단 l 기타공단 
1971 19.4 5.9 4.3 9.2 
구성비(%) 100.0 30.1 0 22.2 47.7 

1981 126.5 79.6 3.6 24.8 18.4 
(구성비) 100.0 62.9 2.9 19.6 14.6 
(증가율) 651. 5 1349.1 576. 7 197.8 

1989 187.7 123.4 22.0 42.3 
(구성비) 100.0 64. 7 19.3 16.0 

주: 특수기지는 연구단지， 발전기지 동.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l차국토계획명가분석， p.150.; 국토개발연구 
원， 1990, 국토개발계획의 추진실적명가， p.152. 

중화학공업단지의 건설효과는 공엽입지에서 계획입지(공업단지)가 차지하 

는 비중을 1966년 10.8%에서 1980년 44.1%로 증가시키고， 산업기지가 입지한 

울산， 포항， 구미， 창원 둥 4개 공엽도시가 제조엽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 4%에서 1978년 7.2%로 증가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이들 신공 

업도시는 제조업 종업원 증가의 11.2%를 차지하였다떼 

〈표 4-3.3)에서 보는 것처럼， 각도의 지방중심 도시에 입지한 지방공단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역적 분포가 상대적으로 균형적이데 반하여， 

1970년대 제조업의 지역척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중화학공단(산업기 

지)의 지역척 분포는 매우 불균둥하다. 즉 1970년대의 중화학공단의 지역적 

배치는 1981 년 산업기지 조성면적의 74.5%가 동남권에 집중됨으로써 고정자 

63)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2차국토개발계획-국토개발기반확충， p.1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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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제조업의 지역척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곧 1970년대에 지정된 11 

개 산업기지 중 아산을 제외한 117fl 가 조성되었는데， 그중 8개 지역이 동남 

권에 있다 1970년대 산업기지의 동남권 집중은 80년대에 들어 서해안지역 

에 산업기지가 건설되면서 완화되었으나， 동남권 비중은 55.1%로 여천히 높 

다(<표4-3.3 >). 한편 지방공단은 1985년 현재 공단 전체면적의 22.8%를 차 

지하고 있으며， 지방공단에 입지한 업체의 다수는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노동 

집약적인 대기업의 분공장으로서 수도핀공업 분산과도 관계가 갚다뻐. 

〈표 4-3.3> 지역별 곡협단지 분포(1990년 기준) (단위 km2 (%)) 

산업기지 지방공단 합 계 

계 145.4 (1 00) 43.09 (1 00) 188.49 (1 00) 

수도핀 17.9 (1 2.3) 0.66 ( 1. 5) 18.58( 9.8) 

충청권 15.7 (1 0.8) 6.51 (1 5.6) 22.41 (11. 9) 

서 남 권 31. 2 (21. 5) 16.45 (38.2) 47.65(25.3) 

동남권 80. 1 (55. 1 ) 18.38 (42.6) 98.48(52.3) 

기 타 0.5 ( 0.3) 0.89 ( 2.1) 1. 39(0.7) 

주: 이밖에 유치지구 27. Okm2 , 농공지구 32.4km2 가 지정됨， 산업기지는 중화 

학공업기지와 특수기지를 합한 것임.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 1991 , 제2차국토종합계획 추진실적명가(때)， p.67. 

1980년대 농촌공엽화정책에 의하여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공지구 

는 1990년까지 32.4Km2 가 지정되었다 1989년 10월기준 농공지구에 입주한 

공장의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이 97.6%를 차지한다뻐. 업종별로는 기계， 금속 

64) 청주와 진주의 지방공단에 대한 사례연구에 의하면， 청주공단의 경우 입 

주업체의 다수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분공장의 형태가 많다. 진주공단은 지역내의 중소기업을 공단안에 집결시 

킨 것으로 공단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리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 

다. 그러나 지역내 고용효과와 연계효과는 진주가 청주보다 높게 나타났 

다. (구혜영， 1989 , “지방공업단지의 공업구조 및 입지척 특성과 지역척 파 

급효과에 관한 연구 -청주공업단지와 진주상명공업단지의 비교연구 서 

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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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천기 전자(18.0% )， 섬유 봉제(14.9%)의 순이다. 기업의 입주형태는 

1990년 기준 이전한 업체가 32.4%, 분공장이 9.0% , 그리고 창업이 58.6%를 

차지하여 1988년에 비하여 창업형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현지고용이 아닌 

외지고용의 비중도 41%를 차지한다빼. 따라서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성격은 

중소기업형， 기계， 전기， 전자， 그리고 이전업체 및 분공장으로 나타나며， 

수도핀 및 대도시 지역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계， 전기， 전자부 

문의 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분공장이 농공지구에 입주하는 경향이다. 농공 

단지는 전국적으로 비교척 분포가 고르다. 충청권이 제조업 분포에 비하여 

농공단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수용하기에 유리 

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때((표 4-3.4>) . 

〈표 4-3.4> 녹곡지구 지역볍 분포현환 

합계 경기도 충청권 서남권 동남권 강원 

7 ， 439천명 4.4% 31.5% 23.6% 35.5% 8.8% 

자료: 상공부， 1990 , 농공지구 입주업체현황， p. 26. 

3) 산업구조번화와 입지정책 

국가가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에 분양하는 공업단지정책은 가장 성공 

적인 산업입지 정책으로 명가된다. 그러나 국가개입 목척으로 강조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명가되지 않는다. 측 국 

가의 정책적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아 성장한 산업기지가 국토의 동남권에 면 

65)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1 , “최근 농공지구정책의 실태와 그 문제 

점，" p.12. 

66) 1990년 기준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총수는 2 , 3817ß 업체이며 1988년과 

업종별 분포는 비슷하다. (상공부， 1990 , 농공지구실태조사보고， 국토개발 

연구원， 1991, 앞의 자료， p.68. 에서 재인용). 

67) 충청권은 전체 입주업체의 36.9%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업체이며， 수도권 

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업체의 66.5%가 충청권에 재입지하였다(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1 , 앞의 자료，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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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됨으로써 공업발전이 수도권과 동남권으로 양극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척고 공업에서 비중이 낮은 지방공단과 농공지구 

가 오히려 지역적으로 균형되게 분포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나 수도권공업분 

산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점으로 명가된다. 천체적으로 볼때 공업단지조성계 

획이 명시적으로 추구한 공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뼈. 첫째， 서울에서 이 

전된 업체의 92%가 경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산업재배치정책의 효과는 서 

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수도권이라는 대도시권으로 이전되는 집중의 광역화에 

한정되고 있다. 둘째， 지역개발에 영향이 가장 큰 산업기지가 대부분 동남 

권에 편중됨으로써 제조업의 편중발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 

째， 지방공단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대부분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 

하는 대기업의 분공장이거나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저성장 

산업이고， 또한 이들 공장들은 원료 및 제품공급에서 지방경제와의 연계성 

이 매우 낮고 분공장의 경우 의사결정이 외부에 있는 본사에서 행해지는 둥 

지역의 쇄신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단순한 생산단위에 불과한 까닭에 지역발전 

에의 기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각종 공엽분산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첨단산엽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수도핀 채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기엽체에 대한 직 

접적 이전정책은 수도권에서의 광역 집적현상을 초래한 데 지나지 않았다는 

반성이 있다. 따라서 산업배치정책이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새로운 기업이 닥후지역에 입지하 

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특히 인구분산정책과 관 

련하여 물리적인 공장분산책을 지양하고 다양한 투자유인정책을 도입해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69) 그러나 1980년대 정부가 주도한 공업단지 조성정책의 

결과 특히 1982-90년 간에 조성된 공단이 동남권과 서남핀에 집중적으로 배 

치되었지만， 수도권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공업배치정책을 통한 인구 

의 지방정착 내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된다70) 

68) 이 정 식 , 1986 , “ Choices and consequence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es in Korea ," 국토연구， Vol. Q, pp.29-44. 

69 ) 이원영， 1985 , 앞의 책 박삼옥， 1985, 앞의 논문. 

70) 국토개발연구원(1991 ，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 명가(VI) ， p.67.)의 

보고서는 1982- ’ 90년 기간동안 공업단지는 수도권 9.8% , 중부핀 11. 9%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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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배치정책이 지역균형발전율 강조하면서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 

유는 산업 입지정책과 부문정책이 상호보완적 관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7ll 측 1980년대 충점 육성된 기술집약척 산업이 

공간적 분업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산업입지정책은 산업구조변화와 

이에 적웅하는 기업조직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대에는 산업입지가 대기업의 육성을 통해 중화학공업를 추진하는 국가개입이 

결정척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급격한 산업재구조화와 기술중심의 산 

업에 의하여 주도되는 1980년대는 국가의 역할 뿐아니라 기업의 전략이 산업 

입지 이해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엽의 전략은 지역적 노동의 륙성에 기초 

한 노동의 공간분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고급노동력과 기술적 서비 

스가 집적된 서울에 인접한 이점에 기초하여 80년대 성장산업이 집중하고 있 

다는 것이다7'JJ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하는 공간정책의 성과는 인 

구(노동력)재배치 정책의 결과를 통하여 명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남권 25.3% , 동남권 52.3%로 수도권의 공단조성 비중은 매우 낮다. 
71 ) 박삼욱， 1989 , 앞의 논문， pp.42-56. 

72) S.O. Park , 1993 , "lndustrial restructuring and spatial division of 

labor: case of Seoul metropoli tan region , the Republic of Korea , "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6-1. 



저13절 산업 및 인구재배치 정 책 111 

나. 인구재배치 정책 

1 ) 도시화 정책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인구의 공간척 집중은 불가결한 조건이다. 인구가 

자본이 입지한 도시로 집중하는 도시화과정은 초기 자본주의 발천에 필수적 

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간정책으로서 인구의 도시집중을 촉진하는 명시척 

도시화정책은 시행된 바 없다. 그러나 도시화율은 국토계획이 예상한 수준 

을 항상 초과하여 달성되었다. 제 1차계획의 경우 계획만료년인 1981 년의 도 

시화율을 65.0%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69.3%에 이르렀다T.ll 제2차계획기간 

에는 1990년에 도시화율 79.6%로서 이미 1991 년의 계획치 78.8%를 상회하였 

다때. 오히려 도시화와 관련된 공간정책은 급속한 도시화와 특정 도시지역에 

의 과도한 인구집중에 대한 문제해결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70년대 이 

후 수도권 혹은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된 인구재배치， 인구분산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이고 실천적인 대표적 예로 강조되었다75l 

그러나 사실상의 도시화정책은 산업별고용구조 정책 및 산업멸 투자자원 

배분정책 동 결과적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을 유발하는 부문정책을 통하여 

1960년대 제 1차경제개발계획에서부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곧 1972-81 

년의 제 1차국토종합개발 기간중 총인구 증가율은 연명균 1. 5%로 추산하였는 

데 비하여 임노동 인구는 연평균 3.0% 증가를 계획하였다. 광공업인구와 3 

차산엽인구는 각각 연형균 6.8% , 5.6% 증가계획인데， 그 증가인구의 상당부 

분은 농촌의 1차산업에서 연평균 1. 1% 감소되는 인구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었 

다때. 인구의 도시집중을 촉진하는 정책은 국가 재정투융자의 부문별 배분계 

획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행되었다. <표 4-3.5)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 

대 후반 이래 연명균 20-30%에 달하는 투자의 성장은 그 중 30% 내외가 국가 

의 재정투융자에 힘입은 것이었다. 

73) 대한민국정부， 1972 ,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 p.68 , 표42. ; 국토개발연구 

원， 1982 ,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 1l6, 표2-17. 

74) 국토개발연구원， 1991,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V1)， p.3 

75) 대한민국정부， 1992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p.16. 

76) 대한민국정부， 1971 , 국토개발종합계획，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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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겪제성창에 대한 국가의 기여 (단위 %) 

1950-61 1962-66 1967-71 1972-76 1977-81 1982-89 

투자 성장율 12.5 21. 7 25.1 25.6 30.3 29.3 
재정투융자부문의 

기여도 32.3 29.2 30.2 24.7 24.0 
재 정 루융자/총재 정 규모 23.1 29.6 34.8 32. 7 28.5 

자료 : 재무부， 재정투융자백서 1989.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의 투융자는 < 표4-3.6)처럼， 1960년대 이래 지속척 

하락추세에 있다. 이처럼 이촌향도 혹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불리워지는 

한국의 도시화과정은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공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투 

자를 제2차， 제3차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한 결과， 도시의 흡입 (pull) 요인 

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개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도시지역에 입 

지하는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농촌의 노동력은 취업과 

교육기회를 찾아 가속적으로 도시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표 4-3.6> 산협별 재첫투융자 구성비 (단위%) 

1962-66 1967-71 1972-76 1977-80 

농 ~ι「 산 26.4 25.8 22.1 15.6 
광공업- 광업 빛 동력 10.8 6.5 7.3 6.4 

- 공 업 육성 19.5 13.8 19.4 2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43.3 53.9 51. 2 57.5 

주 :다목척 용수개발에 투자되는 댐건설 투자는 1차산업투자로 간주된다. 

자료 : 재무부， 재정투융자백서 1989. 

2) 수도권 인구재배치 정책과 지방 신공업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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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명시척 공간정책으로서 인구재배치 정책의 둥장은 1970년대부터 

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인구재배치 정책의 필요성은 예상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의 도시집중 륙히 서울과 수도핀의 과밀화로 인한 도시문제 해 

결， 그리고 나아가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에 따른 지방 신공업도시 건설 

과 관련하여 나타났다m 이 시기의 인구재배치 정책은 대도시 륙히 서울인 

구의 분산을 한쪽 축으로 하고， 다른 한쭉 축은 지방공업도시률 육성하는 것 

이 었다(<표 4-3.7) ). 

〈표 4-3. 7) 지밖도시 육성젓책 

도
 

연
 

내 용 

1970 I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지방공업 개발법 
1971 I 새마을 운동 
1973 I 산업기반 개발촉진법 
1977 I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 77- ’ 86) 

대도시권 정비계획， 신도시 개발 

1979 I 공업배치법 

인구재배치 정책은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율 시작으로 1971 년의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 . 1978년의 수도핀인구재배치계획 . 1981 년의 제2차국 

토종합개발계획을 거쳐 전개되었는데， 이는 인구 집중억제정책 · 분산정책， 

그리고 수용정책 동 3단계로 이해된다7Bl 이에 따르면， 제 1단계는 1960년대 

에 시행된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인구집중억제정책의 단계이다. 이 단 

계에는 수도에 대한 인구집중 억제를 방위성 전략개념에서 출발하고 있고 정 

책의 실천이 경제성장의 효율성과는 상치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고 본다. 제2단계는 70년대 제 1차국토개발종합계획 시 

행과 관련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도시의 무절제한 성장에 계획적 통제를 가하 

는 분산정책의 단계이다. 그러고 제3단계는 1980년대 초 제2차국토종합개발 

계획 시행을 앞둔 시기까지이다. 특히 제2차계획에서는 이른바 ‘지역생활권 

77) 서창원， 1983, “한국의 대도시정책발전과 정책이론의 전개과정에 관한 소 

론 국토연구， Vol. 2, p.70. 

78)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p.3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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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이라는 이름하에 전국척 차원에서 계충척 정주체제를 초성함으로써 인 

구의 지방정착기반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표4-3.8)) . 

〈표 4-3.8) 단계별 수도핀 칩충억제 첫책 

추진단계 연도 시책명 주판부서 

문제 제기기 1964 대도시인구집충 방지책 건설부 
대도시 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 무입소장관 

실시책 형성기 1970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건설부 

1971 제 l차 국토종합개발계획 (I972-1981) 건설부 
1972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청와대 

1973 대도시 인구분산책 경제기획원 

1975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서울시 
정비 추진기 1978 수도핀인구재배치계획 (1 977-1986) 제 1무임소장관실 

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I 982-1991) 건설부 

1982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건설부 

1984 수도핀 정비 기본계획 건설부 

인용처 : 도시정보， 제 7권， 6호(1 988 ， 6월)， p.4. 

1970년대를 통하여 인구분산정책이 인구수용론의 방향으로 천환되었다는 

것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공간정책으로서 제 1차국 

토종합개발계획 시행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 ·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 5대 

거점도시권 설정 · 신도시 건설 · 국토골격구조의 재편성과 공업기지 건설 · 성 

장거점도시를 다핵적으로 개발하는 것 둥을 의미하였다예. 

1970년대 인구분산계획시행의 일차적 효과는 서울의 종주화지수가 1970년 

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사실과 기존외 집중지역인 서울-대전축 

이외 대전-부산축과 동남해안축의 인구집중도가 높아져 도시화에 의한 인구 

집중을 수도핀과 동남지역이 분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Kll 또 지역간 격차도 

도시화율과 순인구이동량 모두 변이계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811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서울 동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정책의 효과로 나타났다고 

79)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400 , 413. 

80)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앞의 자료， p. 28 , 386 , 387. 

81 )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앞의 책.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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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1970년대 도시화 성격변화를 

롱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려 도 

시화가 전국척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도시화가 륙히 서울의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를 냄어 수도권전체로 전개되는 광역도시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남권과 수도권 외꽉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기지가 건설 

되어 신도시 내지 지방공업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I'D 

3) 계층적 정추체계 헝성정책 

1982년에 시작된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수도권과 부산권의 과밀화 현상과 이로 인한 국토이용 

의 양극화 현상을 지척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에 전개된 새로운 도시화 

현상에 대웅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에서의 계충적 정주체계정럽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따라서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이용의 불균형을 시정하 

기 위한 인구정착기반 조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도시화정책으로서 ‘지역생활 

권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계충척 정주체계 형성 

정책을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과 생활수준의 격차 및 그에 따른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야기된 대도시 과밀과 농촌지역의 과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까지의 국토개발전략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의욕적으로 제시하 

였다83) 

지역생활권구상은 전국을 28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누며 이들 생활권을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5개의 대도시 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 

촌도시 생활권동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주체계를 계충화한 것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던 각종 지방도시 육성책((표 4-3.8))과 함께 1970년대 수도권과 

동남해안지대로 양극화된 인구집중 지역을 전국적으로 균형된 정주체계로 재 

편성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뻐. 그러나 의욕적 게획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성 

82)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앞의 자료， p.378 , 394. 

83)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제2변 인구정착기반의 조 

성， p.9. 

84) 1987년 수정계획에서， 지역생활권 구상은 수도핀에 대웅하는 중부핀， 동 

남권 및 서남권이라는 4개 지역경제핀 형성정책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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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점으로 선정된 지방중심도시의 명균 인구성장율은 1980-198971 간 동안 

전국 도시 연명균 성장율 4.56%에도 못 미치는 3.3%에 그쳤다(<표 4-3.9)) . 

지방 중심도시의 이러한 침체는 계충적 정주체계형성 정책이 사실상 실천되 

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표 4-3.9) 제2차 섯작거점도시의 인구석잣 (단위: 천명) 

년도 1980 1989 1991 년명균인구증가율(% ) 

계획 1980-89실적 (A) 198--91 계획 (B) A-B 

계 2, 051 2. 747 3.340 3.3 5.6 -2.3 

춘천 158 179 230 1. 4 4.3 -2.9 
원주 139 166 230 2.0 5.8 -3.8 
강릉 119 156 200 3.1 5.9 -2.8 
청주 258 453 430 6.5 5.8 O. 7 
천안 123 202 210 5. 7 6.1 -0.4 
전주 373 514 610 3.6 5.6 -2.0 
남원 58 62 95 O. 7 5.6 -4.9 
τ」ζ드τ 농l 116 162 200 3.8 6.2 -2.4 
목포 226 251 350 1. 2 5.0 -3.8 
안동 104 119 180 l. 5 6.3 -4.8 
진주 206 251 345 2.2 5.9 -3. 7 
제주 171 230 260 3.3 4.8 -l. 6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명가(血)， 1990. 
단， 1980-1989기간 동안 전국 시급도시 명균 인구증가율은 4.56%( 위의 자료， 

p. 59). 

지역생활권 구상을 대체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1987년 제2차국토종 

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지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구의 적정배분계 

획도 성공척이지 못했다. 수정계획기간에 속하는 1985-90년간에도 수도권 

인구증가가 전국 인구증가 분의 90.5%를 차지하였다. 이는 1960-90년동안 

수도권 인구증가가 전국인구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72.3%에 비하여 매우 높 

은 비율로 수도권 인구집중추세가 80년대 후반들어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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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4-3. 10)). 

〈표 4-3.10) 지역볍 인구변통 추이 0960-1990) (단위 : 천 벽. (%) 

1960 1970 1980 1985 1990 중가된 인구 
(60년대비，，) 1985-90( ,,) 1960-90(") 

전 국 24 , 989 30 , 882 37 , 436 40 , 448 43 , 520(174) 3, 072(100.0) 18 , 531 (1 00.0) 
(수도권) 5, 194 8, 730 13 , 298 15, 820 18, 601(358) 2 ， 781( --.9.ι틀) 13, 407( 객펴) 
서 올 2, 445 5, 433 8.364 9, 639 10, 628(435) 989(~요) 8, 183( 앨객) 
경기인천 2, 749 3.297 4, 934 6. 181 7, 973(290) 1 ， 792(호~) 5, 224( 28. 요) 

(충청핀) 3, 898 4, 262 4.380 4.392 4, 504( 116) 112( 3.6) 606( 3.3) 
충 LI1l 2, 528 2, 808 2.956 3, 001 3, 090 (1 22) 89( 2.9) 562( 3.0) 
충 북 1, 370 1.454 1, 424 1. 391 1, 414 (1 03) 23( o. 7) 44( 0.2) 
(서남핀) 5, 948 6, 319 6, 068 5, 950 5, 737( 96) -213( -6.9) -21l( -1.1) 

전 남 3, 553 3, 933 3. 780 3. 748 3, 667(103) -81( 2.6) 114( 0.6) 
전 북 2, 395 2, 386 2.288 2.202 2, 070( 86) -132( -4.3) -325( -1. 8) 
(동남핀) 8, 030 9, 376 11 , 436 12, 072 12, 571(157) 499( 16.2) 4.54 1( 24.5) 
부 산 1, 164 1, 842 3, 159 3, 515 3, 797(326) 282( 9.2) 2, 633 ( 14. 2 ) 
켜。 남 3, 018 3, 058 3.322 3, 517 3, 679 (1 22) 162( 5.3) 661( 3.6} 
켜Q = tir 3, 848 4, 476 4.955 5.040 5, 095 (1 32) 55( 1. 8) 1. 247( 6.7) 
강 원 1, 637 1.837 1, 791 1, 725 1, 592( 97) - 133( -4.3) -45( -0.2) 
처l 주 282 358 463 489 515 (1 83 ) 26( 0.8) 233( 1. 3) 

주: 경기인천은 인천과 경기도률， 충남은 대천과 충남을， 경북은 대구와 경북율， 천남은 광주와 

전남을 포함. 

자료: 인구센서스， 각 연도 

다. 공간정 책과 공간구조 번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으로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 

공간정책의 하나로서 인구재배치정책은 국가가 노동력(인구)을 공간적으 

로 배치하는 정책이다. 인구재배치 정잭의 중요성은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적절한 공간적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경제척 효율성에 일차 

척 의의가 있지만，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에서 고용기회 동 경제성장의 과실을 

지역적으로 균형되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의 정당화 수단 내지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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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책적 성격이 강조된다. 따라서 인구재배치 정책의 성과는 공간정책의 

기본 북표인 지역균형발천의 성과를 명가하는 가장 궁극적 척도가 된다. 한 

국에서 인구재배치 정책은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도시 육성 동 두가지 측면 

에서 수행되었다. 1960-90년 간의 경제개발기간 중 지역적 인구재배치 정책 

의 결과는 공간정책이 명시적으로 지향한 바와 분명히 반대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이 기간동안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상대적인 인구 

감소를 실현하고 륙히 서남권과 강원권은 절대적 인구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재배치 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 옹 수도핀 인구분산에서 정책의 목 

표와 결과의 상치가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1980년대를 통해서 서울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전체에의 인구집중경향 

은 강화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시행된 각종 수도권집중억제책에도 불구 

하고， 수도권인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졌다. 공간정책의 핵심으로서 인구분 

산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의 지역적 집중경향이 계속되는 

원인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거점개발방 

식의 국토개발전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분산정잭이 부문계획인 경제사회 

정책과의 연계정도가 약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 

된다삐. 실제 1970년대 이래 수도권 내에 남동공단(1985-91) ， 반월공단 

(1 977-86 ), 시화공단(1987-93 )이 조성되고 아산공단(1991-96 )이 계획됨으로 

써 수도핀 기능억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부처간 업무협조 미흡으 

로 각종 시설의 이전계획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명가된다삐.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주체계정책은 “여건이 크게 변화 

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될 정도로 근본적 문제점에 봉 

착해 있다871 특히 1990년대 들어 수도권정책의 전환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정세변화가 수도권의 역할 제고를 요청하고 있고 기존 인구 및 

시설 집적으로 인한 생활편이 시설 부족이 도시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뻐. 

85) 허재영， 1986 , 국토계획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pp.3-5. 

86) 국토개발연구원， 1991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 명가(때)， 

p.6. 

87) 국토개발연구원， 1990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명가(vn) , 

p.58. 

88) 박상우， 1992 , “수도권 정책전환의 방향 국토정보， 199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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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률 주장은 장기척으로는 지역균형발천에 근간을 둔 국토개발 기조률 유지 

하되， 지금의 수도권 도시문제 해결율 위하여는 추가유발을 최소화하는 범위 

에 내에서 해결방안율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확보률 위하여 수도권 기능의 농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 

가차원의 중추관리기능이나 고급 · 국제 · 첨단 기능 동은 입지여건이 뛰어난 

수도권에 수용하여 국가성 장을 도모할 것을 주장한다. 

수도핀 정책은 한국 공간정책에서 가장 지숙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이며 

수도권인구분산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율 지향하는 국가정책율 상징하고 대표 

하는 의의를 지녀왔다. 그러나 그간의 수도권정책은 실효성을 의심받고， 나 

아가 최근에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도권 정책을 전환하기 어려운 까닭은 수도핀정책이 상정해 온 정책수행의 

“윤리적 정당성”이다. 즉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본격화된 지난 30년 

동안 서울 흑은 수도권은 국가권력 내지 부의 공간적 집중을 상정해왔기 때 

문에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이 곧 국토균형발전정책 그자체로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성장억제는 ‘비현실적 정책’이었지만， 

국가개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는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표현될 정도로뼈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자본주의 공간정책으로서 정주체겨|정책 

인구재배치 정책은 일차적으로 ‘규범적’이고 ‘윤리적 정당성’ 차원에서 

강조되는 지역균형발전이념보다，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공간배치하는 자본주 

의국가의 정주정책으로 파악될 때 경제발전과의 관련성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 곧 1970년대 전국적 국토계획 시행과 함께 나타난 지방도시 육성계획 

혹은 성장거점도시 육성계획 둥 정주체계정책은 자본주의국가의 일반적 공간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OO} 어느나라에서든지 자본주의 발 

pp.3-22. 

89) 최병선， 1992 , “수도권 정책전환의 필요성 국토정보， 1992년 4월호. 

p.2. 

90) Damette , F. , “ The regional framework of monopoly exploitation: new 

problems and trends ," in Carney , J. and Lewis , J. {eds} , 1980, Region 

in Crisis , Croom Helm , London , pp.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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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초기단계의 농촌인구의 급격한 대도시 이입은 도시노동력을 여유있게 공 

급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축척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1970 

년대 이후 인구의 대도시집중 특히 서울을 중심한 수도핀지역의 인구집적 현 

상은 노동력 비용을 증가시켰다. 곧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라 대도시지 

역은 공간적으로 팽창하고 과밀화되고 교통비용과 거주비용을 높힘으로서 노 

임을 상승토록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간접적으로는 대도시에서 노동자의 집 

적은 노동자의 호전성을 중대시키고 기업간의 노동력 확보경쟁을 격화시킨 

다. 이와 같은 노동비 상승과 노동통제의 어 려움은 노동력을 공간적으로 분 

산시킬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한편 인구의 도시화와 자본의 독점화가 전국 

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의 공간분화는 보다 적극척 의미에서 전 

국적 차원에서 계충화된 정주체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따라서 수도핀정비계획(1984 )으로 대표되는 대도시의 인구와 시설을 지방 

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서울주변과 지방에 새로운 도시를 건 

설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신도시 혹은 지방도시 육성정 

책과 연관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주체계는 전국적 규모에서 도시체계를 

위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문화 · 분산화 그리고 지역 

의 계충척 조직화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91’. 전문화란 울산 창원 포항 동 

신공엽도시처럼 중간규모의 도시를 조성하여 산엽 · 기술구조를 단일적으로 

면성함으로써 대기업들로 하여금 노동력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기업간 노동력 확보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단위의 전문화 

를 말한다. 분산화란 거대도시의 대규모 노동력 집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대도시 근교의 소도시 혹은 농촌지역에 거주환경을 정비한 신 

도시로 꾸며 새로운 거주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대도시 노동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끝으로 계충척 조직화는 

전국적 차원에서 계충척 도시 정주체계를 조직하여 이 정주체계가 수행도시 

기능의 계충적 구조로 역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과 같은 국가적 

중심도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둥 지역권 중심도시， 그리고 지방생활권 중 

심도시 동의 도시위계가 그 예이다. 이러한 정주체계의 계층화는 1980년대 

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역생활권 구상’ 혹은 ‘지역경제권 형성’ 

으로 표현되는 인구의 지방정착기반 강화정책으로 제시되었다. 

91) Damette , F. , 1980 ,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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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정책적으로 조성된 지방 신공업도시들이 전문화의 예라면， 분 

산화의 예는 1980년대에 가장 급속히 성장한 수도권의 신도시를 예로 률 수 

있다(<표 6-2.4>) . 그러나 1970년대의 지방 신공업도시가 국가의 계획과 척 

극적 투자에 의하여 형성된 도시인데 반하여， ‘ 80년대에 급성장한 수도권 신 

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계획적 개입이 적고， 따라서 생활기반시설 

도 취약하다. 또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역생활핀구상을 대체한 지역 

경제권 계획은 수도권에 대웅할만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목적으로 표방하였 

다. 그 성과는 중부핀 대전에 2차적 중앙관서를 이전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둥 서해안지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각 지역경제권 별로 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80년대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재집중하 

는 현상에 대웅할 정도의 경제권 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뼈. 따라서 이는 수 

도권에 대웅한다는 목표보다는 계충적 정주체계의 관점에서 서울의 하위 계 

충구조형성 정책으로 펑가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정 책과 공간구조 번화 

결국， 인구재배치계획의 의의는 국토 공간구조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 

하는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자본주의국가의 정주체계정 

책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다 정당할 것이다. 정주체계정책을 포함하는 여러 

공간정책은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척 기능을 중시하면서 자본주 

의적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국가개입 수단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공간정책은 1970년대 초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 시행에서부터 추구 

되어 온 두가지 목표 곧 경제발전이라는 자본축적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이라 

는 국가개입정당화는 전 기간을 통하여 괴리현상을 보였으나 그 구체적 양상 

을 변화하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한국경제발전 

속에서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공간정책의 역할은 제3장에서 검토한 국 

가개입의 능력 내지 개입양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시대별 공간구조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재인식될 수 있다. 한국 경제발전의 

공간구조는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제조업의 지역적 발전과정 분석을 롱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92) 국토개발연구원， 1991, 앞의 자료，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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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절 제조업의 성장과 공간분포 

가. 1960년대 대도시 공업 

경제개발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1962년 한국 전체 제조업 종업원의 

24. 1%가 서울에 그리고 11.3%가 부산에 있었다((표 5-1. 1)). 같은 해 제조 

업의 내부구조를 종업원 기준으로 볼 때， 섬유류가 34.5% , 음식료품이 13.1% 

를 점유하고 있었다1) 1960년대 초의 제조엽은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서 

울과 부산 양대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60년 

대 초 한국은 아직 일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제조업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62년 국민총생산에서 제조엽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4.3%였고((표 3- 1. 4) }, 총취업인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인 

구비중도 겨우 8.0%(1963 년기준)에 지나지 않았다2)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제조엽과 사회간접자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표 5- 1. 2)) , 국내 총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냈다((표 5- 1. 3)). 제조업은 이러한 투자 증가와 

풍부한 노동력 공급，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갔다. 즉 1960년대부터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집 

중적 지원으로 인하여 제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제2차계획 기간에 각각 경 

제성장율은 연 1.1%와 9.6%를 이루었고， 특히 광공업은 연 13.5%와 19.8% 비 

율로 급성장하였다((표 3-1. 1)). 1960년대의 제조엽의 지역 분포는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부산 · 경남지역이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나머지 모든 지역은 전국 구성비에서 감소를 나타냈다((표 5- 1. 1)). 따라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에 한국의 경제발전은 1차산업의 

저성장과 비중감소， 그리고 제조엽의 급성장과 그 서울 집중(종엽원 기준)으 

1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62. 

2)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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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표 5-1. 1) 1960년대 제조협의 지역별 분포 (단위%) 

1962 1970 

종업원 생산 종업원 생산 

(수 도 권) 36.5 43. 7 46.0 44.4 
서울 원그 31. 2 33.9 33.3 
경기·인천 11. 8 12.5 12.1 11. 1 

(충 청 권) 8.9 8. 7 7.6 11. 0 
충북 2.0 2.4 2.3 3.5 
충남 6.9 6.3 5.3 7.5 

(서 남 권) 10. 7 9.0 9.1 7.3 
전북 4.8 3.5 4.2 4.3 
전남 5.9 5.5 4.9 3.0 

(동 남 권) 41. 0 35. 7 34.5 36.0 
부산 17.3 13.6 16.0 15.0 
;;켜ô= 님r 17.7 17.2 11. 5 8.3 
경남 6.0 4.9 7.0 12.7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5-1. 2) 제 1차-6차 격제개발계획기간중 산엽구조와 고첫투자 배부 (단위%) 

GNP 비중 고정투자배분율 

경제개발 농수산 광공업 사회간접 농수산 광공업 사회간접 

계획기간 서비스 서비스 

1 차(1 962-66 ) 43.6 12.2 44.2 11. 0 28.6 60.4 
2차(1 967-71 ) 32.8 17.9 49.2 7.2 24.3 68.5 
3차(1 972-76) 25.6 26.3 48.1 9.9 25.0 65.1 
4차 (1977-81) 18.9 33.8 47.3 6.9 18.6 74.5 
5차(1 982-86 ) 11. 5 32.6 55.9 6. 7 23.8 69.6 
6차(1 987-91 ) 8.9 29.1 62.0 5.5 29.7 64.8 

주 : 산업별 투자배분 6차기간은 계획치， GNP비중은 기간 마지막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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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기획원， 제6차， 제7차 경제사회개발전5개년계획 

〈표 5-1. 3) 국내 총자본헛성의 구성비 추이 (각 기간의 명균， 단위%) 

1960-64 65-66 70-74 75-79 80-84 85-88 

1 차산업 9.2 11 3 14.2 8.9 7.6 7.3 
제조업 19.8 28 3 17.0 27.3 20.6 29.9 

자료: 한국은행， 1967 , 한국의 국민소득계정 1990 ， 국민계정. 

나.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와 동남 공업도시 형성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더불어 제조업의 산업구조와 공간분포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국가는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 

학， 비철금속 동의 중화학공업을 6대 중점지원 전략업종으로 선정하였다.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73-1981 년 사이 총투자의 22.1% , 전체 제조 

업 투자의 63.9%에 달하는 총 2조 9 ， 800억 원 규모를 중화학공업 에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동 기간에 국가는 제조업에 대하여는 국민투 

자기금 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정자금을 융자하였는데， 총대출의 67.9%에 탈 

하는 1조 5 ， 715억 원을 중화학공업에 지원하였다3) 은행자금도 1973-80년 

간의 제조업부문에 대한 대출의 약 80%인 1조 2 ， 390억 원이 중화학 부문에 

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상의 정잭지원도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었 

다4) 1970년대의 제조업 성장은 이와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자본투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S) 제 4장에서 고찰한 것처 

럼 국가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재정투자 

3) 재무부， 1982 , 재정투융자 백서. 

4) 김대환， 1987 , “국제경제환경변화와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박현채 외 

편， 한국경제론， 까치， pp.214-219. 

5) 박양호( 1986, “제조업의 지역적 자본축적과 총요소생산성 변화 국토연 

구， 제7권， pp. 17-28. )는 1966-82기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고 

자본투입의 급격한 증가에 의하여 이 시기 제조업 성장이 주도되었다고 주 

장한다. 이 시기에 한국의 경제성장의 64.4%가， 특히 동남권지역 성장의 

80%가 제조업에 대한 자본투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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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3%인 7조 1 ， 944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였는데， 그 중 92%는 직접 

적인 투자였다. 이처럼 1970년대 국가가 주도한 중화학공업화정책은 국민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1971 년의 20%에서 1981 년의 30% 수준으 

로 제고시키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필 

어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표 3-1. 4)). 

〈표 5-1. 4) 1970년대 제조협 지역분포 (단위:%) 

종업원 부가가치 고정자산 

1968 1980 1968 1980 1962 1980 

전국(명) 748.184 2, 014 , 751 301 , 433 11. 856. 589 89.398 12.818.542 

(수도권) 44.1(%) 45.9(%) 44.8(%) 41. 9(%) 42.4(%) 32.8(%) 
서울 34.6 22.1 33.5 18.5 28.8 12.6 

경기인천 9.5 23.8 11. 3 23.4 펴피 20.2 
(충청권) 7.9 6.3 9.4 7.0 7.7 6.4 
충북 2.2 2.0 3.1 2.3 2.6 2.5 
충남 5. 7 4.3 6.3 4. 7 5.1 3.9 

(서남권) 10.0 6.1 7.4 9.2 10.3 10.6 
천북 4.4 2. 7 3.8 2.6 4.6 2.2 
전남 5.6 3.4 3.6 6.6 5. 7 8.4 

(동남핀) 35.4 40.4 35.6 40.4 35.8 47.4 
부산 17.3 15.8 14.9 11. 1 15.7 8.6 
;;커6 속 닙 12.1 13.1 8.2 14.0 15.2 18.8 
경남 6.0 11. 5 12.5 15.3 4.9 20.0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엽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1970년대 대규모 중화학공업 투자가 제조업의 지역분포에 미친 영향을 보 

면(<표 5-1. 4)) , 우선 고정자산의 지역별 분포에서 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 

남권과 경기로가 급증한 반면， 서울고↓ 부산 동 대도시는 제조업 고정자산의 

비중이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확충된 중화학공업 

은 대규모 고정설비를 요구하는데， 종래의 대도시 입지에서 동남핀과 경기핀 

에 집중적으로 중화학공업에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척으로 서울과 부산 

의 제조업 고정자산의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종업원과 부가가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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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과 부산지역은 비중이 감소되는 추세률 보였으며， 륙히 서울은 제조 

업 부가가치 비중이 20% 이하로 내려감으로써 탈제조업화하는 경향을 나타내 

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경기 인펀지역은 제조업이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대두되었고 구성비에서 부가가치는 11.3%에서 23.4% , 종업원은 

9.5%에서 23.8%로 두 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1970년대의 제조업 입지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화 

학공업화는 제조업 입지에서 종래 대도시 내부 입지에서 주변 외꽉으로의 분 

산화 경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가가 주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중화학산 

업이 집중 입지한 동남해안 지역에 새로운 공업지대률 형성시켰다. 중화학 

공업은 경공업과 비교해 볼 때 거대한 고정자본의 투자， 대규모 하부구조， 

집중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주거단지 조성 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 

으로 집적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고 국가는 중화학공업에 직접 흑은 간접으 

로 개입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중화학공업에는 중소기업보다 독점대기엽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중화학은 보통 시장입지가 변화하고 

기술진보가 공급패턴의 변화를 요구하더라도 기존 입지 장소에 고착되어 있 

는 입지관성을 가진다61 따라서 1970년대 대규모 산업기지 건설 동을 중심 

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입지가 한국의 공업지역을 서울과 부산에서 벗 

어나 수도권과 동남핀이라는 2대 권역으로 정착시킨데 결정척 기여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71 

다. 1980년대 제조업의 지역분포 번화 

1980년대 한국 제조업의 지역적 분포는 70년대와 다른 특정을 보여준다. 

서울과 부산 동 대도시의 제조업이 상대적 비중감소를 보이고， 수도권과 동 

남권이 한국의 대표적 공엽지대로 남아있으나， 1970년대 대표적 성장지역인 

6) Cooke , P. , 1983 , Theories 01 planning and spat ial development , 

Hutchinson , p.240. Chisholm , M. and Manners , G.(eds ), 1971, Spatial 

policy problems of the Brit ish economy , Cambridge , pp.180-181. 

7) 정부는 제 1차 국토개발계획에서 서울， 부산， 대구 동 3대 도시의 공업생 

산비중을 1970년 57.4%에서 81 년까지 20.3%로 낮출 것을 계획하였다(대한 

민국정부， 제 1차국토종합개발계획， pp.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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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서울의 교외 지역인 경기 인천지역은 종 

업원， 부가가치， 그리고 고정자산 동 모든 면에서 10% 내외의 높은 비중증대 

를 나타냈다(표5- 1. 5)). 

〈표 5-1. 5) 1980년대 지 역 별 제조협 비중 변화 

종업원(명) 부가가치(백만원) 고정자산(백만원) 

1980 1989 1980 1989 1980 1989 

(수도권) 45.9{%) 48.8{%) 41. 9{%) 46.9{%) 32.8{%) 39.4{%) 
서울 22.1 17.0 18.5 12.6 12.6 9.1 
인천·경기 23.8 31. 8 23.4 34.3 20.2 30 ‘ 3 
(충청권) 6.3 6.3 7.0 7.3 6.4 7.7 
(서남권) 6.1 6.0 9.2 7.4 10.6 9.3 
(동남권) 40.4 37.9 40.4 36.9 47.4 41. 6 
부산 15.8 12.4 11. 1 7.2 8.6 5.9 
대구·경북 13.1 12.3 14.0 13.0 18.8 16.2 
경남 11. 5 13.2 15.3 16. 7 20.0 19.5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1980년대 제조업의 지역적 분포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지역별 

고정자산 취득 추이를 통해 제조업의 지역별 투자추이를 살펴보자(<표 

5-1. 6)).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동남권의 유형고정자산 취득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감소되었다. 이에 반해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고정자산 취득비중을 증대 

시켰다. 다만 1989년에 충청권과 서남핀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즉 1970년 

대에 동남권에 자본투자가 집중되었는데 반하여， 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수 

도권에 다시 제조엽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지역별 제조업투자 변화는 특히 조립금속 · 기계 빛 장비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표 5-1. 7) ).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까지 경남을 

중심한 동남권은 조립금속 · 기계 및 장비부문에서 전국 자산 취득의 50%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80년대 후반에는 40%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80년대에 틀어 조립금속 · 기계 및 장비부문 전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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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륙의 50%대률 유지하고 있어. 양 핀역의 투자 비중은 역전되었다. 요 

약하면， 제조업 륙히 조립금속 · 기계 및 장비부문의 루자가 1970년대에는 동 

남핀에 집중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다시 수도핀 특히 경기 인천지역으로 집 

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1. 6) 제조엽 지역별 유혐고정자산 취득 추이 

년도 1971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7 1989 

수도권 51. 6 39.6 37.3 30.3 30.5 46.6 46.6 34.1 37.1 
서 울 21. 8 17.8 14.3 9.2 8.8 12.5 8.0 6.5 6.8 
경기인천 29.9 21. 9 23.0 21. 1 21. 7 34.1 38.6 27.6 30.3 
충청권 3.2 8.8 4.3 3.8 3.8 7.4 6.4 6. 7 11. 0 
서남권 5. 7 3.8 5.3 18. 7 6.4 5.5 7.3 19.8 11. 8 
동남권 37.9 46.4 52.3 42.9 58. 1 39.1 38. 7 38.9 38.6 
τ닙- 산 18.2 10.5 11. 9 5.5 6.1 5.3 5.6 4. 1 2.5 
켜o i 닙T 5. 7 23. 7 16.3 14.1 29.1 10.5 12.2 13. 7 11. 8 
켜。 LI1L 14.0 12.2 24.1 23.4 20.9 20. 7 18.2 18.8 21. 6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5-1. 7) 조립금속부문 고정자산 취득추이 ( 단위 : 구석비 %) 

년도 1971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7 1989 

수도권 54.0 56.3 43.1 46.2 32.4 50.8 58.4 49.7 47.8 
서 울 19.7 23.0 14.8 10.4 9.6 10.8 5.8 7.3 5.3 

경기인천 34.3 33.3 28.3 35.8 22.8 40.0 52.6 42.4 42.5 
충청권 2.3 1. 4 1. 5 2.4 2.3 3.0 4.2 2.8 3. 7 
서남권 2. 7 1. 4 1. 5 2.5 3.1 0.6 2.4 2.5 4.1 
동남권 40. 7 40. 7 53.8 48.9 62.1 45.4 34.9 44.8 44.2 
-님「 산 31. 6 8.2 13.9 2.4 2.1 3.3 2.5 2.5 1. 8 
켜。 i tiT 2.3 6. 7 7.9 10.1 6.1 9.1 8.3 9.4 9.4 
켜。 LI1L 6. 7 25. 7 32.0 36.4 53.2 32.1 22.3 31. 4 31. 0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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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조업 종업윈의 지역적 분포추이(1963 - 1989) 

1960년대 이후 지역별 제조업 종업원의 분포변화를 제조업성장요인 변동 

할당분석을 홍하여 분석해 보자. 한국 시 · 도별 제조업 성장의 특징은 

1963-1975년 동안은 서울， 부산， 경기 및 경남지역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성 

장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과 부산은 성장산업을 많이 보유한 산업구 

조에 그 요인이 있었으며， 경기와 경남은 대도시 주변지역에 입지한 입지요 

인에 기인하였다 1975-1984년간은 제조업에서 서울과 부산의 성장이 부진 

한 반면， 경기， 경북 및 경남이 전국명균 보다 높은 성장지역으로 나타났 

다. 서울과 부산은 대도시 지역으로서 점차 제조업에는 부적절한 지역으로 

되어가는 반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은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제조업을 흡수하는 입지척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과 경북은 1970년대 

중화학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입지여건이 향상되었고 경남은 

기계공업 동 성장산업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다(<표 5-1. 8). <표 5-1. 9)). 

그러나 1984-1989년 동안은 서울과 부산은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제조업 

성장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여전히 부진하지만， 경기도는 1975-84년에 이어 

가장 높은 성장추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산업효과 및 입지효과 양 쪽에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변 경기도에 인접한 충북이 유리한 입 

지요인으로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대두하였다. 이것은 앞의 농공지구의 지 

역적 분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충청핀이 수도권 공업의 이전대상지역인 

것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대표적 성장지역의 하나였 

던 경북과 경남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약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표 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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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8) 지역별 체조연 성창요인 0963-1975L( 단위: 명) 

제조업 종업원 전국성 산업혼합 지역경쟁 

1963 1975 증가 효과(C) 효과(M) 효과(C) 

서 울 119.096 433 , 313 314 , 217 303 , 713 51. 406 -40.902 
-t「3 산 68.997 250 , 673 181. 677 175 , 953 22.832 -17 , 107 
경기인천 40. 799 252.401 21 1, 602 104.044 -1 1, 059 118 , 617 
강 원 8.166 20.464 12 , 298 20.825 -6.257 -2.270 
충 = tFjF 9.952 29.896 19 , 944 25.379 -6.396 961 
충 LI-L1 23.576 58 , 977 35 , 401 60 , 122 -1 , 905 -22 , 816 
전 = 님"f 21.905 40.358 18.453 55.861 -8.612 -28. 796 
천 LI1L 24.830 48 , 054 23 , 224 63.320 -260 -39.836 
켜o 북 58 , 109 161 , 446 103 , 337 148 , 187 -23.934 -20 , 916 
켜。 LI1L 21 , 272 120.188 98 , 917 54 , 247 -8.399 53 , 070 

인용처: 김종기 · 황일청， 1990, 지방공업의 특성과 육성정책， 한국개발연구 

원 , pp.39-40. 

〈표 5- 1. 9) 지역별 제조연 섯작요인 0975-1984)- (단위: 명) 

제조엽 종엽원 전국성장 산업혼합 지역경쟁 

1975 1984 증가 효과(C) 효과 (M) 효과(C) 

서울시 433 , 313 480 , 213 46.900 282 , 798 10 , 598 -246 , 495 
부산시 250 , 673 351 , 884 101 , 211 163 , 599 21 , 910 -84.299 
켜。 인 252.401 626.168 373 , 767 164 , 727 14.146 194 , 894 
강 원 20.464 21. 534 1, 070 13.356 -3.740 -8.547 
충 : tIjr 29 , 896 46 , 545 16.649 19 , 521 -9.006 6.142 
충 LIL1 58 , 977 92 , 641 33.664 38 , 491 -9.952 5, 126 
전 1 t3f 40 , 358 60.179 19.821 26.341 -12.452 5.930 
천 Ln-L 48.054 67.765 19.711 31. 363 -4.819 -6.834 
켜。 = 닙"f 161 , 446 286.949 125 , 503 105.366 -23.161 43.298 
켜9 lI.-1L 120.188 305.881 185.693 78 , 440 16.466 90. 787 

인용처: 김종기 · 황일청， 1990 , 지방공엽의 특성과 육성정책， 한국개발연구 

원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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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10) 지역별 제조협 섯잣요인 (1984-1989L( 단위: 명) 

제조업 종업원 전국성장 산업혼합 지역경끽 

1984 1989 증가 효과(C) 효과(M) 효과(C 

서 울 480.213 526. 794 46.581 151 , 987 -13 , 652 -91 , 754 
부산시 351 , 678 383.379 31.495 11 1. 371 1.093 -80.969 
경기인천 626.340 982.944 356 , 776 198 , 182 20.176 138, 418 
강 원 21.529 29.837 8.303 6.816 - 2.177 3.664 
충 북 46 , 545 73.870 27 , 325 14.731 -581 13.175 
충 Ln-l 92. 708 118.679 18 , 038 29 , 321 - 8.894 -2.389 
전 1 tI3r 60 , 184 76 , 295 16 , 116 19.047 - 6.517 3.586 
전 LnL 67.765 108.339 40.574 21. 448 - 4, 864 23.991 
켜。 = t=ir 286.915 381 , 871 94.922 90 , 819 -22.640 26 , 743 
켜U 남 305 , 881 407 , 094 101 , 213 96 , 811 38.666 -34 , 265 
제 주 3.834 4, 316 482 1, 213 -552 -179 

자료: 경제기획원， 각 연도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지역별 제조업성장요인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1960년대 

대표적 공업집적지인 서울과 부산이 탈공업화하는 경향을 전기간 동안 보여 

주는데 이것은 공엽의 대도시권 광역화 현상을 말한다. 둘째， 수도권에서 

공엽의 광역화현상은 경기도와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충북지역에까지 확산 

되고 있는 반면， 부산의 공업광역화 현상은 1970년대의 동남권에 대한 대규 

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에 와서 상대적으로 침체경향이라는 것이 

다. 셋째， 80년대 후반 제조업종업원의 증가추세의 특성은 80년대 전반에 비 

하여 수도권 (재)집중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63-75년， 1975-84 

년， 1984-89년 동 3 기간 동안 제조업 종업원 증가분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 6% , 45.5% 그리고 54.4%이다. 이는 1980년대 초에 분산경향 

을 보이던 수도권 제조업이 각종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1984-89년간에 무려 

9% 정도나 집중도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 결과 1989년 2월 현재 수도권 

에는 1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100m2 이상의 공장용지를 가진 공장의 수가 

29 ， 3467>> 에 달하고 있는데 이틀 중 47.5%가 무허가 공장이다81 1980년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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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고용의 급격한 수도권 집중은 ‘ 80년대 공간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 

는데， 이는 1980년대 제조업의 구조변화와 그 입지특성를 통하여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8) 대한국토계획학회， 1989 , 도시정보， 12월 호，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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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1980년대 조립곰숙산업의 성장과 공간 분포 특성 

가. 1980년대 성장산업의 륙성과 공간분포 

1980년대 제조업의 성장율은 80년대 천반에 비하여 후반이 높았다(<표 

5-2.1)).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80년대 초의 산업구조조정이 성과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제조업이 80년대 후반 높은 성장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된 

부문은 전체 제조업의 31.3% 비중을 점유하는 조립금속 부문이다91 조립금 

속 부문은 1980년대 전반에 이어 후반에도 전체 제조업 명균성장율 86.5%를 

훨씬 초과하는 152.5%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조립금속 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31.3%를 점유하는 제조업 중 최대 부문이다 1970 

년대 중화학공업화이후 급성장한 조립금숙은 1980년대 후반에는 부문내부 

(SIC 3단위 소분류 기준)에서도 전반과 다른 륙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전 

기 · 전자(SIC 383)와 새로운 성장부문으로서 과학계측기기 부문(SIC 385) 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표 5-2.2)) . 륙히 전기천자가 조립금속 부문 

전체의 1/3이상을 점유하면서 조립금속과 전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율 알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경제성장이 가져온 공간구조 변화는 

이 시기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조립금속 산업의 성격과 그 입지특성 분석율 

통하여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9) 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SIC) 38에 속하는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부 

문을 줄여서 조립금속 부문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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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1980년대의 제조연 부문별 석창지수와 가중치 

업 종 1980-85 1985-90 가중치 (1 990 ) 

제조업 천체 167.2 186.5 1, 000 
음식료품 140.8 150.3 115 
섬유，의북，가축 132.8 132.6 187 
나무，나무제품 147.7 151. 6 16 
종이，종이제품，인쇄 131. 2 180.6 50 
석유화학 146.8 172.9 195 
비금속광물제품 150.5 175.4 42 
제 1차금속 188.0 167.6 59 
조립금속제품 242.1 252.5 313 

자료: 경제기획원， 산업생산연보， 1989 , 1990 

〈표 5-2.2) 1980'콰대의 조럽금솜제품왼 부문별 성장지수와 가중치 

업 종 1980-85 1985-90 가중치 (1 990 ) 

체조업 전체 167.2 186.5 1, 000 
조립금속 제품 242.1 252.5 313 
(조립금속) 180.5 150.2 53 
(기 계) 298.5 259.3 52 
(전기 전자) 255.1 290.2 114 
(운송장비) 271. 0 260.3 83 
(과학계측기기) 125.8 270.3 12 
기타 제조업 145.8 125.8 22 

자료: 경제기획원， 산업생산연보， 1989 , 1990 

한국개발연구원의 성장산업의 분류에 의하면 산업 중분류(SIC 2단위)차원 

에서는 ‘가공 조립형산업 (SIC 38) ’이 ‘소재형 (SIC 37)산업’보다 고성장 산업 

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소분류(SIC 3단위 ) 차원에서는 조선산업 동 ‘톤 

(ton) 산업 (SIC 384) ’보다 가전제품 등 ‘킬로그램 (kilogram) 산업 (SIC 383 , 

395 , 3825) 이， 그러고 이보다는 반도체， 의약품， 정밀기기 동의 ‘그램 (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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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더 고성장 산업으로 분류한다101 한국개발연구원은 1980년대의 주력 

산업으로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촉진산업 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입대체산업 

으로는 기계 부품 둥 자본재나 중간재인 산업을 그러고 수출혹진산업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동 기술집약산업을 들고 있다ID <그림 5-2.1)은 한국 

제조업에서 기술집약척 산업의 성장기여도가 시대별로 증대되어 온 추이를 

보여 준다 1971-80년 기간중에는 섬유와 석유정제， 그러고 철강제품이 성 

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기 전자， 운송장비， 그리 

고 기계 동 광의의 첨단기술산업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10) 한국개발연구원， 1987 , 미래에의 도천: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웅， 
pp.163-164. 

11)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앞의 잭，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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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한국 기슴집암상업의 섬장기여도 순위별 분포추。l 

기여도순위 1971-75 1976-80 1981-86 

섬 T 。r *Il1 * 전기 · 컨찬 
2 석 유 정 제 석 유 정 제 운 송 창 !!l 
3 식 료 흔 IIr 차 철 강 *Il1 * 4 컨 기 ·전 자 λ-11 료 걷 ~ λ-11 료 % 
5 산업용화합물 천기 · 전 자 1 차 철강 
6 1 차 철강 산업용 화합물 zl 계 

7 의 복 운 송 잣 벼 조립 二I1그 : -f1: 

8 운송 장 비 의 복 산업용화합물 

9 탐 기타비금속광물 의 복 

10 기~화학제품 기~ 화학제품 고 -n「

11 E 。1 료 흔 ~ 고 무 제 걷 ~ 기 타 화 학 

주 : 밑줄 친 진한 부분은 광의의 첨단기술산업에 포함됨. 

인용처 : 첨단기술산업발전심의회 · 산업연구원， 1989 , 산업구조고도화와 첨단 

기술산업， p.26. 

이러한 산업구조변화의 방향은 1980년대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일 

치한다. 즉 1980년대 초반의 부품 · 소재 및 기계류 국산화 정책과 198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전자공업 고도화 계획에 의하여 조립급속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의의 첨단산엽이 80년대의 주요 성장부문이 되었다121 따라서 1980년대 

의 주력산업은 일차척으로 제조업 중분류의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 

조업’ (SIC 38) 에 해당한다. 조립금속산업은 1989년 현재 전국제조업에서 종 

업원비중 36.7%, 부가가치비중 36.8%, 고정자산비중 34.4%를 차지하여 한국 

제일의 주종산업이다131 

따라서 조립금속산업의 공간분포 변화를 통하여 1980년대 산업발전과 공 

간구조의 관련성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조립금속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12) 제3장 제2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1980년대 산업에 대한 국가개입 방식은 

특정산업 지원에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투자지원인 기능별 지원으로 전 

환하였다 한다. 그러나 흔히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기능별 지원으로 인 

식되기도 한다. 

13)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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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전통적 공업지역인 서울에서 감소하는 대신에 경기도와 인천에 

서 증가하였다((표 5-2.3)) . 특히 경기도와 인천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동남권 전체보다 높은 점유비중을 나타내고 수도권 전체가 전체 조립금속 부 

문의 54%를 점유하였다. 대표적 성장 제조업부문인 조립금속 산업 비중이 

경기 인천지역에 집중한 것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2.3) 지염별 조럽금솜부문 부가가치 구성비 추。L(단위%) 

1958 1970 1975 1980 1985 1989 

(수 도 권) 45.1 55.9 55. 7 48.3 47.4 54.0 
서울 36.3 35.1 30.8 17.9 11. 5 9.9 
경기·인천 8.8 20.8 24.9 30.4 35.9 44.1 

(충 청 권) 4.9 2.9 2.1 2.9 2.9 3.1 
(서 남 권) 9.1 3.9 2.4 2.3 1. 6 2. 7 
(동 남 권) 37.0 36.0 39.3 46.1 47.9 40.0 
부산 * 23.6 14.6 7.8 6.6 4. 7 
경북·대구 11. 3 4.6 7.1 11. 9 10.8 10.6 
경남 25. 7 7.8 17.6 26.4 30.5 24. 7 

자료: 경제기획원， 각 연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조립금속부문의 지역별 분포 변화와 제조업 전체의 지역별 분포변화의 관 

련성율 이해하기 위하여， 1960년에서 1989년간의 전체 제조업과 조립금숙 사 

업체의 지역별 분포 추이를 분석해보자싸 우선 1960년 이래 제조업 업체의 

총수는 432%로 증대한데 비하여， 성장산업인 조립금속 부문은 1, 083% 성장하 

였다. 보다 자세히 보면， 중화학공업이 본격화하는 1970년대 후반이후 제조 

업체 수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이 시기에 비중을 급 

속히 증대시킨 조립금속업체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럽금 

속 부문은 1976년 18.3%에서 1989년 32.1%로 높아졌다. ((표 5-2.4> ). 이 변 

화추이는 1970년대이후 전체 제조업 성장이 조립금속부문에 의하여 주도되었 

다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의 공간분포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엽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으 
로 나눌 수 있다I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제조업체 단위는 사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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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
 

--

제조연체와 조럼픔속 협체의 섯잣추세 

I 1960 I 1966 I 

〈표 5-2.4) 

1989 

제조업체 총수 15.204 22. 718 23 , 412 24.957 30.823 44.037 65.684 
(증가추세， %) 100 149 154 164 203 290 432 

조립금숙업체 수 1.949 3.569 3.719 4.566 6.660 11. 498 21. 106 
(증가추세， %) 100 183 191 234 342 590 hQ월 

조립금속비중(%) 12.8 15.7 15.8 18.3 21. 6 26.1 32.1 

1980 1976 1971 

자료: 경제기획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제조업체의 지역별 분포추이는 공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1960년에는 서 

울과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각 권역별로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1970년대부터 동남권과 인천 경기지역의 

제조업 분포비중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특히 제조업체 수가 급격 

히 증대한 1980년대에는 동남권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이 비중감소를 나타내 

경기 인천지역만이 12%에 달하는 높은 비중증대 추세를 보였다(<표 고 

5.2-5)) . 

변화 추이 (단위 %) 제조연체의 지역볍 구성비 〈표 5-2.5) 

1989 

(증가추세%) 100 149 154 164 203 290 432 

수도권 27 30 34 38 44 55 59 
서 울 17 22 24 25 25 31 28 

경기 인천 10 8 10 13 19 24 31 
충청핀 15 12 11 10 8 6 5 
서남권 17 20 19 15 11 8 7 

동남권 35 33 31 34 33 29 28 

1985 1980 재
 

Q 
J 

---‘ 
1971 뼈

 

---‘ 
1960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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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금속 사업체는 197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경기 

인천지역의 조립금속업체 비중 증가시기와 일치한다. 1971년이후 20년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경기 인천지역의 조립금속 업체 비중은 9%에서 40%로 증대 

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서울의 비중이 7%정도 저하한 점을 고려하더라 

도 경인지역의 조립금속업체증가는 서울에서 이전한 업체가 아닌 신설업체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율 알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이후 동남권의 급숙한 비 

중감소도 경기 인천지역에서 신설되는 조립금속업체의 급증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표5.2-6)) . 

〈표 5-2.6) 조립금솜업체의 증가와 지염별 구성벼 별화 추세 l 만위 ; %) 

1960 1966 1971 1976 1980 1985 1989 

(증가추세%) 100 183 191 234 342 590 1.083 
수도권 36 39 40 46 55 62 64 
서 울 25 30 31 31 31 32 24 
경기인천 11 8 9 15 24 30 40 
충청권 9 8 7 6 4 3 
서남권 14 12 12 7 4 3 
동남권 35 37 37 40 36 32 

자료 : 경제기획원， 각 연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나. 조립곰숙산업의 공간분포와 입지륙성 

1980년대 이후 제조업체의 성장이 경기 인천지역에 집중된 것은 이 시기 

최대 성장산업인 조립금속업체의 신설이 경기 인천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공간구조 변화는 1970년대 이래 국가주 

도의 경제발전에서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대두한 조립금속부문의 입지 륙성과 

관련하여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두가지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1980년대 산업구조합리화과정에서 유망 성장산업으로 국가의 중점지원 

을 받은 조립금속 부문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에서 독점대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분공장 기업조직과 부품공업 발전에 

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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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소규모 기업의 공간분포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조립급속산업 내부의 입지분화 

고도 성장산업의 입지가 주도하는 제조업 공간분포 변화률 보다 잘 이해 

하기 위하여는 조립금속 내부(SIC 3단위 소분류)에서의 성장륙성과 분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앞의 자료는 이른바 ‘킬로그램 산 

업’에 속하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SIC 382):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SIC 385 ): 그러고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 

업 (SIC 3825)둥을 성장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151 실제 1980년대 조립금속 

부문이 전체 제조업 명균에 비하여 탁월하게 높은 성장추세를 나타내었지만， 

조립금속 부문 내부의 성장율 차이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2.2>) . 

전기전자 부문이 1980년대 전체에 걸쳐 그러고 특히 80년대 후반에 와서 가 

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다음이 사무계산기기를 포함하는 기계부문이다. 

유망 성장산업 부문인 정밀기계는 1980년대 후반에 높은 성장율을 보였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조립금속부문 내부의 성장추세와 그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상 

공회의소의 『전국기엽체 총람』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161 1991 년에 발간된 

15) 박삼욱(1989 ，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연구， Vol. 5-2 , 
pp. 1-19. )은 첨단산업으로 광의 (SIC 3단위)에서 의약품 동 기타 화학제품 

(352 ), 기계제조업 (382 ), 전기전자(383)를 분류하고， 보다 세분하여 산업 

세분류(SIC 4단위)에서 사무 · 계산 · 회계용기 (SIC 3825) , 음향 · 영상 · 통 
신장비 (SIC 3832) , 전자관 및 기타 전자제품(SIC 3834)을 분류한다. 

16) 산업의 공간분포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업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으로 나 
눌 수 있다Ii'전국 기업체 총람』에 둥재된 제조업체의 단위는 기업체 단 

위이며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제조업체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란 

개개의 공장 둥 생산의 공간척 단위를 말하며 생산품을 통하여 산업분류에 

유용하다. 그러나 기업체는 소유의 단위로서 한 기업체가 수 개의 사업체 

률 운영하여 다품종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업체 단위는 

공장의 위치와는 별도로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국기엽체 총 

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산단위의 공간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활용하고 본사와 공장의 분리를 고려하여 산업 

의 공간조직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후자가 적절하다. 후자의 자료는 또한 

설립연도와 보다 세분화된 생산품목을 지역별로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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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기업체 총람， 1990.J)에는 총 9 , 3217fl 조립금속 기업체 

가 동재되어 있다. 이 기업체총람은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부문을 이루는 

주요 소분류부문(SIC 3단위 )을 다시 기 계 및 운송장비 (SIC 382 및 384) , 전 

기 · 전자 및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기 (SIC 383 및 SIC 3825 ), 그리고 의료 · 

과학장비 (SIC 385)로 구분하고 있다J7I 이 3개 부문은 각각 1980년대에 상대 

척 저성장부문으로 나타난 운송장비 부문과 대표적 고성장 부문인 천기전자， 

그리고 유망 부문인 과학 정밀기계 부문과 사실상 일치한다. 

위의 3개 조립금속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체 신설의 시기별 추이를 보 

자. 먼저 조립금속 산업은 전체적으로 1970년대 후반이래 기업설립이 가속 

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부문전체의 79.6%가 1976년 이후 설립기업으로 나 

타난데서 알 수 있다((표 5-2.7) ). 또 중화학공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경기 · 인천지역에 조립금속 기업신설의 집중과 특히 신설업체가 급증한 80년 

대에 동남권에서 신설업체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경기 인천지역에서 비중이 

증대하는 것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자료분석과 일치한다. 다만 기업체 기 

준인 전국기업체 총람 자료분석에서는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조립금속 신설 

기업 비중이 10% 이하로 급격히 감소된 것이 주목된다. 

17)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기업체 총람， 1991 .J)에는 전국 제조업체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산업 부문(SIC 38) 에 해당 

하는 기업체는 조립금속(기업체총람 분류번호 8) , 기계 운송용기기 제조 
업(기업체총람 분류번호 9) ,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기업체총람 분류번호 
10) , 그리고 의료 · 계측 광학기기 제조업(기업체총람 분류번호 11) 동으로 

나뒤어 수록되어 있다. 전국기엽체 총람자료의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에는 
천기 전자제품 이외 SIC 분류상 기계류(SIC 382)로 분류되는 컴퓨터 동 사 
무 계산 회계용기기 (SIC 3825) 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기계 운송용기기는 
SIC 중분류 기계 (SIC 382)와 운수장비 (SIC 384) 이며， 전기 전자기기 제조 

업은 전기전자(SIC 383)와 사무， 계산 빛 회계용기계 제조업 (SIC 3825)을 
포함한다. 그리고 의료 계측 광학기기는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 
어장비 (SIC 385)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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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7) 조립금속 엽체의 섬랩시기볍 추이 (단위 %) 

1970년이전 1971-75 1976-80 1981-85 1986-90 합 계 

전국초럽금숙 762 1, 010 1, 964 2, 045 2.943 8. 724 
설립기업수 ( 8.7) (11. 5) ~ 피;L.tl ~ (1 00.0%) 

수도권 63.5 63.5 57.0 59.8 58.9 59.6 
서울 32.0 22.2 14.8 14.4 9. 7 15.3 
경기·인천 31. 5 41. 3 42.2 45.4 49.2 44.2 
동남권 30.6 31. 8 38. 7 34.5 33.1 34.3 
부산 14.4 16.4 19.5 20.2 16.4 17.8 
기타 권역 5.9 4. 7 4.3 5. 7 8.2 6.1 

주 :천국기업체 총람 동재기업 중 설립년도가 기록되지 않은 업체가 있기 때문 

에 총 동재업체수와 차이가 있음. 

1980년대 조립금속 산업 내부 기계 운송장비， 전기 전자 및 사무용기기， 

그리고 의료 과학장비 동 주요 3개 부문 입지분포를 『전국기업체 총람』 자료 

분석을 통해 검토해보기로 하자(<표 5-2.8) ). 먼저 위 3개 부분 기엽설립 

추이를 1980년대 중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살피면， 전기 전자 및 사무용기기 

부문과 의료과학장비 부문의 신설 증가추세가 80년대 후반이후 기계 운송장 

비 기업보다 더욱 급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신설기업 추이는 

1980년대 전반에 기계 · 운송장비 부문에서 수도권과 동남권이 비슷하게 47% 

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신설업체가 급격히 감소 

한 덕분에 기계 운송장비 기업신설은 45%로 수도권 비중이 다소 하락되었다. 

그러나 신설기업이 많은 전기 전자와 의료 과학장비 부문에서 동남권이 조금 

씩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서울의 비중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인천의 급증에 

의하여 비중을 증대시켰다. 특히 경기 인천은 1980년대 후반에 전기 · 전자 

및 사무용기기와 의료 과학장비 부문에서 신설기업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결국 1980년대 제조업체의 증가는 조립금속 산업의 급증에 의하여 주도 

되었으며， 신설된 조립금속업체는 수도권 특히 경기 인천지역에 집중되었고， 

이 지역에 집중척으로 신설된 조립금속업체는 전기 전자 빛 사무용기기와 의 

료 과학장비 부문임을 알았다. 따라서 1980년대에: 들어서 수도권이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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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및 사무용기기와 의료 과학장비 부문으로， 그리고 동남권은 기계 및 운 

송장비 부문으로 륙화되어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권에 제조업이 

집중한 이유가 상대척으로 고성장 부문인 전기 전자 및 사무용기기와 의료 

과학장비 부문으로 수도권의 제조업이 특화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 5-2.8) 조휩큼숙산엽 내부의 지역별 선성기협 추이 (단위 %) 

1981 - 1985 1986 - 1990 

기계 전기전자 과학 합계 기계 천기전자 과학 

전 국 1, 082 852 111 2.045 1.439 1.302 172 
수도핀 47.3 74.6 66. 7 59.8 45.0 73.2 69.2 
서 울 7.9 21. 6 21. 6 14.4 4.9 14.6 14.0 
경기인천 39.4 53.1 45.0 45.4 40.1 58.6 55.2 
충청핀 2.8 4.3 8. 1 3. 7 3.8 4.4 7.6 
서남권 1. 5 1. 2 0.9 1. 3 3.8 2.5 0.0 
동남권 47.5 19.4 23.4 34.5 47.2 18.4 23.3 

주 : 기계는 기계 · 운송장비， 전기전자는 전기 · 전자 및 사무용기기， 과학은 
의료 · 과학장비 부문임. 
자료 : 상공회의소， 1990 전국기업체총람 

〈표 5-2.9) 기계 빚 장비 기염체 분포 (단위 %) 

기계·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 의료·과학장비 합계 

합계 

2.943 
58.9 
9. 7 

49.2 
4.3 
3.0 

33.1 

전 국 4, 668 개 3, 967 개 686 개 9, 321 개 

수도권 51. 0 73.1 70.3 61. 8 
서울 11. 4 23.9 36. 7 18.6 
인천-경기 39.6 49.2 33.5 43.2 
충청권 3.4 3.9 4.4 3. 7 
서남권 2. 7 1. 8 0.4 2.2 
동남권 42.3 20.5 24.5 31. 7 

자료 : 상공회의소， 1990전국기업체총람 

1990년 현재 조립금속 산업 주요 3개 부문의 지역별 분포는 〈표 5-2.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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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계보다 전기 전자 및 사무용기기와 의료 과학장비의 비충이 수도판에 

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기계장비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난다. 이것은 수도권과 동남권이 한국 조립금속 산업의 대표척 집중 

지역이지만， 위 조립금속의 부문별 기업설립 추이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1980년대 이후 급증세를 보인 전기 전자 및 사무용기기와 의료 과학장비 기 

업의 설립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은 보다 고성장 부문 

인 전기 전자와 의료 계측기기의 집중 비중이 높은 반면， 동남권은 상대적으 

로 저성장 산업인 기계 운송장비 부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나 대표적 유망산업인 의료 과학장비 기업은 

서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 가진 연구개발 능력 

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조럽곰속 기업의 규모벌 지역분포 

앞에서 분석한 제조업 분포의 공간구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세계적 

그러고 국내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의 조건변화에 대처하는 기엽의 재입지 전 

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의 기엽의 입지전략은 1970년대 중 

화학공업화과정에서 급격히 팽창한 독과점 대기업이 주도한 본사와 생산단위 

의 공간척 분리에 의한 지방분산， 그리고 1980년대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중 

요성이 새롭게 강조된 중소기업의 입지특성 동을 통하여 분석될 수 있을 것 

이다18) 

18) 전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을 종업원 299인 이하로 볼 
때， 1980년은 사업체수 기준 96.6% , 종업원 기준 49. 7%에서 1989년 현 

재 각각 98.1% , 종업원 기준 60.9%로 증가하였다. 종업원 199인 이하를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면， 사업체 수， 종업원 수에서 1980년은 각각 94.4% , 
41.2%에서 1989년은 96.8% , 54.2%로 증대하였다(광공업센서스 및 광공업통 

계조사보고서，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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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0) 기계. 천기 천자. 과학잣비 기협의 본사 분포 

기계·운수장비 전기·전자 전문과학장비 합계 

중소 대기업 중소 대기업 중소 대기업 충소 대기업 

전 국(업체수) 3.466 347 3.967 557 546 140 8.277 1.044 
수도권 (%) 37.8 62.2 72.5 76.8 65.6 88.6 55.8 73.6 
서울 (%) 11. 9 34.3 21. 7 37.5 쉰객 19.3 18.6 34.0 
경기 인천(%) 25.9 28.0 50.8 39.3 24.4 원..Â 37.2 39.6 
동남핀 (%) 53.5 34.0 21. 2 16.2 28.4 9.3 36.8 21. 2 

주 SIC 38부문 가운데 조립금숙 제품(SIC 381) 만 제외， (표 5-2.9)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종업원 규모가 표기되지 않은 기업이 있기 때문임. 

자료: 상공회의소， 1990 전국기업체총람. 

본사의 입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 경인， 그리고 동남권으로 본사 입 

지 지역을 나누어 살펴 보면， 대기업(종업원 200인 이상 기준)의 본사가 많 

이 분포한 서울은 조립금속부문 전체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륙히 기계 운수장비 부문은 대기업의 비중이 34.3%로 동남권 (34.0%)보다 

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대규모 조립금속 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문 과학장비 부문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서 

울 비중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19) 경기 인천지역은 전기 전자 부문엽체의 

비중이 높고 특히 중소기엽의 비중이 50.3%나 차지한다. 전문과학장비 부문 

은 서울과 대조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수도권 내에서 서울은 중 

소기업， 경기 인천지역은 대기엽으로 입지 차별화를 나타낸다. 본사 기준에 

서 동남권은 서울과 대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 

은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 

다. 즉 생산단위(공장)가 중심이 되는 사업체 기준으로서는 조립금속 부문 

에서 동남권의 비중이 29%((표 5-2.6)) , 기업체 전체기준으로서는 31.9%이다 

((표5-2.9)) . 대기업체 기준으로는 21.2%에 불과한 것은 동남판에 입지한 

19) 종업원수가 표기되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 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소규모 의료 · 과학장비 부문 본사의 집중도는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표 
5-2.9)에서는 36. 7%가 서울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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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금속 사업체의 상당수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동 

남핀의 기계 • 운송장비 부문은 중소기업 비중이 53.5%나 된다(<표 5-2. 10)). 

이상의 조립금속산업의 부문에 따른 본사 입지 지역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기업의 분포는 서울이 

전체적으로 높으나 기계 운송장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륙히 높다. 전기 

전자 및 사무용기기 부문에서는 경기 인천지역의 대기업 비중이 높다. 중소 

기업의 분포는 경기 인천지역과 동남권이 높은데， 의료 과학장비부문에서는 

서울이 높고， 전기 전자에서는 경기 인천지역이， 그리고 기계 운송장비에서 

는 동남권이 높다. 이 분석결과는 조립금속 내부에서 상대척으로 성장성이 

낮은 기계 · 운송장비부문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동남권이 크고， 성장성이 높 

은 천기 전자 및 사무용기기는 경기 인천지역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결국 경기 인천지역과 동남권의 제조업 성장의 차이는 중소기업에 

서 상대적으로 저성장 부문과 고성장부문이 각각 동남권과 경기 인천지역으 

로 입지가 특화되는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또 가장 표 

준화 정도가 낮은 의료 과학장비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이 서울에서 높은 것 

은 서울의 유리한 기술적 환경에 인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 

문별， 규모별 본사의 지역적 분포 특징은 조립금속 산업에서 본사와 공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문제와 중소기엽의 입지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저13절 전자산업의 입지특성 

가. 전자산업의 특성 

전자산업은 한국의 대표적 성장산업이다. 한국에서 전자산업의 위치는 

다음 지표를 통해서 그 성장성 및 기술집약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1990년 기준으로 전자산업은 총수출액의 26.5%(1970년 6.6%) ， 제조업 부가 

가치 생산의 16.5% (1 970년 2.1%) , 제조업 고용의 10.5% (1 970년 2.2%)를 차 

지하며 한국의 전자산업이 세계 전자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 1%에서 1989년에는 4.3%로 증대하였다때. 또 전자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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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매출액 대비 3.4%(80년1. 9%) , 연구개발인력은 1987년 8 ， 463명으로 

종업원에 대하여 32%의 비율을 차지하고 기업부설연구소는 1988년 기준 191 

개로 천산업의 29.8%를 차지하는 산업이다20 

경제발전에 따른 공간구조를 연구하는데서 전자산업의 중요성은 그 성장 

성 뿐만아니라， 공간조직의 다양성에도 있다. 전자산업은 고도의 과학기술 

노동에서 단순조립 비숙련노동에까지 다양한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 

리 공간상에 차별적으로 분포하는 노동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다때. 즉 전자산업은 그 한쪽 같에 매우 급격한 기술변화와 표준화되기 어려 

운 심화된 기술지향적 첨단 컴퓨터산업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 

비재 가전제품과 집적회로나 반도체와 같이 표준화 · 대량 생산되는 부품산업 

도 있다. 또한 전자산업은 기업규모에서도 국제화되고 다품종의 제품을 생 

산하는 초국적 기업이 있는가 하면， 두어 명이 일하는 소규모 기업에까지 다 

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자산업은 국제적 그러고 국가척 차원에서 공간 

척으로 차별화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직적 통합에 의한 분공장체제 

와 수직척 분리에 의한 하청생산 체제를 활용하는 산업이다. 특히 대기업은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노동력 구조와 결합하여， 통제 연구 개발 기능과 생산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계충적 공간구조를 기업조직 내에 발전시킨다. 

한편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생산기법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전문화된 

노동집약적 공장이다. 소규모 공장은 또한 연구와 생산을 분리시키고 기존 

의 지리적 불명동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충적인 생 

산 공간구조나 생산의 분산화가 불가능한 단일입지를 나타내는 경향이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의 특정적 공간구조는 지리적 집적이다때. 

나. 전자산업의 공간분포 

한국 전자공업의 입지특성은 1970년대이후 국제 및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 

와 이에 따른 기업간 경쟁과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는 한국 제조업의 

20) 대한상공회의소， 1991 , 제 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의 업종별 산업 

정 책 방향， pp. 357 -359. 
21) 과학기술처 , 1990, 89과학기술연감， pp. 172-173. 
22) Massey , D. , 1984 , 앞의 책， pp.136-153. 
23) Massey , D. , 1984 , 앞의 잭， pp.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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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재구조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의 『전국기업체 

총람』에 둥재된 전자기업을 중심으로 분공장 분포와 종업원 규모별 지역입지 

륙성을 검토하기로 한다((표 5-3.1))때. 전자제품 기 업은 1980년 이후 전체 

업체의 2/3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지역별 분포는 경 · 인지역에 설립비중 

이 크게 높아졌는데 반해， 동남권은 약화되었다. 이 결과 신설업체의 74. 7% 

가 수도권에 입지한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200인 이상의 기업체 

는 서울이 47.4%로 가장 많고 경기 인천지역이 31.0%이며， 동남권은 13.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00인 이하 기업은 경기도의 비중이 51.5%에 달하여 

가장 높다. 즉 전자기업은 수도권 비중이 74. 7%로 전체 조립금속 부문의 수 

도권 집중도 61.8%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200인 이상 

의 기업체 본사는 수도권 집중도가 거의 80%대에 근접할 정도로 높다. 

〈표 5-3.1) 천자곳협 사엽체 구석비 (단위 % ) 

총수 설립 시기 기업체 규모 

1980년이전 80년이후 미상 200 인이상 199인이하 미상 

천국업체수 2,461 760 늘원훌 277 329 2,105 100(27) 
수도권 74.7 73.6 73.7 83.0 78.4 74.3 66.7 
서울 26.4 30.0 15.9 70.0 47.4 22.8 51.9 
경 인 48.4 43.6 57.8 13.0 31. 0 51. 5 14.8 
충청 3.8 2.9 4.6 2.2 5.8 3.5 3.7 
서남 1.3 0.7 1.8 0.0 2.1 1. 1 0.0 
동남 19.8 22.5 19.4 14.8 13.4 20.7 29.6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1990 전국기업체총람. 

24 ) 상공회의소 발간 『천국기업체총람. 1990.!] 의 전자 · 전기기기 제조업(분류 
번호 10)의 117H 소분류 부문에서 전자제품은 통신 · 신호장치， 전자부품 
(반도체 둥)， 사무 · 회계용기기(컴퓨터 둥)， 기타전자기기(라디오， 비디오 
테이프)， 가전제품 뭉 5개부문을 전자제품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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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자공업은 본사와 분리된 공장을 가지는 대표적 업종이다251 

분공장을 가지는 전자업체 본사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까닭에 서울소재 기 

업의 분공장 분포를 분석해보자. 분공장은 경기 인천지역에 58.8%가 있지 

만， 경 · 인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종업원 199명 이하 기업의 분공장 비중이 높 

고 2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동남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5-3.2>) . 

〈표 5-3.2> 서올 본사 천자곳엽의 분곳잣 분포 

분공장 전체(%) 소기 업 (%) 대기 업 (%) 

전 국 342 100.0 180 100.0 162 100.0 
수도권 239 69.9 138 76. 7 101 62.3 
서울 38 11. 1 21 11. 7 17 10.5 
경기인천 201 58.8 117 65.0 84 51. 9 
충청권 31 9.1 20 11. 1 11 6.8 
서남핀 9 2.6 6 3.3 3 1. 9 
동남권 56 16.4 12 6. 7 44 27.2 

주 : 소기업은 종엽원 199명 이하. 

자료 : 상공회의소， 1990 전국기업체총람. 

25) 김진석(1989 ， “공업의 공간연계와 의사결정핀에 관한 연구 지리학， 
Vo 1. 39 , p. 64. )에 의하면， 본사와 분리된 공장을 가진 기업은 1986년 기 
준으로 전자공업이 22.6%에 달하며， 전체 제조업 기준으로는 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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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업은 그 생산제품의 용도에 따라 산업용， 부품， 그러고 가정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88년 현재， 산업용이 19.4%, 가정용이 42.9% , 그리고 부 

품이 42.5%를 점유한다뻐. 세계시장 추세와 관련하여 부문별 성장추세를 보 

면， 컴퓨터， 통신기기 동으로 구성된 산업용은 가장 기술집약척이고 성장성 

이 높은 분야이다. 한편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생산공정이 표준화 · 대량생산 

화되었으나 저성장 부문이다. 따라서 성장성은 산업용， 부품， 그리고 가정 

용의 순서이다zll 1986년 기준 전자공업의 부문별 입지연구에 의하면， 산업 

용은 서울이 41.0%로 가장 집척 비중이 높은데 대부분 소규모이고 본사와 공 

장이 함께 입지한다. 부품은 서울 집척도가 가장 낮고 경기 인천지역에 

41.8%의 높은 집적도를 보였다. 가정용의 경우는 서울의 집척이 41.0%로 높 

고 경기 인천지역이 33.8%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동남권이 10.8%의 상대 

적으로 높은 집척으로 보였다삐.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의 분공장이 포함된 

사업장의 지역분포는 산업용이 수도권 집척도가 가장 높고， 부품， 가전제품 

의 순서로 나타난다. 수도권인 경기 인천지역과 동남권을 비교해보면， 산업 

용과 부품은 경기 인천지역에의 집중이 높고 가정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 

남핀으로 분산정도가 높은데， 동남권에 입지한 분공장은 몇몇 대기업의 분공 

장이 중심을 이룬다(<표 5-3.3)) 때. 

26) 한국산업은행， 1990 , 한국의 산업. 

27) 부문별 성장추세를 보면， 1984-88 , 1988-95년간 산업용은 각각 년 31. 3%, 

24.3% , 그러고 부품은 21.6% , 12% , 가정용은 19.5% , 8.0%의 성장추세를 보 

인다(한국전자공업진흥회， 1989 , 전자공업의 중장기발전전망， 한국산업은 
행， 1990 , pp.368-369에서 재인용.). 

28) 황주성， 1987 , “전자공업의 입지 및 물자연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 

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p.44. 

29) 서울에 본사를 두고 동남권에 있는 가정용 전자제품 공장은 모두 287fl 인 

데， 이 중 25개가 럭키금성， 코오롱， 태광， 효성， 삼성， 대우 둥 대표적 

대기업틀이다. 서울 본사 기업의 지방공장은 산엽용， 부품에서도 대부분 

재벌급 대기업의 분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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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 서움본사의 천자제품 사엽장 분포 (단위:%) 

산업용 꺼 님-걷 ~ 가정용 합계 

기업수 337 205 189 731 
수도권 89.0 82.4 81. 5 85.1 
서 올 56. 7 52. 7 65.1 57.7 
경기인천 32.3 29.3 16.4 27.4 
인 천 7.1 5.3 4.2 5.9 
켜。 기 25.2 23.9 12.2 21. 5 
충청권 3.6 5.8 2.1 4.0 
서남권 0.5 2.9 0.2 1. 2 
동남권 흐요 7.3 14.8 8.8 
강 원 0.3 1. 9 1. 0 1. 0 

주 :상공회의소 발행 『전국기업체총람』에 둥재된 전자제품 가운데， 통신 · 

신호장치와 사무 회계용기기(컴퓨터 동)는 산업용으로， 전기 전자(반도체 포 

함) . 음향기기 부품을 부품으로， 기타 전자기기(라디오， 비디오 테이프)와 

가전제품을 가정용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장이란 분공장을 포함한 공장을 말 

한다. 

1980년대 조립곰속산업의 분포추이 요약 

조립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산업 (SIC 38) 의 지역적 분포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1980년대에 들어서 이 산업 부문의 신설기업이 급증하였는 

데 이는 중소기업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주로 수도권인 경기 인천지역에 집척 

하였다. 경기 인천지역의 조립금속 업체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까지는 

서울로부터의 이전 업체에 의하여 증가되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신설업 

체에 의한 순증가의 성격을 가졌다. 특히 수도권에 집적된 조립금속산엽은 

산업용 전자나 천자 부품과 같은 기술변화에 민감하고 비표준화된 것으로 전 

기 · 전자부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성장 산업부문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 

다. 한편 가전제품과 같은 표준화 대량생산 전자제품 생산단위는 대기엽에 

의하여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분공장에 배치되는 경향이다. 결국 1970년대 

동남권의 제조업 성장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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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수 있도록 동남핀의 대규모 공업단지에 설립한 대형 분공장과 관련된 것 

이었다. 

조립금속산업 입지분석으로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산업구조 

변화에서 경기 인천지역이 변화의 중심지역으로 대두되었으며. 80년대 제조 

업이 수도핀 집중경향을 나타낸 것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기업조직의 척웅 

전략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 경기 인펀지역에 급증 

한 기업률은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통하여 급성장한 산업부문이다. 

또 이들 기업의 경기 인천지역 집중은 1970년대 비하여 80년대 산업구조 변 

동에 대처하는 기업의 전략이 보다 다양해졌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1970년대에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형성한 대기업은 80년대의 급격한 산업 

구조 변동에 대처하여 종래의 ‘규모의 경제’ 뿐만아니라 기술척 분업과 노동 

력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다. 대기업은 지리적으로 차별화된 사회간접자본， 공장부지， 노동력 둥 

지리적 차별성을 활용할 능력이 있는 까닭에 일부 생산과정을 외부화하고， 

표준화되고 대량생산체제가 갖추어진 부문은 분공장을 통하여 내부로 통합하 

는 천략을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차별적 생산조건을 활용할 능력 

이 없으면서 대기업과 기술적 연관이 높은 고성장 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부품생산과 같은 대기업의 외부화된 생산과정을 담당한다. 이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본사와 기술에 보다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나 

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0년대의 성장산업이 기술변동에 민감하고 

분업화의 관련이 보다 높은 부문에 집중함에 따라， 전체 기업의 입지전략은 

분산화보다는 대자본과 기술중심을 향하여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특성을 나타 

내게 된 것이다(<표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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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1980년대 제조엽 총협원 분포추이 (단위: 천명， %) 

년도 1980 1984 1989 

제조업 -‘~~ 닙I 二al갖 9" 제조업 aζ~~ i3그 .. ~쇼1 제조업 조립금속 

전 국 2, 014 (1 00%) 534 (1 00%) 2, 343(100%) 708 (1 00%) 3, 093(100%) 1, 134 (1 00%) 

’ 
수도핀 45.9 53. 7 47.2 50.8 48.8 54.3 
서울 22.1 22.2 20.5 18.2 17.0 13.8 

경기인천 23.8 31. 5 26. 7 32.6 윈스융 핸펴 

충청권 6.3 3.8 5.9 3. 7 6.3 4.3 
서남권 6.1 2.4 5.5 1. 9 6.0 3.2 
동남권 40.4 39.7 40.3 43.2 37.9 37.8 
부산 15.8 9.5 15.0 8.4 12.4 6.5 
.::;켜ô-= 님r 13.1 10.0 12.2 9.0 12.3 10. 7 
경남 11. 5 20.2 13.1 25.8 13.2 20.6 

자료: 경제기획원(통계청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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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시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제1 절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도시화와 산엽화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인 동시에 도시화과정이었다. 산업화는 농업과 비농업 간의 불균형발전 

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도시화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었다(<표 6- 1. 1)). 

〈표 6- 1. 1) 한국의 도시화수준과 산엽화수준의 비교 (단위%) 

연도 도시화율 산업화율 차이 

1960 35.8 34.1 1. 7 
1970 49.8 49.6 0.2 
1980 68. 7 66.0 2. 7 
1990 82.8 81. 7 1. 1 

주: 도시화율은 읍급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며， 산업화율은 전국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1990: 주요경제지표. 

도시화현상과 경제발전과의 관련성은 단순한 통계적 상관관계만으로 불충 

분하며 그 내적 관련성이 탐구되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한국경제가 1963년이후 지속적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직접적 

요인으로 노동투입의 양적 증가를 들었다11 성장 기여요인은 순위별로 1 )노 

동투입 증가， 2)총자본투입 증가， 3)규모경제이익， 4)기술진보， 5) 임노동관 

계 증가(농업노동과 자영업주의 상대적 감소)， 6)취업자의 교육수준 향상 둥 

1 ) 김광석 외 1979 ，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원인， 한국개발연구원，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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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되었다((표6- 1. 2>). 이를 다시 노동과 자본이라는 양대 부문으로 

나누면， 성장요인의 45%는 노동부문， 41. 4%는 자본부문이， 그리고 13.6%는 

기술진보 및 기타 요인이 설명하는 것이 된다((표 6-1. 2> ).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 한국의 노동이 성장에 기여한 요인은 주로 총 취업자수 증가 

에 의존하고， 기술진보 및 기타 요인에 의한 기여도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월둥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963-76년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이 노 

동과 자본 둥 생산요소의 직접적 투입량 증가에 의존한 반면， 기술진보 요인 

을 포함하는 요소단위당 생산성 증가 요인의 기여도는 다른나라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척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 한 

국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양척 투입증가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륙히 자본 

이 상당부분 해외에서 조달된 것임을 고려하면 국내의 생산요소로서는 노동 

의 양척증가가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1. 2> 한국과 입본의 국민소득 요인별 기여도 순위비교 

국민소득 성장요인구분 표준성장에 대한 기여도(%) 

한국(1 963-1976) I 일본(1 953-1971 ) 

총노동투입증가 33.5 17.1 
총자본투입증가 23.8 23.8 
규모경제효과 17.6 22.0 
기술진보·기타 13.6 22.4 
농업노동 · 자영업주 감소 7.6 10.7 
취업자교육수준향상 3.9 3.9 
국제무역장벽완화 0.0 0.1 

인용처: 김광석 외， 1979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 한국개발연구원， 

p.116. 

1960년대와 1970년 전반의 경제성장에 결정적 기여 요인인 풍부한 노동력 

공급은 농촌의 소농민이 도시로 이동하여 임금노동자화하는 노동력의 공간 

척， 사회적 재구성 과정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농업과 공업의 부 

문간 불균형발전은 공간적으로는 자본의 도시집중이라는 자본배치의 도 ·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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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격차이지만， 노동의 측면에서는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노동력이동 

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 이후 이러한 노동의 공간척 재구성이 한국경제발 

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다. 흔히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일컬어지는 인 

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농촌에 존재하는 노동력의 저수지에서 도시자본에 노 

동력을 무제한적으로 추가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농촌의 전통적 농업 

부문에 폰재하는 잉여노동력이 도시 제조업부문의 급증하는 임금 노동력 수 

요에 실질 임금수준을 상승시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추가 투입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21 

나. 급속한 도시화 

자본주의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노동력공급의 공간적 측면은 1960년대 이래 

일차적으로 급속한 인구의 도시이동으로 나타났다<표 6- 1. 3)과 같이， 

1960년에서 1989년 사이에 전국인구는 74.1% 증가한 데 비하여， 읍급이상 도 

시인구는 302.5% 증가하였다. 그러나 면급이하 농촌인구는 1960년대 이후 

절대 감소하여 같은 기간동안 오히려 53.2% 감소하였다. 

〈표 6-1. 3) 도시화 추세 (단위: 천명 ) 

1960 1966 1970 1975 1980 1990 증감율(1960-99) 

전국인구 24.989 29 , 160 31.434 34 , 677 37 , 449 43.520 74.1% 
도시인구 8, 947 12 , 277 15.652 20 , 240 25. 738 36.013 302.5% 
농촌인구 16, 042 16.883 15 , 782 14 , 437 11 , 711 7.507 -53.2% 
도시화율 35.8% 42.1% 49.8% 58.4% 68. 7% 82.8% 

주: 도시는 읍급이상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 1차국토개발계획의 명가분석， p. 379.;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한국의 도시화는 매우 급속히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켰다. 1960년에 불과 

2) Moo-Ki Bai , 1985 , “ Comparision of turning points in the economies of 

Korea and Japan , ’ Social and policy Researh , The Institution of Social 

Science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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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에 지나지 않았던 시급이상 도시인구비중은 30년이 지난 90년 73.3%로 

급증하였다 1950년까지 한국의 도시화는 세계 명균에 크게 못미치는 후진 

국 일반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표 6-1. 4)). 1975년의 도시화 수준은 세 

계명균을 넘어서고， 특히 1990년에는 5만이상 시급기준으로 74.4%의 높은 도 

시화율을 나타냄으로써 선진국 명균(75%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1960년 

28% 수준에서 불과 30년이 채 못되어 75% 수준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진행시 

킨 것이다. 역시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일본이 1925년 30% 수준에서 1975 

년에 75% 수준에 이르는데 50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시화과정 

이 얼마나 급속한 것인지 알 수 있다(<표 6-1. 5)).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비농업부문에 대한 노동력 투입증가와 관련하여 이른바 경제성장의 합축척 

과정 (compressed process)을 의미하는 대표적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3) 

〈표 6-1. 4) 선 · 후진국의 도시인구비융 (단위%) 

1950 1975 

후진국 전체 16.5 28.3 
선진국 천체 51. 6 66.9 
세계 명균 28.2 38.9 
한 국 18.4 50.9 

인용처 : 송병 락， 1979 , 한국의 국토 · 도시 · 환경 , p.26. 

〈표 6- 1. 5) 주요 션친국의 도시화율 (단위%) 

년도\ 국가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벨지움 

。
。

1i 

% 

W 

n4 

nO 

juI 

긴
 재
 캔
 

1i 

ju1 

?l 

깨
 % 
”” 

n
ι
 

Fa 

。
。

n 
-”
Q 

션
 

CJ 

1i 

n3 

댐
 
-
η
 
π
ω
 

m
ω
 
mm 

m 

재
 

n3 

oJ 

nuJ 

OJ 

1’
4 

’li 

--i 

1i 

3) 배무기 (Moo Ki Bai , 1985 , 앞의 논문)는 일본의 농업취업자 비중이 60% -) 

30%로 감소하는데 50년이 소요된 반면， 한국은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제가 보다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을 경험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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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처: 국토개발연구원. 198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인구정착기반의 조성， 

p.80. 

저12절 인구의 지역적 집중 

가. 지역벌 인구구성비의 변화 

지역별 도시화 추세를 보면， 전국평균의 절반에 못미치는 상대적으로 매 

우 낮은 도시화 수준을 보이던 충청권과 강원권이 1990년에는 전국명균의 

2/3 수준으로 근접함으로써 통계상 도시화 수준의 지역간 격차는 점차 완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표 6-2. 1)). 

〈표 6-2.1) 지역별 도시화율 추이 (단위 %) 

1960 1970 1980 1990 

천 국 28.0 41. 1 57.2 74.4 

경기·인천 17.9 27.1 48.2 73.2 
(충청권) 10.5 16.4 28.9 48.6 
충 = tIjr 11. 8 15.6 31. 7 48.3 
충남·대전 9.1 17.2 26.1 48.9 
(서남권) 15.6 20.5 30.9 51. 9 
전 1 tif 14.3 19.0 29.4 53.2 

천남·광주 16.9 22.1 32.4 50.5 

(동남권) 18.0 26.1 53.6 62.3 

경북-대구 22.4 30.5 46.1 65.3 
켜。 La-L 13.6 21. 6 41. 3 59.2 

강 원 13.3 20.5 32.3 48.5 

제 -;I「L 24.1 29.0 36.3 61. 3 

주: 도시화율은 시급이상 인구비율임.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센서스，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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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는 전국적 현상으로서 진행되었지만， 이는 결코 각 지역의 자체 중 

심도시로 인구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1960년이후 1990년까지 천국 인구는 

1 ， 853만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된 인구는 수도핀 1 ， 341 만 명， 동남핀이 

454만 명을 차지하여， 이들 양핀역이 인구증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 

면， 서남권은 오히려 21만명 이상 감소하였다(<표 4-3.10)). 구성비 추이로 

볼 때， 상대적 집중을 보인 권역은 수도권뿐이며 동남권율 포함하여 전 핀역 

이 상대적 인구감소를 나타냈다 1960년 이후 30년동안 증가된 인구의 

44.2%를 서울이， 28.2%를 인천과 경기도가 차지하여 증가된 인구의 72.3%를 

수도판이 수용한 것이다. 동남권은 부산 14.2%를 포함하여 24.5%에 그쳤으 

며， 충청권은 불과 3.3%만이 증가하고 서남권과 강원권은 인구의 절대감소를 

나타냈다. 수도권과 부산이 이 기 간 중에 증가된 인구의 86.5%를 점유하였 

다는 것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화과정에서 인구이출 지역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수도권과 부산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전국명균 인구성장율 74.1%에 못미치는 상대적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결국 지난 30년간 도시화의 결과는 한편으로 수도권과 부산， 그리고 동남 공 

업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과 다른 한편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인 

구이출로 나타난 인구분포의 지역적 양극화 현상이었다. <표 6-2.2)에서 보 

는 것처럼， 지난 30년간 도시화에 의한 인구이동의 결과는 수도권에의 인구 

집중과 다른 모든 권역의 상대적 인구감소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는 직 

할시급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도단위 지역이 상대적 인구감소를 나타내 

었으나， 경기도만이 상대적 인구증가를 보임으로써 수도권의 광역도시화 현 

상이 80년대의 특정이었다. 

따라서 한국 도시화의 특성은 급속한 도시화 진행추세와 함께 지역간 인 

구 이동에 의한 인구분포의 지역적 편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농 

촌인구의 도시집중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급속도로 진행 

됨으로써 도시화 지역이 면중되어 전국적으로 인구의 지역적 편재현상이 심 

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로 볼 때， 이는 국토공간이 전체적으로 수도 

권이라는 하나의 인구성장 지역과 나머지 모든 인구의 감소 내지 침체 지역 

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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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2) 지역별 인구구성비 추이 (1960- 90L( 단위%， 전국:천 명) 

1960 1970 1980 1985 1990 1960-90증가 

전 국 24.989 30.882 37.436 40.448 43.520 18, 531 

(수도권) 20.8 28.3 35.5 39.1 42. 7 72.3 
서 울 9.8 17.6 22.3 23.8 24.4 44.2 
켜Q 기 11. 0 8.6 10.3 11. 9 14.1 33.2 

인 천 2.1 2.9 3.4 4.2 9.8 

(충청권) 15.6 13.8 11. 7 10.9 10.3 3.3 
충 남 10.1 9.1 7.9 7.4 7.1 3.0 
대 천 0.0 1. 3 1. 7 2.1 2.4 5. 7 
충 북 5.5 4. 7 3.8 3.4 3.2 0.2 
(서남권) 23.8 20.5 16.2 14.7 13.2 -1. 1 
전 lI-1L 14.2 12.7 10.1 9.3 8.4 0.6 
광 -;「a 0.0 1. 6 1. 9 2.2 2.6 6.2 
전 1 닙T 9.6 7.7 6.1 5.4 4.8 -1. 8 
(동남권) 32.1 30.4 30.5 29.8 28.9 24.5 
-님「 산 4. 7 6.0 8.4 8. 7 8. 7 14.2 
켜o LI1L 12.1 9.9 8.9 8. 7 8.5 3.6 
켜。 1 님T 15.4 14.5 13.2 12.5 11. 7 6. 7 
대 구 0.0 3.8 4.3 5.0 5. 1 12.0 
강 원 6.6 5.9 4.8 4.3 3. 7 -0.2 
제 주 1. 1 1. 2 1. 2 1. 2 1. 2 1. 3 

자료 :경제기획원(통계청) , 인구 주택 센서스， 해당 연도. 

나. 공업도시의 성장과 지역충심 도시의 정체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과정이 지역간 균형된 도시발전으로 나타나지 않고 

급속한 지역간 인구이동 현상으로 전개되어 전국적 차원에서 인구증가 지역 

과 침체지역으로 양분되는 현상을 초래한 이유는 지역별 인구 성장도시와 침 

체도시분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제2차국토계획에서 2차성장거점도시로 

지정된 12개 지방 중소도시의 1980-1989년 사이 연평균 인구성장율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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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같은 기 간 중 천국 도시 인구 증가율 3.5%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표 

6-2.3)) . 

〈표 6-2.3) 지밖중소도시의 인구섯잣융 (단위 :천 멋) 

1880 1989 기간중인구증가 연명균증가율 

전국도시 인구 25.428 34 , 613 9, 185(36%) 3.5 % 
12개 지 방 중소도시 인구 2.080 2. 747 667(32%) 3.3 %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90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척명가(vn) . 

한펀 지속적으로 높은 인구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률 가운데 직할시급 

이상의 대도시 이외는 주로 수도핀과 동남권에 위치한 공업도시들이다((표 

6-2.4)) . 제조업 입지의 광역화와 대도시의 교외확산에 의하여 새로운 시급 

도시률이 나타났는데， 경기도의 경우 1960년에는 서울과 인천 이외의 시급도 

시로는 수원뿐이 었으나 1990년에 187fl 시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 간에 동남 

권은 부산， 대구를 포함하여 107fl 시에서 20개 시로 증가하였다. 1989년 현 

재 6개 특별시 • 직할시를 제외한 30만 이상의 도시 117fl 가운데 수도권에 수 

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퉁 5개 시가， 동남핀에 포항， 창원， 마산， 울산 

동 4개 시기， 그리고 나머지 2개 도시는 도청소재지인 전주와 청주이다. 이 

는 지난 30년간 진행된 도시화는 주요 공엽도시로의 인구이동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들 공업도시가 집중된 수도핀과 동남핀의 인구가 성장한 

반면， 제조업 기반이 약한 다른 지역의 지방 중심도시는 도시성장이 상대적 

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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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수도핀 도시 빛 선콩엽도시의 인구증가올 

인 구 (천명) 인구증가율 (%) 

1960 1910 1980 1990 1960/10 1910/80 1980/90 

수원 91 161 310 665 6.3 6.4 1.9 
안양 31 91 253 481 11. 4 10.8 6.8 

부천 48 56 221 668 1. 6 15.0 12.3 
k。llI-1L 11 316 540 11.2 3. 1 

포항 60 19 201 311 2.8 9.8 4.1 

구미 - 23 101 206 - 16.5 1.0 

마산 158 186 386 496 1. 6 1.6 2.5 

울산 30 151 418 682 18.0 10.3 5.0 

창원 111 323 11. 3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2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통계청， 인구주택총 

조사 잠정보고서 1990. 

저13절 도 · 농간 인구이동과 자본축적 

도시화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일차적으로는 도시부문에 입지한 이 · 

삼차 산업에 대한 임금 노동력의 총량적 공급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자본 

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농촌부문은 단순히 풍부한 노동력을 도시부문에 

공급하는 것 뿐만아니라， 나아가 도 · 농간 선택적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구조 

의 질적 격차 그리고 상대적 과잉인구 및 부퉁가교환 둥에 의하여 도시에서 

의 자본축적을 지원한다4) 

자본주의 축척과정이란 한연으로는 자본의 자기증식 과정이지만， 이 과정 

의 다른 한편은 자본과 임금노동의 사회적 관계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5) 한국의 경우 자본의 시원적 축척은 1950년대의 원조와 척 

4)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상대적 과잉인구에 관하여는 윤진호의 연구(1990 ， 한 

국의 불안정취업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가 있 

으며， 도 · 농간 부동가 교환에 관하여는 박광서의 연구(1990 ， 한국의 경제 

발전과 소농농엽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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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하에 의해 형성된 상인자본적 관료자본과 1960년대 차관도입에 의해 기 

초를 확보하였다고 본다61 그러나 자본 축척의 지속과 확대를 위하여는 임 

금노동자의 중식이 필수척이며， 이는 소농척 자영농 상태하의 노동을 도시로 

유입시킴으로써 임금노동자로 전환토록 하는 노동의 공간적 이동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71 생산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시켜 

임금노동자를 확대하는 역사척 과정으로서 초기척 자본축척은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이농 인구의 도시집중을 통해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 · 농 

간 인구이동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선택척 인구이동에 의한 도 

· 농간 인구구조 격차， 농촌에서 유출된 인구가 도시부문에 상대척 과잉인구 

로서 공급되는 불안정취업，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부문과 전자본주의척 소 

생산양식간에 일어나는 농촌과 도시의 부동가교환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 

다. 

가. 선택적 인구이동 

1963-89년 기간동안 농어업취업자가 총취업자의 64.4%에서 24.4%로 급격 

히 감소한 반면， 비농가 임노동 피고용자는 22.3%에서 52.3%로 증가하였다 

(<표 6-3.1) ). 

5) “자본의 축적은 잉여가치를 전제로 하고 잉여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 

제로 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생산들의 수준에 보다 많은 양의 자본 
과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Marx, K. , 자본， 1-3핀， 이론 
과 실천， p.801.) 

6) 황태연， 1989 , 한국사회와 자본론 강의， 중원문화， p.390. 

7) “자본관계는 노동자와 노동의 실현조건의 소유사이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자신의 발로 서게 되면， 그것은 이러한 분리를 유지 
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점차 확대생산한다. 따라서 자본관계를 창출하는 과 
정은 노동자를 자기 노동조건의 소유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 곧 한편으로는 
사회의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생산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화시키는 과정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본원적 축 
척이란 바로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역사적 분리과정이다. "( Marx , K. , 자본， 
1-3권 , 이 론과 실 천 , pp. 80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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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취협자 빚 종사장의 지위별 추이 (단위: 천명， %) 

비농업 취업자 
연도 총취업자 농·어업 

자영·가촉 피고용자 

1963 7, 563 4, 871 (64.4) 1, 005 (1 3.3) 1, 686 (22.3) 
1989 17.101 4, 174 (24.4) 3, 994 (23.5) 8, 944 (52.3) 

변화율 I 226~따T- -85. 6% 397.4% I - 530.4%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해당연도;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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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격체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 

주 1960년율 기준으로 한 성장지수. 

자료: 인구센서스， 경제활동인구인구조사 해당연도. 



저13절 도 · 농간 격차와 자본측적 165 

〈그림 6-3.1)은 1960년에서 1989년 동안 총인구가 170%로 증가한데 비하 

여， 취업자는 243%로 성장하고， 비농업인구는 631%로， 피고용자는 648%, 그 

리고 제조업종사자는 783%로 성장한 것을 나타낸다. 취업자 증가율은 총인구 

증가율보다 높고 피고용자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보다 높다. 또 제조업 취 

업자 증가율은 피고용자 증가율보다 높다. 이렇게 취업인구가 자연척 인구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한 것은 기존 도시인구 가운데 여성노동력 동의 노동참 

가도 있지만， 이농 농민의 도시이입과도 관련된다.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2 

.3차산업부문의 피고용자로서 취업하게 되는 비중이 높은데， 이것이 곧 소 

농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임금노동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취 

업자 증가율023%)을 상회하는 임노동자(비농가 피고용자) 수의 급속한 증가 

(438.9%)는 그 상당부문이 도시로 이동한 자영 농가취업자와 그 자녀들에 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양적으로 뿐아니라 질적으로 선택적이었다 1960 

년대 이래 도시로 이동한 농촌인구의 연령계층을 보면， <표 6-3.2)에서 처럼 

가장 활동력이 높은 20대가 전체의 28.9%로 가장 많고 30대가 21.6%로서 그 

다음을 차지한다. 더우기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충 인구가 이농인구의 

전체의 70%를 차지함으로써 도시 노동력 구성을 젊게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 

를 하였다. 연령선택적인 이촌향도 현상은 도시노동력의 양적 질적 구조를 

전국명균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다. 즉 총인구， 14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총취업자 증가율에서 도시의 증가율은 한국전체보다 

두 배이상 높게 나타난다(<표 6-3.3)) . 또 증가율의 특성도 총취업자 > 경 

제활동인구 ) 14세이상인구 > 총인구의 순위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도시지역 

의 경제발전이 농촌인구의 도시이입에 의한 노동력의 사회적 증가임을 뒷받 

침해준다(<표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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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 연령계충별 이농규모 (단위: 천명， %) 

연령계충 ’ 61- ’ 66 ’ 67- ’ 70 ’ 71- ’ 75 ’ 76- ’ 80 ’ 81- ’ 85 계 

15-19 262 280 316 560 284 1, 702 ( 19. 3 ) 
20-29 513 499 402 699 436 2, 549 ( 28.9) 
30-39 229 270 464 548 397 1, 908 ( 21. 6 ) 
40-49 162 130 244 315 352 1 , 203 ( 13. 6 ) 
50-59 96 75 180 199 214 764 ( 8.7) 
60이상 71 57 157 185 226 696 ( 7.9) 

계 1.333 1, 310 1, 763 2.506 1, 910 8, 822 000.0) 

인용처: 박광서， 1990 ,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농농업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 

제학과 박사학위논문， p.39. 

〈표 6-3.3) 도시지역의 노통력 칩중 추이 (단위: 천명， %) 

연명균증가율 

1960-7 1975-8 1975-85 

| 전체 l 도시 | 전체 | 도시 ! 전체 | 도시 
총인구 2.21 6.00 1. 55 4.66 1. 95 5.46 
14세이상 2.24 6.24 2.98 5. 70 2.60 6.03 
경제활동인구 3.87 7.74 1. 66 5.39 2, 93 6.74 
취업자 4.01 8.38 1. 81 5.91 7.32 7.32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 해당 연도. 

젊은 연령층의 도시유입에 의하여 형성된 유리한 도시노동력의 구조는 도 

시계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서울은 6개의 특별， 직할시 명균에 비하여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더욱 높다(<표 6-3.4)) . 인 

구구조의 도시계층에 따른 차이는 노동력의 공간적 차별화가 도 · 농간 뿐아 

니라 도시계층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도시로의 선택적 인 

구이동은 연령뿐만 아니 라 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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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도시와 농촌의 생산력 격차를 확대하는 경향이다8) 

〈표6-3.4) 격제활통인구의 분포 (단위: 천 벽) 

전 국 

20-39세 

60세 이상 

6대 도시 

20-39세 

60세 이상 

서 울 

20 - 39세 

60세 이상 

총인구수(비중) 

30 , 448 (1 00%) 

14 , 703( 46.5) 

3 , 267( 10.7) 

14 , 703 (1 00%) 

7, 571 ( 5l. 5) 
1, 570( 7.2) 

7, 681 (1 00%) 

4, 149( 54.0) 

514( 6.7) 

경제활동인구(비중) 

17 , 575 (1 00 ) 

9 , 385( 53.3) 

1, 153( 6.6) 

7, 906 (1 00%) 

4, 819( 60.9) 
192( 2.4) 

4, 105 (1 00%) 

2, 568( 62.6 

81 ( l. 9 

자료: 경제기획원， 1989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그러나 〈표 6-3.3)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력의 양적 공급증가율은 197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에 대한 노동력의 양적 공급증가가 한 

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신고전파 발전이론에서 말하는 도시의 자 

본주의적 부문에 대한 농촌노동력 이입을 통한 무한탄력척 노동공급이 한계 

를 맞이하는 경제발전의 구조적 전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소득의 상승， 산업구조가 농업생산에서부터 공업생산 위주로 전환， 

그리고 가속적인 도시화의 진행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실질임금의 상승없이 

공급되던 노동력이 1972년경부터 공급탄력성이 저하되면서， 농업노동력 비중 

이 50% 이하로 내려간 1975년경에 상대적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이 일어나 

는 한국은 구조적 경제전환(turning point for economy)을 맞았다고 주장된 

다9) 

8) Bun Song Lee , 1988 , “ Rural-urban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analysis ," Business and Economic Review 

Vol. 2-1 , pp.I-15. 

9)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단계는 한계생산성이 영(零)인 농촌생존부문(rural 

subsistance sector)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도시 근대부문간의 노임 격차에 

의하여 농촌으로부터 비숙련 잉여노동력의 완전탄력적 공급을 바탕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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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적 과잉인구 

196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외자도입에 의한 자본축척과 이 

농에 의한 임금노동자의 급속한 증가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생산확대가 임금노동의 확대를 가져오고 다시 재투자된 생산확대가 농촌지역 

에 존재하는 잉여노동을 흡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완전고용 및 임금의 명 

준화 경향이 나타난다는 신고전따 지역경제학의 주장은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수출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요에 의존하는 자본축적 전략을 

도모하는 한국에서 최대의 국제경제력은 저임금 노동력일 수 밖에 없다. 이 

러한 저임금 노동체제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과 유지 

에 기반한다\01 

한국에서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중심은 실업자보다는 취업중인 불안 

정취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취업 형태에서 상용노동자 

와 구멸되는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 그러고 영세자영업자 및 그 가족종사 

자로 구성된다. 불안정취엽자 창출요인은 도시유입 이농 인구，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방출된 노동력， 그리고 주부노동력 및 노동력인구의 전체적 급 

증 둥 3개 요인이지만， 1960년대와 70년대 전반까지는 농촌의 잠재적 과잉인 

근대부문의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도시 

근대부문의 고용과 생산의 확대에 의해 자본가들의 이윤이 증대하고 이 이윤 

이 다시 생산확대를 위해 재투자되는데， 이와 같은 생산확장은 농촌지역에 

잉여노동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며 잉여노동이 모두 흡수되면 도시 및 농촌부 

문의 임금이 함께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노동력 공급의 탄력성이 저하 

되고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전환점 (turning point) 

으로 보는데， 이 시기 이후 경제는 농업보다 공업에 의존하며 숙련노동력과 

교육의 측면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배무기 Moo Ki Bai , 1985 , 앞의 논문.). 

10) Marx는 근대산업의 특징적인 생활과정을 10년 정도의 주기적인 팽창과 수축 

의 경기순환으로 보고 있는데， 자본의 축척에 대웅하여 노동수요는 대체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공급될 수 있는 노동자 인구의 자연증가는 한계에 부 

딪친다. 그래서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는 독립된 노동자의 증가가 필요한데 

이는 생산증가에 비해 사용노동자를 줄이는 방법에 의해서 창출된다. 따라서 

근대산업의 전체 운동형태는 노동자 인구의 일부분이 끊임없이 실업자 또는 

반실업자로 전화하는， 즉 상대적인 과잉인구의 생산을 근대산업의 필수적 생 

활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다(자본， 1-3권， 이론과 실천， pp. 715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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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도시 유출이 도시 불안정 취업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ID 특히 농촌 

에서 도시로 이입한 인구는 대체로 직업전환에 따른 기술훈련이 되지 못한 

인구이기 때문에 도시노동시장에 대하여 과잉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요 원펀이 

된다J2) <표 6-3.5)를 보면， 1963-85년 기간의 불안정 취업자의 수는 총취업 

자， 비농가 취업자 증가율보다 높은 연명균 5.3%의 증가를 보여， 동기간동안 

3.2배 증가한 5 ， 815천 명에 이르렀다. 또 불안정취업자의 비중은 총 취업자 

와 비농가 취 업자에 대하여 각각 23.9%• 38.9%로， 67.4%• 52.3%로 증가함 

으로써， 한국 도시노동력의 존재양식으로서 불안정취업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세민실태조사에서도 농촌에서 도시로 이입한 인구가 도시영세민의 

주종을 이루며， 1970년대 중반부터 농촌에서 이입 노동력의 감소경향과 함께 

도시영세민 중 이농인구 비중도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31 

11) 윤진호， 1990 , 앞의 논문. 

12) 이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 흡수에 관한 이론으로 Harris-Todaro 모형이 보 

다 설득력 있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Lewis 모형이 이촌향도를 현존하는 
도 · 농간 임금격차로 설명하는데 비하여， Harris-Todaro 모형은 장래 기대되 

는 임금격차에 의해서 인구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기대격차 
(expected differential) 에 의해서 이촌노동력은 이동의 초기 단계에서 일단 

도시 비공식부문에 흡수되어 전직훈련과 탐색과정을 거쳐 공식부문에 취업기 
회(확률적인)를 기대하고 대기한다는 것이다. 이촌자틀이 도시에 이입하여 
1단계로 비공식부문에 취업하고 2단계로 보다 임금이 높고 안정척인 공식부 

문에 진입한다는 가설은 도시노동시장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과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에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가정한다(이계식， 1987 , “인구집중완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 
향 한국개발연구원， 1987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13) 한국개발연구원， 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pp.l02-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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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5) 붐안청취협자의 규모추이 ( 단위: 천 명， %) 

1963 1970 1975 1980 1985 연명균증가율 

-------------------------------
’ 63-70 ’ 70-75 ’ 75-80 ’ 80- ’ 85 

경제활동인구 8, 343 10.199 12.340 14.454 15.554 2.9 3.9 3.2 
총 취 업 자(A) 7.662 9, 745 11 , 830 13 , 706 14 , 935 3.5 3.9 3.0 
비농가취업자(B) 2. 719 4.629 6.228 8.592 11.140 7.9 6.1 6.6 
불안정취업자(C) 1, 832 2.501 3.559 4.252 5.815 4.5 7.3 3.6 

C / A (%) 23.9 25. 7 30.1 31. 0 38.9 
C / B (%) 67.4 54.0 57.1 49.5 52.2 

인용처 : 윤진호 1990 , 앞의 논문， p.132. 

다. 부등가 교환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대한 농엽(농촌) 부문의 역할은 1960년대 

이후의 도시로의 노동력 공급만이 아니 라， 근본적으로 농촌부문에서 발생한 

잉여가 부퉁가교환 과정 동을 통해 도시로 유출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때 

박광서(1990 )는 가치이하의 수준인 비용가격(투입불변자본 C + 지불노동비 

V)에 의해 규제되는 농촌의 소농생산물과 생산가격(투입불변자본 C + 지불노 

동비 V + 잉여가치(명균이윤 M) ) 내지 독점가격(투입불변자본 C + 지불노동 

비 v + 독점이윤(명균이윤 + 특별이윤) )에 의해 규제되는 도시 비농산물 가 

격의 관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퉁가교환을 추정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 

면， 1976년 만을 예외로 하고 63년 이후 전 기간동안 농업부문에서는 이론적 

인 가치생산물 지수가 실제 지수보다 높고， 비농엽부문에서는 실제 지수가 

이론적인 가치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즉 독점부문인 비농엽부문에서는 

독점력에 의해 가치이상으로 가격을 실현시켜 온 반면， 소농부문이 지배적인 

농업부문에서는 가치 이하수준인 비용가격이하로 그 가격을 실현시격 왔음을 

주장한다. 이 결과로 이론적인 가치구성에서 실제 가치구성을 뺀 농업부문 

에서 유출된 잉여가치가 전기간에 걸쳐 국내 총가치생산물(국내순생산)의 연 

14) 박광서， 1990 , 앞의 논문. 

1. 5 
1. 7 
5.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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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균 5% 수준에 탈한다고 주장한다151 

앞의 연구는 농촌 농업부문과 도시 비농업부문과의 부동가교환이 1960년 

대 이후 집행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기간의 농업부문 성장추이와 대체로 일 

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표 3-1. 1>). 축 본격적인 공업화개발계획이 추진 

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잉여유출정도가 높아지다가 70년대 전반에는 

농업인구의 과대한 유출과 도시이입이 농업기반의 급격한 위축과 도시문제 

둥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3차 계획기간(1972-76 )중 농업에 

대한 고정투자 배분이 다소 증가하고 고미가정책 및 새마을운동 둥 상대척인 

중농정책을 시행하여 70년대 전반에는 잉여유출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제4 

차 계획기간인 1970년대 말부터 농업 고정투자배분이 대폭 축소되고 다시 잉 

여유출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15) 박광서， 1990 , 앞의논문，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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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국토개발계획 자료에 의하면((표6-3.6)) , 전국을 중추관리(수도 

권) , 상공혼합(대구권， 부산권) , 식량공급(충청권， 전주핀， 광주권) 그리고 

관광(제주권) 기농 지역으로 하여 분업 기능을 권역별로 특화시키는 권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생계 농업이 농촌에 온존하는 조건 하에서， 

각 권역을 농업， 공업， 그리고 중추관리 기능으로 분담하게 하는 것은 전국 

척 차원에서 농촌적 지역으로부터 도시척 지역으로 부동가 교환에 의한 가치 

이 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6-3.6) 토지이용관계 핀역별 제지표 

주기능 | 수도핀 l 태백권 | 충청권 | 전주권 
시안 | 중추관리 l 원료공급 | 식량공급 | 식량공급 
계획 l 중추관리 | 자원산업 l 농업공업 | 농업공업 

주기능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시안 농공혼합 A。↓그 。l흐 ~~ ~ëJ그 。l二t1j- 관광 
계획 공업농업 상엽공업 농엽공업 관광상업 

자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1970, 국토종합개발계 

획(시안)에 관한 세미나 자료， p.33. 대한민국정부， 1971 , 국토종합개발계 

획， p.12. 

저\4절 1980년대 인구이동 추세 

가. 인구이동 방향 

1960년대 총이동 인구의 40%이상이 농촌→도시 방향으로 도시화 이동이었 

다((표6-4.1)). 1970년대에는 농혼→도시 이동방향이 도시간 이동에 비하여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총 인구이동율이 1960년대 5%에서 80년대 20%로 

급격히 증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이 여전히 큰 규 

모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내 인구이동이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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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총이동율의 급격한 상승은 도시→도시 이 

동， 곧 도시내 · 도시간 이동의 증가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연명균 20% 이상의 높은 인구이동율은 주택문제 동 도시내부 거주 

의 불안정과 관련된다는 것이다161 

1988년 이후 군부에서 시부로 이동하는 인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군 지역(농촌)의 절대인구가 크게 감소되었고 이동성이 상대척으로 

낮은 노령인구가 농촌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까닭으로 해석된다. 

〈표 6-4.1) 인구이통 밖함 추이 (단위%) 

기 간 62-66 65-70 70-75 75-80 80-85 90 

농촌→도시 40. 7 41. 6 34.1 33.1 28.4 12.2 

농촌→농촌 13.9 14.8 10.9 7.3 5.6 4.8 

도시→도시 34. 7 34.9 44.2 50.6 55.1 74.8 

도시→농촌 10.7 8.8 10.8 8.9 10. 7 8. 7 

총인구이동 1.442 4.394 5.151 7.618 8.311 9.459 

이동율(%) 4.9 14 14.8 20.4 20.5 22 

자료: 이계식， 1987, “인구집중완화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국가예산과 정책 

목표， 한국개발연구원， p.416. 통계청， 1990 인구이동통계연보. 

나. 수도권에의 인구유입과 수도권내의 인구이동 

1980년대 후반 인구이동의 중요한 특성은 서울 · 부산둥 대도시의 인구증 

가율이 둔화되고 인천과 경기지역에의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수도권 인구이동 

의 특성이다. 1986-90기간동안 경 · 인지역에는 총 1 ， 234천 명의 인구가 전입 

16) 한국의 인구이동율(주민등록 이동자)은 1987년 22.6% , 88년 23.9%, 89년 

22%로서 일본(5.3% ), 대만(4.1%) ， 노르웨이 (4.1%) 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 

이다. 이동사유는 1989년의 경우 주택 (48. 5% ), 직업 (19%) 의 순이다(경제기획 

원(통계청 ), 인구이동집계결과， 1988 , 1989 ，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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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는 전국 순천입인구의 83.9%를 수도권이 특히 경 · 인지역이 

68.2%를 차지한 것이다((표 6-4.2> ). 

〈표 6-4.2> 1986-90지역별 순이통 추이 (단위 : 명) 

1986 1987 1988 1989 1990 86 ’ -90’추이 

서울 -5.823 84.399 188 , 556 109.644 -90.992 285 , 784 
부산 31 , 965 31 , 129 23.225 -6 , 658 -35.860 43 , 801 
대구 20 , 273 20.683 21 , 072 22 , 640 -1 , 477 83.191 
인천 30 , 979 45 , 184 46 , 964 66 , 414 116.685 306.226 
광주 15.848 7, 381 22.890 29.175 28 , 477 103 , 771 
대전 - 26.179 33 , 463 59.642 
경 기 256 , 297 191, 452 78 , 842 151 , 184 250 , 511 928.286 
강원 -33.499 -45.132 -52 , 482 -57 , 933 -47 , 637 -236.683 
충북 -28 , 581 -34 , 712 -33.900 -29.026 -17 , 579 -143.798 
충남 -33 , 187 -42.602 -41 , 199 -60 , 627 -53 , 746 -231 , 361 
전북 -59 , 315 -65 , 908 -59 , 637 -63 , 258 -53 , 340 -301 , 458 
전남 -76 , 907 -103 , 978 -108 , 839 -104 , 178 -100 , 070 -493.982 
7ð ~ 님"ï -65 , 546 -64.620 -72 , 206 -72 , 807 -49 , 953 -325 , 132 
경 남 -40.145 -20 , 418 -11 , 556 -10.518 18.390 -64 , 247 
제주 -3 , 565 -2.858 -1 , 730 -231 3.128 -5.256 

자료 ; 통계청， 1991 , 인구이동통계연보， p.17.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이러한 현상을 수도권역과 그외의 지역 

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0년 전체 이동자(9 ， 459천 명 )의 34%가 시도간 이 

동을 하였는데 이중 31.5%가 수도권내에서， 23.2%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 

로 전입 30.6%가 비수도권 시 도간 이동 그리고 14.5%가 수도권에서 비수 

도권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관련 이동이 전체 시도권 이동의 

69.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이동율이 높은 순위는 서울(28.9%) , 인천 

(28. 7% ), 광주(28.4%) , 경기 (26.5%) ， 대전 (22.6%)으로 수도권 지역이 높은 

이동성향을 보였다. 특히 가장 높은 인구이동율을 나타낸 서울이 0.8%의 인 

구감소를 나타낸 반면， 역시 인구이동율이 높은 인천， 경기지역은 각각 

6.5% , 4.3%의 순 증가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1990년의 인구이동을 기준으로 

최근 인구이동의 성격을 볼 때， 수도권과 관련된 언구이동， 수도권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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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 경기로 이동인 ‘수도핀 인구이동’ 내지 

‘대도시광역권 인구이동’을 최근 인구이동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한면 대표적 인구 유입지인 수도권 현 거주자의 출생지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장과정에서 각 지역이 수도권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역할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수도권 현 거주자가운데 수도핀 외부 출생자는 서남권이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충청권， 동남권이다. 따라서 서남핀과 충청권이 인구를 권 

역외로 유출한 대표척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표 6-4.3)) . 

〈표 6-4.3) 수도핀 (서울. 겪기. 인천)거주자의 춤생지 분포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서남 동남 기타 

1990년 43.3 0.8 8.9 12.0 17.2 11.7 6.2 

자료: 통계청， 1990년 센서스표본(2%)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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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인구이동의 성격 요약 

1960년대 이후 도시화에 의한 인구이동의 성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급속한 도시화 즉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한국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의 저수지로 기여한 것이다. 초기적 자본축척의 조건을 

제공하는 1차척 노동의 공간분화로서 노동력의 도시 대량유입은 농촌의 비임 

금노동을 도시의 임금노동 부문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도시 임금노동의 총량적 

공급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공간척 집적이점을 누릴 뿐 

아니라， 인구이동의 연령척 · 교육적 선택성， 상대적 과잉 노동력 공급으로 

도시에 입지한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였다. 또한 비용가격 수준인 소농 생산 

불과 이윤이 포함된 생산가격 내지 독점가격 간의 부동가교환이 농촌과 도시 

간에 일어남으로써 도시의 자본축척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 노동의 공간분 

화 륙성은 자본주의척 이윤추구 산업이 입지한 도시와 비이윤척 생존 부문 

이 입지한 촌락간의 분화이다. 이는 Lipietz (1 980) 의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외향적 접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1960년 

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즉 농촌의 전자본주의적 부 

문과 도시의 자본주의척 부문간의 접합관계(혹은 2중구조)로 표현되는 I차적 

노동의 공간분화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공엽화중심의 고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둘째， 도시화과정을 통한 무한탄력적인 노동력 공급이 1960년대와 70년대 

천반의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 

경부터 노동력구조와 관련된 경제적 구조전환이 나타났다. 구조전환 지표는 

농업인구의 50% 이하 진입，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율 저하， 이촌향도에서 도시 

간 내지 도시내 이동으로 인구이동 방향의 전환 둥이다. 이는 지표에 따라 

조금씩 시기가 다르지만 대체로 1970년대에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전환은 

천자본주의적 생존부문 인구의 도시유입에 의하여 노동력을 공급받는 도시와 

농촌의 1차적 공간분화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부의 분업관계가 공간 

적으로 전개되는 2차적 공간분화로 이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도시화 특성으로서 인구의 지역적 재배치 성격과 1980년대 

인구집중 패턴의 이해이다.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된 1960-90년 기간동안 도 

시화에 의한 인구의 재배치 결과는 인구를 상실한 지역과 인구를 얻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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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났다. 축 서울에 인접한 인천 · 경기 동 수도핀이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적 인구유입지역으로서 인구증가 지역이 군지역까지 확 

대되고 있는 반면， 충청권과 서남핀은 인구의 대표적 유출지역이다. 동남권 

은 전체적으로 전국 명균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인구증가지역은 부산， 대구 및 그에 인접한 수 개 시， 군 및 공업도시 

에 한정되어 있다((표 6-4.4>). 1960-90년 기간동안 전국의 인구증가 지역 

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동남부 공업지역으로 양극화되고， 특히 1980년대에는 

각종 수도핀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제조업의 수도핀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구재배치정책의 성꽤와 관련하여 분석할 성질 

이 아니 라고 볼 것이다. 새로이 고려해야 할 것은 80년대 인구의 수도권집 

중이 수도권의 노동력에 양적 규모 뿐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부여하였다는 점 

이다. 수도권은 노동시장의 경제적 규모와 범위를 겸비함으로써 새로운 산 

업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1910년대 후반부터 형 

성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의 공간구조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6-4.4> 시기볍 인구 증가 시·문 분포 추이 

지 역 1966-10 1911-15 1916-80 1981-85 1986-90 

전 국 29시 18군 29시 45군 31시 16군 44시 13군 51시 14군 

경기도 2시 7군 6시 14군 6시 7군 8시 9군 11시 8군 

충청남도 2시 1군 2시 9군 2시 1군 2시 1군 1시 

충청북도 2시 2군 2시 3군 3시 3시 6시 

전라남도 4시 2군 3시 1군 4시 6시 5시 

전라북도 3시 3시 1군 3시 5시 6시 
켜。사 。나 c 6시 1군 5시 6군 7시 2군 6시 3군 7시 4군 

경상북도 5시 2군 5시 7군 7시 4군 7시 8시 2군 

강원도 4시 2군 3시 4군 4시 5시 5시 

제주도 1시 1군 1시 2군 2시 2시 

주 : 특별시， 직할시는 제외.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주택 센서스，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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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절 경제력의 집중과 중추관리기능의 지역척 집중 

가. 성장산업 진출을 통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의 집중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투자가 대기업의 급성장을 촉진하고 경 

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특정척인 공간분화 현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초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을 중심 

으로 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독점의 강화는 국가의 지 

원이 집중되는 고성장 산업부문(조립금속)에서 독점대기업의 시장점유비중 

강화， 대기업 내부의 기업조직 변화(본사와 공장의 공간적 분리} , 그리고 대 

기업의 중소기업 지배(하청계열화)로 전개되었다. 

‘재벌’이라 불리우는 대기업 집단들은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부문인 조립금속산업에 대거 진출하였다. 즉 1972년까지는 상위 12개 

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와 기아의 2개 집단만이 조립금속 주종 4개 기업을 보 

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에 상위 4대집단(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 

우)는 모두 조립금속을 주종으로 하여， 조립금속 부문에 72개 기업을 거느리 

게 되었다. 이 결과 4대 재벌집단의 조립금속부문 기업비중은 전체 계열기 

업 수의 63. 7%에 달하고， 상위 12대 대기업 집단 기준으로는 1157U 기업으로 

그 비중은 12대 계열기업 집단의 57.2%에 달하였다1) 198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한 대기업 집단의 시장독점 강화 추세를 보면， 첫째 고용점유율이 출하 

액 점유율보다 현저히 낮다. 즉 이들 대기업 집단은 자본집약적 ·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가격조작면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둘째， 대기업 

집단 가운데 특히 5대집단(럭키금성， 현대， 삼성， 선경， 대우) 비중이 급격 

히 증대하였다는 점이다(<표 7-1. 1)}. 

1 } 이재희， 1990 , 한국의 독점자본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학위 논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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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1> 경제렴 집중 현확 (단위 % ) 

고용점유율 출하액 점유율 

연 도 1977 1982 1987 I 1977 1982 1987 

5대집단 9.1 8.4 9.9 15.7 22.6 22.0 
10대집단 12.5 12.2 11. 9 21. 2 30.2 28.2 
20대집단 17.4 16.0 15.1 29.3 36.6 33.9 
30대집단 20.5 18.6 17.6 34.1 40.7 37.3 

이규억， 1990, 기업집단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p.28. 에서 인용. 

이들 대기업의 산업부문별 점유비중을 출하액 기준으로 보면， 중화학 부 

문인 석유화학(SIC 35)과 조립금속(SIC 38)으로 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조립금속 부문에서 5대 집단은 전체 출하액의 40.9%를 점하고， 이 

부문은 30대 기업집단 전체출하액의 49.2%를 점유하고 있다((표 7-1. 2>). 

이들 5대 집단은 고성장 산업인 조립금속 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의 비 

중 증대를 주도하여 지배적 위치를 강화하였다. 제6위 -30위 집단의 비중은 

1977년 18.4%에서 1987년 15.3%로 저하되어， 30대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상 

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이다. 30대 대기업 집단은 우 

리나라 제조업 중 가장 비중이 크며 고성장 산업인 화학물 · 석유 · 석탄 · 고 

무 맞 프라스틱제품제조(SIC 35)과 조립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제조업 (SIC 

38)에서 각각 49% 및 49.2%라는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중 

상위 5대집단은 가장 고성장 산업인 조립금속제품 및 장비제조업에서 40.9% 

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SIC 32)에는 30대 대집단 출하액의 불과 8.9%를 차지한다. 그 

러나 급속히 성장하는 중화학산업인 화학물(SIC 35)과 조립금속제품(SIC 38) 

산업 부문에서 30대 집단 가운데 각각 207fl 및 23개의 기업집단이 참여하여 

두 가지 제조업 부문이 30대 기업 전체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와 

43.7%에 달한다. 즉 조립금속과 화학물 제조업 부문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이 

들 독점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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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2> 산업 충분류별 기엽칩단의 비중 (1987년 출하액 기준， %) 

\ SIC 31 32 33 34 35 36 37 38 39 

5대집단 4.9 6.3 2.8 5.6 27.4 6.3 9.9 40.9 1. 4 
30대집단 26.3 20.4 6.2 17.2 49.0 28.9 39.2 49.2 1. 5 
참여집단수* 11 12 4 8 20 10 9 23 2 
비 중** 17.3 8.9 0.2 1. 2 26.5 2.9 9.1 43.7 0.0 

주 5대기업 명단은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 선경을 말함. * 표는 30 
대 기업집단 가운데 그 부문 생산에 참여하는 집단의 수)~* 표는 30대 집단 

의 전체 출하액에서 그 부문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임. 

주: 산업분류번호(SIC) 별 산업은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2 : 섬유 
· 의복 및 가죽산업，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34: 종이 및 종이제품 · 
인쇄 및 출판산업. 35 화학품·석유·석탄·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 제조 

업， 38: 조립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제조업. 39: 기타 제조엽 
인용처: 이규억， 1990, 기업집단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p.29. 

나. 기업 종추관리기능의 서울 집충 

서울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치 · 경제 · 교육의 중심지였다 1990년 현 

재， 서울은 경제기능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100.0%) . 정보기능(93.6%) . 

국제기능(92.7%) 둥 한국의 중추관리 기능을 집중시키고 있다2) 1960년대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수출과 수입업무 

및 대정부 업계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 조합 동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전국적 규모를 가진 산업엽종별 협회 · 조합 · 연합회 1987ß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967ß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3)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대기업이 본사로부터 다수의 분공장을 지리적으로 

분리시켜 전국적으로 입지시기는 기엽조직 변화가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전 

개되었다. 1970년대 국가가 주도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대규모 집척의 이 

점을 추구한 것으로서 대기엽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즉 이들 대기업들 

2) 국토개발연구원， 1991 ,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 

료: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 p.8. 
3) 지방에 있는 전국적 규모의 협회는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부산)과 한 

국양산공업협동조합(대구) 2개조합 뿐이다(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1991 , 

천국기업체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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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에 본사를 그대로 둔 채， 70년대 국가가 집중투자한 사회간접자본과 

국가의 각종지원을 노려 지방의 공업단지에 대규모 중화학공장을 분리 입지 

시켰다. 이들 대기업의 분공장은 주로 동남권에 조성된 중화학공업단지와 

경기와 인천지역에 집중되었다4’ 1980년대에는 본사와 공장의 공간적 분리 

가 중화학공업을 넘어서 제조업 전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1986년 종업원 10 

명이상의 기업중 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비중은 전체 기업의 10.1%를 차지하 

지만， 대기업일수록 본사와 분공장 비율이 높아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은 약 88.6%가 본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업종별로는 중화학 업종이 높게 나타나 정책척 지원을 많이 받는 성장 

산업 부문 분공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분리시기는 1970년대 이후 특히 

80년대에 증가하고(1970-79년 38.1% ， 1980-86년 48.1%)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5) 

본사와 공장의 분리는 본사의 서울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다. 일반적으로 

분리된 공장을 가지는 기업체의 본사는 주로 서울에 입지하기 때문이다. 

1982년 기업체 총람의 자료에는 분공장을 가진 기업체의 84%가 서울에 입지 

하고， 1986년의 조사에는 약 80.1%가 서울에 입지하논 것으로 나타났다6) 

한국의 3000대 대기업에 속하는 2 ， 0357fl의 제조업 중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 

업은 7907fl에 달하고 특히 1위에서 500위까지의 대기업은 81.1%가 본사를 서 

울시내에 두고 있다7) 또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중핀거 

래소 상장 기업의 본사 분포를 보면， 1989년 현재 상장된 5027fl 기업의 

67. 7%가 서울에， 그리고 79.8%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표 7-1. 3)). 

4) 30대 대기업 집단의 지역별 공장배치는 전체 4127fl 공장 가운데， 경기와 
인천지역이 28.2%, 서울이 13.3%로 수도권 전체는 41.5%이다. 동남권은 

39.1%를 차지하는데， 경남이 22.1%로 가장 비중이 높다(자료 :김석준， 

1989 , 부산지역경제구조와 노동운동， 지역사회연구회 제l회 심포지엄 발표 

문. ). 또 2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지역별 분포추이는 1966년에서 1989년 

사이에 전국이 5. 7배 증가한데 비하여， 경기도 14. 7배， 경남 19배， 경북 
9.8배로 증가하였다(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5) 김진석， 1989 , “공업의 공간연계와 의사결정권에 관한 연구 지리학 

Vol. 39. pp.59-78. 
6) 1982년은 박삼속( 1985, 앞의 논문)， 1986년은 김진석(1989 ， 앞의 논문)의 

한국기업체총람 수록자료 분석 결과이다. 

7) 한국능률협회， 1990, 한국의 3 ， 000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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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3) 삭갓기협 본사 분포 

수도권 4017H 업체 (79.8%) : 서움 340(67.7L 인천 23개， 경기 48개， 

충청핀 17개 업체( 3.3%) 대전 7개， 충남4개， 충북 6개 

서남핀 11개 업체( 2.2%) 광주 4개， 전남 2개， 전북 5개 

동남핀 61개 업체(12.1%) 부산 25개， 대구 9개， 경북 8개， 경남 197H 
기타 2개 업체( 0.4%) 강원 1 개， 제주 1개 

합 계 5027H 업체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1990 전국기업체 총람. 

범위를 좁혀 보면， 한국의 97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91개 기업집단이 서 

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그외 5개 기업이 부산에， 1개 기업이 경기에 본사 

를 두고 있다8) 이른바 30대 재벌급 대기업 집단은 전부가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사의 서울집중은 대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경제 

력의 집중현상은 분공장 제도를 통하여 지방에 공장을 분산시키지만， 반대로 

공장과 분리된 본사는 오히려 서울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대기업 본사의 수 

도 집중정도를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수도에 집중하는 정 

도가 가장 높고 프랑스가 다음으로 나타났다(<표 7-1. 4)). 

〈표 7-1. 4) 주요국의 대기엽 본사 입지 비교 (단위% ) 

수도 제2위도시 제3위도시 대상기업 

-------- --------- ------------------- ----------- -----------------
끄라~.A 83.0 2.2 1. 7 주요 2307ß기업 

영 국 53.2 6.6 4.5 매출상위 1 ， 000 기 업 

일 본 48.5 15.0 4.1 주요 1 ， 57671 업 

일 본 69.9 21. 5 8.6( 기타) 6대집단 18671 업 

한 국 81. 4 18.6( 인천· 경기 ) 매출액 500대기업 

한 국 93.8 5.2 1. O( 경기) 977fl 대기업집단 

자료 : 한국은 상공회의소， 1990 전국기업체총람 및 한국능률협회， 1990 , 한 

국의 3000대 기업. 외국은 川島哲郞 면， 廳濟地理學， pp.178-181. 

8) 상공회의소， 1991. 1990 전국기열체총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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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근대적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서울 집중 

가. 서비스업의 성장과 공간적 집중 

1978년에서 1989년 사이에 노동자의 총수는 69%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전체 노동자의 59.6%)을 차지하는 제조업 노동자는 56.1% 증가 

에 그침으로서 제3차산업 노동자들의 증가추세는 보다 높았다. 서울의 근로 

자들이 천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7%에서 30. 7%로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근대적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서비스 부문과 전기개스엽 노동자에 

서 서울의 비중은 각각 48.8%에서 57.4%로， 22.5%에서 27.0%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서비스 부문은 1978년에 비하여 234%가 증가함으로써 산업부문 가 

운데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증가된 노동자의 60%이상이 서울에서 증가 

된 것이다9) 

서울은 1989년 현재 도매업， 서비스업 그리고 일반은행 매(대)출에서 각 

각 43.2%, 44. 1%, 의 64.4%를 비중을 점유한다(<표 7-2.1) ). 이는 곧 1970 

년대 이후 서울은 가치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 단위(공장)를 지방으로 분산시 

키는 한편， 가치를 실현하는 유통기능을 더욱 집중시켜 왔다는 측면에서 이 

해된다. 

〈표 7-2.1) 서움의 유통기농 구성비(1989 ) 

업체수 

매출액 

도매업 | 서비스업 | 일반은행 

51.1%, 

43.2% 
30.0% 
44.1% 

45.5% 
64.4% 

주: 은행 대출(매출)은 1990년을 기준하였음. 

자료: 경제기획원， 1990 , 지역통계연보. 한국은행， 1991. 7, 지역금융통계. 

9)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7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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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능의 지역별 집중정도를 분석해 보면， 우선 도매와 서비스업에서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집중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대출에서는 

서울이 5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 대도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지역 

이 전국 명균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점이 주목된다((표 7-2.2) ). 

〈표 7-2.2) 유통기농의 지역볍 침중도 (1989년. 엽지계수)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충남 강원 제주 

도매매출 1. 74 0.66 0.33 0.50 1. 36 0.33 0.64 0.50 
은행대출 2.26 o. 76 0.50 0.50 0.64 0.37 0.36 0.58 
서비스업매출 1. 78 0.87 o. 73 0.66 1. 40 0.54 o. 77 o. 75 

I 전북 l 광주 l 전남 | 부산 | 대구 | 경북 | 경남 

도매매출 0.60 1. 33 0.22 1. 82 1. 69 0.42 0.53 
은행대출 0.50 0.63 0.42 0.91 0.92 0.45 0.57 
서비스업매출 0.64 1. 00 0.53 0.84 0.85 0.67 0.66 

주 : 입지계수는 전국에 대한 각 지역 해당 부문의 비중 / 인구 비중. 

자료: 경제기획원，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1990: 서비스엽통계조사보고서 
1990.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1990. 

나.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장과 공간적 집중 

1980년대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새로운 

동력은 종래부터 있어 온 유통업의 집중보다는 생산자서비스업의 급성장과 

그것의 서울 집중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의 산업별 

취업구조가 제3차 산업화 경향을 나타내는데， 그 주된 원인이 전통척 서비스 

업 흑은 도시 비공식부문의 팽창이 아니 라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에 따라 나 

타나는 근대적 서비스업의 확대에 있다고 주장된다. 이것이 한국의 취업구 

조 변화를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와 구별하게 하는 특징이라고 캉조된다10) 

개발도상국가의 도 ·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농촌에서 도 

시로 이출한 후 기업부문의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되지 못한 상대척 과잉인구 

10) 서관모， 1987 , “산업부문별 취업구조 변화추세의 검토 현단계 제1 집， 

한울， pp.77-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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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 이러한 전통척 서비스업 종사자는 도시지역 

에서 1970년대를 고비로 비중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근대적 서비 

스업 종사자 비율은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III 근대적 서 

비스업 가운데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소비자 서비스가 아닌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서비스나 중간수요를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은 금 

융 ·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업에 각종 전문적 용역율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업은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더불어 사회적 분업이 심화된 

이후에 톡립적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현대 선진국 경제에서 지역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사업서비스의 급 

성장은 기업경영지표를 통해서 확인된다. 사업서비스업은 매출액 증가율과 

부가가치율에서 제조업 명균과 조립금속산업을 단연 앞서고 있는 성장산업이 

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부가가치 구성에서 인건비 비중이 전산업을 통털 

어 가장 높은 산업의 하나이다(<표 7-2.3)). 

〈표 7-2.3) 주요 석잣산엽의 최큰3년간(1988-90) 겪영구조 비교 (만위 %) 

제조업 천체 (SIC 3) 
조립 금속(SIC 38) 
사업서비스업 (SIC 82) 

매출액증가율! 부가가치율 

13.8 
17.5 
33.9 

25.9 
26.5 
39.2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1. 

인건비 비충 

50.8 
55. 7 
67.6 

한국에서 전통적 서비스업에 속하는 도 ·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981-90년 동안 62% 증가한데 비하여， 근대적 서비스엽인 사업서비스 종사자 

는 같은 기간 동안 109% 증가하였다(<표 7-2.4)). 1981-90년 동안 서울의 

서비스업 점유비중은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이 약간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근대적 전문 서비스업인 사업서비스에서 48.2%로부터 56.7%로 대폭 증가되 

었다. 이러한 사업서비스업의 서울 집중정도는 다른 지역 중심 대도시와 비 

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부산 · 대구 · 인천 둥 대도시의 전국에 대한 사업서 

비스 점유비중이 1981 년에 비하여 정체 혹은 약간의 감소를 나타내는데 비하 

여， 서울은 무려 8.5%의 비중증가를 나타내였다. 수도핀 내에서도 전통척 

11) 서관모， 1987 ,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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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은 경기와 인천지역의 비중이 증대하는데 비하여， 사업서비스만 

경기 인천지역이 상대척 감소를 보였다는 점이 주북된다. 륙히 1981-86년 

동안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서울로부터 경기 인천지역으로 분산되었는데， 

유일하게 사업서비스에서만 경기 인천지역이 상대척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l2l 

〈표7-2.4) 1981-90년 전통척 .-2-대척 서비스 성장추세 및 지역별 점유비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 

1981 1990 1981 1990 
----------- --‘--------- ------------ ---------- ----------
전국취업자 1.761 2.859 100 211 

(증가율) 000%) 062%) 000%) (209%) 
수도권 45.4 46.9 59.6 65.8 
서 울 34. 1 33.6 48.2 56. 7 
경기인천 11. 2 13.3 11. 3 9.0 
인 천 3.2 3.3 3.1 3.1 
충청권 9.0 8.8 6.6 4.6 
대 전 * 2.6 * 1. 7 
서남권 11. 2 11. 1 8.8 6.0 
광 주 * 2.7 * 2.0 
동남권 29.1 28.1 22.1 21. 6 
부 산 10.2 9. 7 9.6 9.5 
대 구 5.3 5.6 4.2 3.5 

주: 단위는 천 명% 

자료: 경제기획원， 총사업체조사 1981. 통계청，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1990. 

생산자서비스와 기업 본사는 상승적으로 서로의 활동을 집중시키는 영향 

을 미치며 매우 강한 공간적 연계가 존재한다고 분석되었다13) 1970년대 이 

12) 박삼옥， 1990, 수도권개발합리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방향， 대한상공회의 

소， p.33. 
13) 신성일， 1992, “제조기업본사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연계-수도권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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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경제력 집중에 따른 기업조직의 확대와 급격한 기술변화는 전문적인 생산 

자서비스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기엽은 이러한 전문서비스 수요중대에 

대하여， 기업내부에서 기술적 보완성이 약하고 규모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 

는 전문서비스는 외부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이러한 외부화된 생산자서비스 

는 거래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고， 수요자와의 접촉망을 중시하여 수요 기업의 

본사에 인접하여 입지함으로써， 서비스 기능의 분리가 다시 공간척 웅집을 

가져오는 경향이다. 따라서 사업서비스업의 서울집중 심화는 ‘대기업 본사 

의 서울 집중 • 기엽의 사업서비스 수요증대 • 사엽서비스의 확대 • 중소 

기업을 포함한 기업본사의 서울입지 매력 증대’ 동의 누적척 순환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연구활동의 성장과 공간적 집중 

생산자 서비스 가운데 외부화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그것은 연구 · 개 

발과 같이 기업 고유의 know-how와 기술적 보완성이 갚은 부문이다. 이 부 

문은 시장구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업조직의 일부로 내부화된다때. 연구 

• 개발 기능이 내부화되는 대표적 생산자 서비스이다. 한국에도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많은 독립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소가 1980년대에 설립 

되었다. <표 7-2.5)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의 독립된 연구기관의 79.9%가 

서울에， 11. 7%가 인천 · 경기 지역에 입지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서울에 

28.0%, 인천 · 경기에 42.3% 분포하여， 상대척으로 지역적 분산을 보인다. 

14) Scott , A. , 1988, Metropolis , Univ. of California Press ,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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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5) 지역별 연구기관 분포 (단위 : 심수) 

1970년 1971 1976 1981 
이전 -1975 -1980 -1985 

수도권 31 (13) 17(12) 17(8) 19(11) 
서 울 23 (1 3) 15(12) 13(8) 17(10 ) 

인천·경기 8 2 4 2 (1) 

충청 2 3 

경남 3 
대구·경북 

계 34 (1 3) 18(12) 18(8) 25 (1 2) 

주: 전체(민간) : 미분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임. 

자료: 상공회의소， 1991, 전국기업총람. 

1986 미분류 구성비 

-1990 

5(1) 52 91. 6% 
5(1) 50 (79.9) 

2 (11. 7) 
( 4.5) 

1 ( 3.2) 
1 (1 ) ( 0.6) 

6(1) 53 154(46) 

기업부설 연구소가 상대적으로 지방분산 정도가 높은 것은 현재 생산상품 

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생산 기술연구소가 생산단위인 분공장에 입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연구 · 개발 관련 연구소는 여전히 서울에 

인첩하는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다(<표 7-2.6) )15'. 기엽부설 연구소가 1980년 

대 후반에 인천 · 경기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까닭은 서울에의 인접성외에도 

제5장에서 분석한 1980년대 후반 고성장 제조업인 조립금속 부문의 수도권 

집중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다. 즉 조립금속 부문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설립이 급증하면서 서울보다 인천 · 경기지역의 설립 비중이 높 

게 나타난다(<표 7-2.7) ). 수도권과 함께 조립금속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남 

의 연구소 비중이 수도권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경기 인천지역이 서울과 인 

첩하여 전문인력의 확보에 매우 유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15) 한국 최대 전자공업회사의 하나인 G사의 연구소 분포를 살펴보면， 그룹차 
원의 연구소를 포함하여 2개 공동연구소는 서울과 수도권인 명택에 각각 
입지한다. G사 자체의 가전제품 연구소 가운데 서울 구로구， 창원， 구미 

2개소， 명택， 청주의 연구소는 각각 그곳에 입지한 전자제품 분공장의 생 

산기술 연구소이다. 그러나 서울 구로구， 영동포구， 안양에 위치한 4개 

연구소는 차세대 신제품 개발 및 정보분석 그리고 디자인 연구소이다. 즉 
직접적 생산기술연구소는 분공장에 입지함으로써 지방에 분산되지만， 신제 

품 개발연구소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입지하는 경향이다 G사는 또한 

해외에도 4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자료원 G사 사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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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지역척 분포는 연구개발기능 입지에 능동적 

입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16) 경기 인천지역은 서울의 통근핀인 까닭 

에 독립척 입지요인으로 작용하는 서울거주 고급 과학기술인력 고용에 유리 

하다마l7l 

제7장 1 ,’ 2절의 1980년대 중추관리기능과 생산자서비스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을 요약하면， 조립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 기술집약적 체조업， 

대기업 본사 동 중추관리기능， 사업서비스 및 연구개발기능 동 생산자서비스 

의 수도권 집중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들 기능들은 기왕에 서 

울에 집중된 고급노동력을 중심으로 서로간에 집척 및 성장을 재강화 

(reinforcing agglomeration and growth) 함으로써， 수도권에 이른바 체제척 

지 역 (system area) 내지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1980년대의 한국 공간구조 변화의 특성은 노동의 공 

간분화 분석을 통하여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6) Massey, D. , 1984 , 앞의 책， pp.139-143. 

17) 설문조사 분석에 의하면， 한국 첨단 산업과학기술인력과 과장급이상의 고 
급인력은 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응답 
자의 88% 이상이 수도권에， 동남권은 8.8%만을 차지한다(박삼욱， 1989 ,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연구， Vol. 5-2 ,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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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6) 지역별 기엽부섬연구소 분포 (단위 : 심수) 

1970년 이전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구성비 

서 울 4 6 36 122 28.0 
인천·경기 3 19 51 182 42.3 
대전·충남 3 5 15 4.1 
충 1 님'ï 3 10 2.1 
광주·전남 2 8 1. 8 
전 1 닙'ï 3 6 1. 4 
-님「 산 4 16 3.3 
켜Q LI1L 5 15 34 8.9 
대구·경북 4 8 33 7.4 
강 원 2 0.3 

계 2 8 41 124 428 603 

자료: 상공회의소， 1991 , 전국기업총람. 

〈표 7-2. 7) 지역별 기엽부셜연구소(조립금속부문) 분포 (단위 ; 심수) 

1971-75 1976-80 1981-85 1986-90 구성비 

서 뜯 。틀 2 2 15 82 34.5 % 

인펀·경기 9 21 95 42.8 
대전 충남 2 1. 0 
충 1 tjT 2 1. 0 
광주·전남 0.6 
전 i tif 3 1. 0 
-닙「 산 3 1. 3 
켜。 LI1L 3 8 17 9.5 
대구·경북 4 17 7.5 
강 원 0.3 

계 2 16 51 223 292 

자료 : 상공회의소， 1991 , 전국기업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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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사무직 노동의 증가와 노동의 공간분화 

가. 사무관련직 노동자의 증가추세 

초기 단계 한국공업화에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노동력의 양적 공급확대가 

1970년대 이 래 고개를 숙이고 있다. 1980년대부터 급속한 제조업 노동자 수 

요증가가 둔화되고， 사무관련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취업구조의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그림 6-3.1) , <표 7-3.1) ). 발전된 자본주의 단계 

의 륙징은 자본의 집척과 집중에 의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과학척 

관리와 포드주의 도입에 의한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의 분리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 다음 세가지 구조척 특정을 부여한다. 첫째 관 

리의 중요성이 중대함에 따라 관리감독 노동자(정신노동)와 생산직 노동자 

(육체노동)를 분리시키고， 둘째 노동과정 내부에서 업무를 할당하는 위계적 

통제를 강화하며， 셋째 이에 따라 노동은 더욱더 분절화 · 탈숙련화 된다. 

이러한 노동과정의 발전은 반숙련 사무직 노동과 여타의 서비스 노동을 광범 

하게 성장시킨다181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틀어가 

면서，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며 ‘과학기술 혁명’ 혹은 ‘탈산업화’로 

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19’- 이 단계에서 노동의 공간분화는 농업과 공엽과 

같은 산업간 분화 뿐아니라，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조직 내에서 수행 

하는 기능 즉 직업 (Occupation) 에 의한 노동분화가 중시되기 시작한다. 

한국 센서스에 있는 직업 ‘대분류’의 9개의 직종을 Clark의 3가지 직업분 

류로 나누면， 1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그러고 4( 판매종사자)， 5(서비스 종사자)가 3차 

부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생산적 부문을 총칭하는 3차산업 개념은 후기 

18) Brighton Labor Process , 1977 , “ The capitalist labor process , 

Capital and Class , Vol. 1, PP.2-26; 허석 렬 편， 1986, 노동과정， 이성 

과 현실사， pp. 75-108. 

19) 미국의 노동자 구성 변화 추이를 보면， 190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노동자 

총수는 총 ‘노동력’의 14.7%에서 55.3%로 증가한 반면， 사무노동자는 3.6% 

에서 14.3%, 서비스 · 판매 노동자는 각각 3.6%에서 13.4%로 급속히 증가 

하였다(해리 브레어맨， 이한주 · 강남훈 옮김， 1987 , 노동과 독점자본， 까 
치， p.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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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기술척 · 조직적 변화에 따라 내부의 차별성이 확대되어 점차 의 

미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위의 1, 2, 3류에 속하는 사무관련직 부문의 증 

가가 후기산업사회 취업구조의 부문척 전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Gottmann은 이를 제4차 부문(qua야ernary sector)으로 구분하였다때. 한국의 

경우 1960년대초 이래 공업화과정에서 공업노동의 증가가 대단히 급속하여 

전체 임금노동자내에서 화이트칼라의 비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는 1970년대 중엽부터 이루어진다. 1966년 

한국의 화이트칼라 계충은 취업자의 7.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5년은 

10.4%, 1988년은 20.9%로 중가하였다2U 사무관련직 노동자의 증가는 1970년 

대 초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웅으로 중화학공업화 강행， 그리고 이 시기 대기 

업에서의 라인 · 스랩조직이라는 근대적 관리조직체계의 확립과 관련된다221 

신충간제계층으로 정의되고 비육체노동자의 직업범주로 구분되는 직업대분류 

1, 2, 3류와 4( 판매직)류 화이트칼러는 1960년에는 전 계급구성의 4.3%에 불 

과하였으나 1985년은 8.1%로 증가하였다때. 따라서 사무관련직의 성장과 그 

공간분포 변화 추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노동인구 구조변화와 그 공 

간분화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지표로 분석될 수 있다. <표 7-3.1)의 취업인 

구 구조추이처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제조업 노동자의 성장이 1980 

년대 틀어와서 사무직 노동자에 비하여 낮은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 

된다. 

20) 제4차 부문의 특성은， 제1. 2, 3차 부문이 물질적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 

련되는데 비하여， 직 · 간접적인 대인 접촉과 물질보다는 정보흐름을 통하 

여 다른 부문과 연관되는 것이다(Dicken ， P. and Lloyd , P. , 1981 , Modern 

western sociaty: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work , home and 

wel'-being , pp.139-141. 147.). 
21) 서관모， 1990,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한국사회론， 한울， p.136. 
22) 이 연구에서는 위 1. 2, 3류에 속하는 직업을 사무관련직 (office-type 

job)으로 부르기로 한다(김형국， 1983,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박영사， 

p.149. ). 
23) 서관모， 1990, 앞의 논문，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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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1> 취업인구 구조 추어 (단위: 천 명)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전체인구 24.989 27 , 984 32.883 34. 706 37, 415 40.459 42 , 380 
취업자 7, 196 8, 112 9.617 11, 692 13, 683 14 , 970 17, 101 
비농업 2.279 3, 589 4.930 6, 584 9, 524 11, 165 13, 886 
피고용자 1.597 2, 609 3.746 4. 750 6.464 8, 104 10.354 
제조업 620 788 1.308 2.195 3.175 3.504 4.841 
사무관련직 439 568 962 1.263 2.066 2, 814 3, 625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인구통계연보 각 연도. 

직업과 임금수준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종별 노동자 

의 분화는 노동력의 차별화에서 단순한 수행 직능구분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 

위를 대표하게 된다241 1980년대 한국의 임금격차는 산업별격차에서 산업내 

직업간 불명둥으로 즉 관리직과 생산직 간의 현격한 격차 존재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분화가 나타났다. 노동력의 임금노동자화가 보변화 된 80년 

대 사회척 불명동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임금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관 

리직과 생산직 간의 임금격차는 확대 내지 온존되고 있으며， 관리직 직무기 

회는 학력과 밀접하다고 주장된다251 1975년 이래 직종간 임금의 상대척 격 

차는 완화되고 있으나 직종별 임금위계에서 행정관리직， 사무직， 전문기술 

직， 판매직， 그리고 생산 및 운수관련직이라는 서열은 변동되지 않고 있다 

(<표 7-3.2> ). 

24) 1984년 경총이 실시한 조사(송호근， 1991,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 

남， p. 125. )에 의하면， 사무관리직사원 월급을 100으로 불때 기술직 98.2 , 

생산기능직 28.6 , 단순노무직 25.3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인수(1991 ， 한 

국의 임금구조， 한국노동연구원， pp. 17 -18. )에 의하면， 1988-89년간 다른 

부문에서는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및 재벌그룹 기엽과 여타 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25) 송호근， 1991 , 앞의 책， PP.1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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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2) 직종대분류별 임금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천원 / 월) 

전직종 전문 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및 운수 

기술직 관리직 장비관련직 

1975 43 83 147 65 39 33 33 
1980 151 266 438 177 109 115 118 
1985 269 448 680 297 269 202 211 
1990 502 695 1.035 519 413 370 430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해당 연도. 

1975년에서 89년간의 임금추이를 볼 때， 학력과 성별 격차에 비하여 직종 

별 임금격차는 완화추세가 약하다. 특히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 

직이 펑균 임금 이상이라면， 판매， 서비스， 생산관련직은 명균 임금을 하회 

하는 임금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동자의 경제적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직종에 의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표 7-3.3) , <표 7-3.4) ). 

〈표 7-3.3) 직종별 임픔구조 

년도 명균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직 

1975 100 196 344 
1989 100 145 212 

주: 단위는 전 직종 펑균을 100으로 한 지수. 

자료: 경제기획원， 1990 , 한국통계연감. 

〈표 7-3.4) 학력 맞 섣 별 임큼구조 

153 
104 

판매 서비스 생산 

90 77 76 
84 73 85 

전학력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년도 

LI1L 여 LI1L 여 LI1L 여 Lr-1L 여 LI-1L 여 

1975 100 42 69 36 86 63 133 92 205 128 
1989 100 54 84 48 91 54 99 72 148 101 

주: 단위는 전 직종 명균을 100으로 한 지수. 자료: 경제기획원， 1990 한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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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80년대 지역별 고용구조 번화 추이 

1) 수도권에서 사무직의 확산 

경제성장이 본 퀘도에 오른 1970년과 1985년 사이에 직종별 취업구조가 

지역척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는 노동의 공간분화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지 

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양대 공업 지역을 형 

성해 온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루어진 수도핀과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이 기간중 인구 및 고용증가를 주도해 왔다. 따라서 이들 양 

권역을 중심으로 사무관련직의 지역적 분포 추이를 입지계수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기로 한다(<표7-3.5) ). 먼저 1970년에 비하여 1985년에 사무관련직 

전체의 분포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사무관련직 가 

운데 저위직에 속하는 사무직이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남권에서는 부산의 사무직 집중도가 크게 낮아진 반면， 경남의 증 

가는 미미하다. 대표적 공업화 지역의 하나인 경남의 사무직은 경기 인천지 

역보다 현격히 낮을 뿐아니라， 충청권이나 서남권에 비하여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2$) 즉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동안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지역으로 

서울의 하위 사무직의 확산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반하여， 동남권은 사무직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인천지역이 하위 사무관련직인 

사무직은 확산되었으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은 오히려 집중도가 낮 

아지거나 정체상태를 나타내어， 수도권 내 사무관련직 확산은 하위 사무관련 

직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6) 1985년 센서스에 의하면， 경남의 생산직 입지계수는 0.96 , 제조엽 종사자 

입지계수는 1. 11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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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5) 사무관련직의 집중도 변화 추이(단위 : 입지계수) 

1970 년 1985 년 

천문기술 행정관리 사무직 사무직천체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직 사무직전체 

천 국 322 ,772 95 ,799 593 , 475 1,012 ,046 787 ,597 161 , 158 1,544,096 2, 492 ,851 
수도권 1. 48 2.11 1.86 1. 76 1. 19 1.64 1. 51 1. 42 
서 울 1.90 3.04 2.50 2.36 1. 44 2.35 1. 77 1. 71 
경 인 0.84 0.68 0.87 0.84 0.84 0.62 1. 12 1. 00 
충청권 0.78 0.46 0.65 0.67 0.89 0.50 0.65 0.72 
서남권 0.76 0.49 0.52 0.60 0.90 0.35 0.60 0.68 
동남권 0.90 0.77 0.83 0.84 0.89 0.87 0.81 0.84 
부 산 1.32 1.63 1.88 1.63 1. 15 1.30 1. 18 1. 18 
경 남 0.75 0.35 0.53 0.58 0.80 0.54 0.69 0.71 

주: 입지계수는 지역의 전국에 대한 해당직종의 비중 / 전체취업자 비중， 경 인은 경기도와 

인천.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70, 1985. 

1970년과 1985년의 사무관련직 지 역분포 변화를 수도권과 동남권에 초점 

을 두고 검토한 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경기 인천지역이 경남지역에 

비하여 사무직 분포비중에서 뚜렷한 급성장추세를 보여 두 공업지역 취엽구 

조의 차별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째， 경기 인천지역은 하위직인 사무직 

이 확산되는데 반하여 상위 사무직은 정체내지 감소를 보여줌으로써， 수도권 

내부에서 서울은 행정(관리)직 내지 전문(기술)직， 그러고 경기 인펀지역은 

하위 사무직으로 위계적 공간분화 추세를 나타내었다는 것이다(<표 7-3.5) ). 

즉 이 기간동안 공업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 지역에서 노동분엽 위 

계의 계충화 현상이 지역적으로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1980년대 전 

후반의 경기 인천지역과 동남지역의 지역적 노동분화의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무관련직과 생산직의 지역척 집중도 추이를 취업자 전체와 제조업 

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2) 경기 인천지역의 사무 • 기술직의 증가 

1980년대 후반의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별 

고용변화를 살펴보자. 이 기간동안 총고용은 24.5% 증가하였는데， 전국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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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수도권이 높은 증가를 보였고 지역별로는 수도핀에서 경기와 인천 

이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표 7-3.6) ). 동남핀의 대구와 부산은 천국 

명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남과 경북은 명균이하의 증가세률 나타 

냈다. 이 기 간동안 수도권의 높은 고용증가와 동남핀의 낮은 고용증가가 기 

지는 의미를 1980년대 사무전문직 고용의 성장과의 관련율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1984년에서 89년사이에 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은 35.1%에서 39.6%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경기 인천지역의 취업자증가가 큰 기여를 하였다((표 

7-3.7)) . 특히 비중이 감소한 동남권과 비교해보면， 경기 인천지역은 사무 

• 전문직의 집중도가 높아진 반면 생산직 집중도는 미약하게 감소하였다. 

반대로 동남권은 사무 · 전문직 집중도는 낮아지고， 생산직의 집중도는 오히 

려 높아졌다. 이로 볼 때， 1980년대 후반 경기 인천지역의 고용증가에는 사 

무 · 전문직 노동자 동 상대적으로 고급 노동의 확대가 큰 기여를 하였으며， 

동남지역의 고용 비중감소는 반대로 고급 노동력의 확대가 부진했기 때문이 

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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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6) 1980 1녀대 후반의 취협자 증가추세 (단위 : 천 명 ， (%) ) 

1983 1989 성장율 명균대비 성장수준 

전 국 13, 736 (1 00.0) 17, 101 (1 00. 0 ) 124.5 1. 00 
수도권 4, 824 ( 35. 1) 6, 775 ( 39.6) 140.4 1. 13 
서 울 2, 915 ( 21. 2) 3, 917 ( 22.9) 134.4 1. 08 
경기인천 1, 909 ( 13.9) 2, 858 ( 16.7) 149. 7 1. 20 
인 천 382 ( 2.8) 610 ( 3.6) 159.7 1. 28 
켜。 기 1, 527 ( 11. 1) 2, 248 ( 13. 1) 147.2 1. 18 
충청권 1 , 603 ( 11. 7) 1, 945 ( 11. 4) 121. 3 0.97 
서남권 2, 258 ( 16.4) 2, 440 ( 14.3) 108.1 0.87 
동남핀 4, 222 ( 30.7) 5, 023 ( 29.4) 119.0 0.96 
부 산 1, 088 ( 7.9) 1, 406 ( 8.2) 129.2 1. 04 
대 구 607 ( 4.4) 843 ( 4.9) 138.9 1. 12 
켜。 : tzjr 1, 244 ( 9.1) 1, 283 ( 7.5) 103.1 0.83 
켜Q Ln-L 1, 283 ( 9.3) 1, 491 ( 8.7) 116.2 0.93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3, 1989. 

〈표 7-3. 7) 1980년대 후반 사무기숨 · 생산직 분포추이 (천 산엽. 입지계수) 

1984년 1989년 

전체(구성비) 사무직 λ。씨 λ ~~ 전체(구성비) 사무(증가율) 생산(증가율) 

전 국 13, 736 2, 196 3, 824 17, 101 3, 090 (40.7) 5, 419 (1 4.7) 
수도권 35.1 1. 44 1. 25 39.6 1. 36 1. 14 
서 울 21. 2 1. 80 1. 27 22.9 1. 62 1. 10 
경기인천 13.9 0.90 1. 22 16.7 1. 00 1. 19 

충 청 11. 7 0.63 0.64 11. 4 O. 73 O. 74 
서 ln-L 16.4 0.60 0.61 14.3 0.66 0.64 

동 lI-1l 30.7 0.90 1. 10 29.4 0.83 1. 14 
부 산 7.9 1. 35 1. 70 8.2 1. 11 1. 49 
켜。 LI1F 9.3 O. 79 0.88 8. 7 O. 74 1. 01 
대 구 4.4 1. 10 1. 61 4.9 1. 03 1. 45 
켜。 1 tIir 9. 1 7.5 

자료: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3,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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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핀과 동남권이 고용구조에서 차별성이 강화되는 추세는 제조업 종사 

자 집중도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다(( 표 7-3.8)). 서울은 계속적으로 제 

조업 집중도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경기 인천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집중도 

는 1983년 1. 31에서 89년 1. 36으로 높아졌다. 생산직 집중계수는 1. 33에서 

1. 37로 미약하게 증가한데 반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자는 1983년의 불과 0.97 

에서 1989년 1. 33으로 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남 

권의 경우， 제조업 생산직의 집중도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무 · 전문직은 1. 04에서 0.9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1980년대 후반 

경기 인천지역에서 사무 · 전문직 노동의 집중도 상숭이 경기 인천지역의 제 

조업 부문 사무전문직 노동의 급증과 갚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면으로 동남권의 제조업 집중도 감소는 생산직 노동의 미 약한 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무전문직 노동의 보다 큰 비중감소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한국의 2대 공업지역인 경기 인천지역과 동남핀 간에 

나타난 노동력 분포의 지역적 차별화를 설명하는 요인은 제조업에서 증가되 

고 있는 사무전문직 고용의 경기 인천지역 집중이라고 볼 수 있다. 동남권 

은 제조업에서 사무전문직의 고용창출이 적었던 까닭에 상대적으로 생산직 

직종으로 특화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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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8) 영맹년대 후반 제조협의 사무기숨직과 샌산직 분포추이 (단위: 천명) 

1984 년 1989 년 

천 체 사무·기술 생산직 전체 (증가율) 사무·기술 생산직 

천 국 2,893 500 2,211 4,305 (48.8%) 853(70.6%) 3,230(46.1%) 

구성비 입지계수 입지계수 입지계수 구성비 입지계수 입지계수 입지계수 

수도권 48.7 1.39 1. 74 1.28 51. 1 1.29 1. 61 1. 19 
서 울 30.5 1. 44 2.12 1.24 28.3 1.24 1.82 1. 06 
경 인 18.1 1.31 1. 15 1.33 22.8 1. 36 1.33 1.37 
충청권 5.6 0.48 0.29 0.53 6.6 0.58 0.33 0.65 
서남권 7.1 0.43 0.18 0.50 6.1 0.43 0.29 0.48 
동남권 36.6 1. 19 1.04 1. 24 34.4 1. 17 0.94 1. 25 
부 산 14.9 1. 88 1. 69 1.96 13.0 1. 58 1. 45 1. 63 
대 구 7.7 1. 74 1. 09 1.87 7.4 1.50 1. 02 1.64 

7â 남 9.2 0.98 1. 01 1. 00 9.3 1. 01 0.90 1. 14 
경 북 4.8 4.7 

자료: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3, 1989. 

3) 상시고용과 여성고용의 증가추세 

1980년대 수도권의 제조업 집중은 이른바 후기포드주의의 유연적 전문화 

(flexib1e specialization)와 관련하여 이해되기도 한다. 이 유연적 축적체 

제의 노동시장 특성은 고급 · 기술노동자와 풍부한 비숙련노동(예: 부녀자노 

동력)의 양극화， 그리고 파트타임고용 둥으로 노동시장 구성을 다양화하는 

고용관계의 유연성이다'[l) 이러한 유연척 고용관계 도입과 관련하여 1980년 

대 후반의 노동시장 구성을 상시고용 증가추세와 여성노동력 증가 추세를 중 

심으로 살펴보자((표 7-3.8)). 1984년에서 89년 사이의 전체 취업자 증가율 

24.5%에 비하여 상시고용 증가율은 64.8%로 매우 높다. 따라서 상시고용의 

비중도 전국적으로 10%이상 높아졌다. 지역별로 볼 때， 수도핀의 상시고용 

증가율이 낮은 것이 특색인데， 이는 서울의 낮은 증가율에 기인한다. 또 경 

기 인천지역은 경남， 충청권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성노동력도 

27) Benko , G. , and Dunford, M. (eds) , 1991 , 앞의 책，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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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나 증가하여 전국취업자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를 나타내어 전체 고용에 

서 비중을 중대시켰다28) 여성고용의 증가는 서울， 부산 대구 둥 대도시 지 

역이 가장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연적 축척단계의 고용구조 특성에서 나타 

나는 고용의 양극화 현상의 하나인 파트타임 고용 및 여성노동력의 급증 현 

상은 거시통계에 의한 분석결과로 볼 때， 1980년대 후반의 대표적 고용성장 

지역인 경기 인천지역의 고용특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울， 부산， 

대구 둥 대도시 일반의 특성으로 상용고용 증가율의 둔화와 여성노동의 상대 

적으로 높은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인천지역 노동시장의 유연 

적 성격은 경기 · 서울지역에서 중소기업의 급증추세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계열화에 의한 준통합관계 동 기업관계의 유연성 측면에서 고 

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29) 

28) 1981 년에서 88년 사이에 여성취 업자 비중은 38.2%에서 40.1%로 증가하였 

다. 특히 여성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사무전문직에서 여성취업자 증가 

율이 가장 높다(s.o. Park , 1993 , 앞의 논문.). 

29) 1966년과 1986년 사이에 소기업(종업원 규모 19인이하)의 증가율은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의 순서이다(이경의， 1991 , 한국의 중소기업구조， 
풀빛， pp. 40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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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8) 1980년대 후반의 지역볍 고용구조 추이 (단위: 천멋. %} 

상시 고용 여성 노동 

1983 1989 증가율 1983 1989 증가율 

고용인원 4.691 7. 702 64.8% 4.667 6.411 37.3% 
-------- -------- ------- ---------- ------- ------- --------

전 국 34.2 45.0 (1 0.8) 34.0 37.5 ( 3.5) 
수도핀 47.1 56.9 ( 9.8) 29.8 34.4 ( 4.6) 
서 울 52.1 60.5 ( 8.4) 28. 7 34.3 ( 5.6) 
경기인천 39.5 52.0 (1 2.5) 31. 4 34.5 ( 3.1) 
충청핀 19.1 32.0 (1 2.9) 35.8 40.7 ( 4.9) 
서남권 17.0 25.5 ( 8.0) 40.0 41. 3 ( 1. 3) 

동남권 35.9 46.3 (1 0.4) 34.6 38.1 ( 3.5) 

부 산 56.2 62.5 ( 6.3) 31. 0 36.5 ( 5.5) 

대 구 47.3 55.8 ( 8.5) 33.4 39.1 ( 5.7) 
켜o LI1L 29.8 42.1 (1 2.3) 35.3 36.6 ( 1. 3)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3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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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절 1980년대 후반의 직업벌 공간구조 

가. 직업벌 휘업자의 지역적 분포경향 

1970년대 후반부터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하 수준으 

로 내려가고， 생산직 노동자의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 

륙히 관리사무직의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졌음은 이미 고찰한 바 있다. 이러 

한 직업구조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1980년대 지역별 직업의 분포륙성을 분석 

해 보자. 먼저 1985년 센서스의 직종별 분포를 가장 직업위계가 높은 행정 

관리직 기준으로 재정리해 보면， 대체로 서울， 직할시， 그리고 각 도의 순서 

로 집중순이 나타난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대구의 행정관리직이 부산보다 

높게 집중되었고， 광주와 대구의 전문기술직 집중정도가 높은 편이다((표 

7-4.1>) . 행정관리직 집중도에 따른 지역 순위는 사무관련직 전체， 판매직， 

서비스직 동의 집중순위로도 유사한 순위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농수산업 

은 행정관리직 순위와 역순의 경향을 나타내고， 생산직은 서울， 인천， 경기 

도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하여 행정관리직 집중순위와 관련성이 낮다. 

〈표 7-4.1> 1985년의 지역볍 직종 엽지계수 

전문직 행정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수산업 생산직 사무관련직 

서대 울 1. 44 2.35 1. 77 1. 55 1. 33 0.02 
구 1. 29 1. 97 1. 07 1. 44 1. 32 0.12 

부 산 1. 15 1. 30 1. 18 1. 29 1. 26 0.07 
대 전 1. 64 1. 13 1. 23 1. 40 1. 44 0.14 
인 천 1. 07 1. 10 1. 42 1. 12 1. 14 0.08 
一강?15L -원 ;z「 2.14 o. 79 1. 35 1. 59 1. 51 0.17 

0.88 0.55 0.68 0.76 1. 02 1. 43 
켜o LI1L 0.80 0.54 0.69 0.66 0.81 1. 42 
제 -;「z 0.83 0.52 0.62 o. 75 0.99 1. 84 

켜처‘。- I 기님T O. 77 0.49 1. 04 0.90 0.95 0.88 
o. 79 0.47 0.51 0.62 0.68 1. 98 

충 북 0.74 0.43 0.56 0.67 0.76 1. 83 
충 lI-1L o. 79 0.39 0.56 o. 74 O. 79 1. 76 
켜。 i tjf 0.56 0.28 0.47 0.53 0.67 2.00 
전 LnF o. 77 0.21 0.53 0.64 0.66 2.03 

주 : 행정관리직 종사자의 집중도(입지계수) 순위로 배열한 것임.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5. 

1. 19 1. 71 
1. 49 1. 20 
1. 63 1. 18 
1. 35 1. 36 
1. 65 1. 29 
1. 07 1. 57 
0.84 o. 73 
0.96 0.71 
0.47 0.68 
1. 24 0.92 
0.52 0.59 
0.63 0.61 
0.65 0.62 
0.62 0.49 
0.47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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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9년 각 지역의 산업별， 직종별 집중도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에 

서는 충청핀， 서남권 그러고 강원과 제주가 농립수산업 종사자의 집중도가 

높다. 한면 동남권의 경우 권역전체로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내부적으로 차 

이가 큰데， 특히 경남이 농림수산업의 집중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생산직 

종사자의 지역별 집중특성은 수도핀과 동남핀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북은 생 

산직 취업자의 집중정도가 매우 낮다. 판매서비스업 종사자는 수도핀과 지 

방 4개 직할시의 집중도가 높다. 사무관리직 종사자의 지역별 집중 특성은 

수도권이 높은데 이는 서울의 비중이 탁월하고 인천과 경기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5개 직할시의 사무관리직의 비중은 전국 명균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표 7-4.2)). 

〈표 7-4.2) 1989년 직종별 칩중도 (단위: 천명， 입지계수) 

농림수산 재。사 니τ。r-A「 판매서비스 사무관련 

전 국 4.125 5.419 4.466 3.090 

(수도권) 0.32 1. 26 1. 21 1. 36 
서 울 0.02 1. 10 1. 35 1. 62 
인 천 0.05 1. 55 1. 08 1. 13 
켜o 기 0.92 1. 09 1. 01 0.96 

(충충청권 북) 1. 71 o. 74 0.83 0.73 
1. 76 o. 79 0.76 0.68 

충대 전 남 0.32 1. 12 1. 24 1. 30 
2.31 0.54 0.69 0.50 

(서천남 북권) 2.03 0.63 o. 73 0.66 
2.04 0.61 0.69 0.73 

광전 주 남 0.58 0.96 1. 29 1. 18 
2.53 0.54 0.56 0.43 

(동남권) 1. 03 1. 14 0.93 0.83 
부 산 0.11 1. 50 1. 16 1. 11 
대 구 0.14 1. 47 1. 22 1. 03 
켜。 1 님，. 2.19 0.69 0.63 0.49 
켜。 Lnl 1. 39 1. 01 0.80 0.74 

제강 주 원 1. 49 o. 78 0.97 o. 74 
2.08 0.46 0.69 0.85 

주: 입지계수: 지역의 전국에 대한 해당 직종의 멸구성비 / 총 취업자의 구성비. 
자료: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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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과 1989년의 산업별， 직종별 입지계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우선 충청， 서남권 그러고 경북과 강원 및 제주는 상대척으 

로 전통적 산업인 농업지역의 성격이 많이 남아 있다. 생산직 직업은 수도 

핀 전체와 경북을 제외한 동남권에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판매 서 

비스직이 서울고t 5개 직할시둥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무관리 

직은 서비스업에 비하여 서울의 집중도가 다른 대도시(직할시)보다 탁월하게 

높은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직종별 지역척 집중도 특성은 생산직 노동이 

상대적으로 대도시 주변으로 광역화추세를 보이는데 비하여， 사무직 노동과 

판매 서버스직의 지역적 분포는 특히 서울 집중도가 높고， 다음으로 지방 대 

도시에 집중하는 순으로 도시계층에 따른 위계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나. 수도권의 직업벌 취업자 분포추세 

1980년대 노동의 공간분화에서 중심이 된 수도권은 직종별 집중도률 그 

내부 구 · 시 · 군별로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4.3)는 수도 

권에 속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50개 구 · 시 · 군가운데 사무관련직 집 

중도(입지계수: 전국 명균비중에 대한 해당 지역의 사무관련직 비중)가 천국 

명균(입지계수 1.00)이상인 구 · 시 · 군을 행정관리직의 집중도 순위에 따라 

정리한 것여다. 사푸관리직의 분포 비중이 천국명균 이상을 점하는 구 · 시 

·군은 도합 27개로 수도권 전체 구·시 ·군의 약 절반을 점유한다. 이 가 

운데 서울은 모든 구가 포함되고， 인천은 4개 구가운데 3개， 그러고 경기도 

는 과천시를 비롯한 7개시만이 사무관련직이 전국명균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 

다. 따라서 성남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기도 시 · 군의 사무관련직 분포는 

전국명균 이하 수준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는 행정관리직 종사자가 전국 

평균의 8배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다. 사무관련직이 전국명균이상으로 분포 

된 수도권 27개 구 · 시 · 군에서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서울 중구가 특히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경향이다. 그러나 생산직의 경우는 

사무관련직의 집중 분포추세와 대체로 역순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삐. 즉 수도권 도시화 지역에서 사무직 거주지와 생산직 거주지는 상호 원심 

30) 서울 구로구를 비롯한 생산직 입지계수 1. 50이상의 구 · 시는 모두 행정관 

리직 입지계수가 전국평균 수준(1. 00)이하이며 전체 사무관련직 분포순위 

하위 7개 구 · 시이다. 또 수도권에서 생산직 집중이 가장 높은(입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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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공간척으로 격리되는 공간분화 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표 7-4.3) 1985년 수도핀 구 · 시 · 문의 직종별 짐중도 (단위 : 입지계수) 

기술 행정 사무 판매 서비스 생산 사무관련직 

강남구 2.80 8.10 2.41 1. 32 1. 37 0.43 2.91 
과천시 3.15 3.80 3.35 1. 06 0.66 0.37 3.31 
용산구 1. 44 3.07 1. 66 1. 84 1. 82 0.96 1. 68 
마포구 1. 47 2.73 1. 78 1. 60 1. 45 1. 11 1. 75 
은명구 1. 74 2.58 2.01 1. 59 1. 31 1. 00 1. 96 
캉동구 1. 80 2.56 2.20 1. 60 1. 10 0.95 2.10 
종로구 1. 49 2.42 1. 44 1. 78 2.11 1. 01 1. 52 
영동포구 1. 22 2.38 1. 63 1. 47 1. 43 1. 32 1. 55 
동작구 1. 52 2.36 1. 85 1. 59 1. 33 1. 13 1. 78 
서대문구 1. 53 2.15 1. 81 1. 67 1. 55 1. 06 1. 74 
성동구 1. 03 1. 78 1. 48 1. 55 1. 26 1. 46 1. 36 
강서구 1. 39 1. 77 2.02 1. 36 1. 09 1. 26 1. 81 
인천중구 1. 31 1. 73 1. 38 1. 45 2.27 1. 17 1. 38 
성북구 1. 27 1. 72 1. 61 1. 66 1. 41 1. 26 1. 51 
도봉구 1. 29 1. 45 1. 57 1. 50 1. 15 1. 41 1. 47 
인천 남구 1. 30 1. 35 1. 57 1. 16 1. 17 1. 48 1. 47 
동대문구 1. 16 1. 33 1. 56 1. 82 1. 33 1. 27 1. 42 
중구 0.98 1. 32 1. 13 2.05 2.36 1. 12 1. 09 
관악구 1. 31 1. 30 1. 84 1. 46 1. 26 1. 31 1. 64 
안양시 1. 23 1. 12 1. 84 L 22 1. 13 1. 44 1. 60 
구로구 0.94 0.99 1. 62 1. 18 1. 00 1. 69 1. 36 
인천 북구 0.89 0.90 1. 37 1. 00 0.93 1. 85 1. 19 
부천시 1. 00 0.89 1. 76 1. 19 0.97 1. 58 1. 46 
수원시 1. 45 0.85 1. 55 1. 20 1. 24 1. 45 1. 47 
광명시 0.95 o. 78 1. 72 1. 23 0.88 1. 56 1. 42 
의정부시 1. 02 0.64 L 34 1. 44 1. 58 1. 39 1. 19 
시홍시 o. 74 0.33 1. 22 o. 71 0.63 1. 57 1. 01 

주: .1)행정관리직 종사자의 집중도 순위로 배열한 것임. 
2) 입지계수 : 전국에 대한 지역의， 해당 직종 구성비 / 전체 취업자 구성비.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센서스 1985. 

1. 80이상) 인천 동구， 성남시， 반월시 퉁이 모두 사무관련직 입지계수에서 

전국명균(1. 00)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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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도시의 취업구조 륙성 

서울과 5개 직할시의 직종별 취업자 집중 특성을 분석해 보면， 6개 대도 

시 지역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련직의 비중이 전국명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다. 그러나 이들 대도시의 생산직과 대졸사무직의 집중도는 대체로 전국명 

균 수준 혹은 그 이상이지만， 도시별 특성도 뚜렷하다. 서울은 사업서비스 

업과 사무관련직 취업자로 특화되었고， 특히 대졸사무직의 집중도가 매우 높 

다(표 7-4.4> ). 

주목되는 점은 대도시인 부산 인천 대구가 생산직의 집중도는 높지만 고 

급 노동력인 대졸취업자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광주 대전은 대졸 사무직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경 

우와 비슷한 사무직과 생산직의 공간분화 현상이 대도시 간에서도 나타났다. 

또 대졸사무직 동 관리직의 집중정도에서 서울고} 지방 대도시의 위계적 계충 

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대표적 공업도시인 부산고} 인천은 대졸사무직 집중 

도가 낮다. 

〈표 7-4.4> 대도시의 직종별 취협자 칩중도 

|서울|부산 l 대구 l 인천 주
 

광
 

대 천 

생산직 1. 10 1. 49 1. 45 1. 56 0.96 1. 15 

사업서비스 1. 65 1. 04 O. 72 0.82 0.67 0.57 

사무관련직 1. 62 1. 11 1. 03 1. 13 1. 18 1. 30 

대졸사무직 1. 92 0.89 1. 02 0.86 1. 33 1. 64 

자 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89. 

경제기획원，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1990. 

생산직， 사무관련직， 대졸취업자는 전국에 대한 해당 업종 인구비중 / 전체 

취업자 비중. 사업서비스는 사업서비스 인구비중 / 전체 서비스업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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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업자 학력의 지역적 분포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학력은 직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 

다. 또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한국에서 학력과 직업 그리고 소득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고급노동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학졸업자틀은 서울과 5 

개 직할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졸업자의 집중정도는 서울과 대전， 

그리고 다른 직할시 간에 위계적 격차를 드러낸다((표 7-4.5) ). 전문대와 

고둥학교 졸업자의 지역분포는 대도시와 경기지역에 높게 나타나며， 중학졸 

업 이하 학력자는 비도시 지역인 각 도에 집중되어 있다. 

〈표7-4.5) 지역별 취엽자의 교육적도 엽지계수 

중졸이하 고 졸 초대·전문대졸 대졸이상 

(수도권) o. 73 L융흐- 1. 31 1. 46 
서울 0.64 L융L 1. 48 1. 90 
인천 0.69 1. 42 1. 30 1. 08 
경기 0.91 ~ 1. 03 o. 70 

(충청권) 1. 24 0.72 0.68 o. 78 
충북 1. 23 0.73 0.67 o. 76 
대전 0.88 0.96 1. 16 1. 56 
충남 1. 40 0.60 0.47 0.44 

(서남권) 1. 30 0.68 0.58 0.61 
전북 1. 27 0.70 0.65 0.68 
광주 0.92 1. 00 1. 00 1. 33 
전남 1. 45 0.56 0.38 0.31 

(동남권) 1. 08 0.95 0.94 o. 71 
부산 0.90 1. 17 1. 12 0.86 
대구 0.94 1. 06 1. 22 1. 06 
‘1。낸 1 tIjr 1. 35 0.65 0.69 0.40 
경남 1. 11 0.94 0.83 0.63 

강원 1. 24 o. 76 o. 73 0.58 
제주 1. 00 1. 00 1. 00 0.92 

주 : 입지계수는 전국에 대한 해당 학력자의 지역의 비중 / 전체취업자 지역의 비중. 
자료 : 경제기획원， 지역통계연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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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공간분화에 대한 요약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노동의 공간분화 추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상호관련된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 노 

동시장이 노동력의 양과 질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범위와 규모의 경제률 갖춤 

으로써 1980년대 경제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대두된 반면， 1970년대 성장지역 

인 동남권은 상대적 침체현상을 나타내었다. 1970년대 이후 급성장한 사무 

직의 공간확산은 한국의 양대 공업지역인 수도핀과 동남핀에서 차별적 효과 

률 나타내었다. 수도핀에서는 비록 하위직에 한정되었으나 사무관련 직종이 

경기 인천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동남권은 사무기술직의 

집중도가 낮아졌다. 그 원인은 1980년대 후반 제조엽의 고용구조에서 수도 

권이 사무기술직 고용비중을 크게 중대시켰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 

과 질에서 폭넓은 범위의 다양한 노동시장을 보유한 경기 인천지역이 80년대 

의 대표적 성장지역으로 부상한 반면， 노동력의 질적 다양성을 갖추지 못한 

동남핀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 둘째， 1980년대 수도핀 공엽의 급성장을 

고용구조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과 부산， 대구 동 대도시의 상시고용 

증가율이 낮으며， 여성노동 비중의 증가는 서울 둥 대도시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 증가 및 상시고용 증가율의 상대적 저하는 서울 동 대 

도시 고용구조의 특성으로 나타났으나 경시 인천지역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셋째， 노동의 공간분화가 사무직과 생산직， 그리고 사무직 내부 위계에 

따라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의 공간분화는 수도권 내의 구 시 군 단위에서， 

그리고 서울고} 직할시 및 각 도라는 전국적인 지역 계충 동 다양한 지리공간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직종 결정에 주요 요인이 되는 취업자 학력의 지역척 

분포도 노동의 공간분화를 보완하는 증거이다. 생산직 집중지역과 사무관리 

직 집중지역의 공간적 분화현상이 수도권 내부 및 전국척 차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졸 사무직의 집중도에서 서울과 다른 직할시 간의 집중도 

의 격차가 분명히 드러나서， 대도시간의 위계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급 노동력의 서울집중 현상은 수도로서의 위치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유통기능과 근대적 서비스업의 서울집 

중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1980년대 노동의 공간분화 특성과 관련시켜 이해하 

였다. 1980년대에 전개된 노동의 공간분화는 생산자 서비스 둥 근대적 서비 

스기능을 서울에 집중시켰다. 

1980년대 한국에서 전개된 공간구조 변화의 핵심은 노동의 공간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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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직 내부의 지리적 분화，근대적 서비스의 서울집중 현상， 제조업의 

경기 인천지역 집중 둥이 고급 노동력의 서울 집중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활 

동율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상승적 강화작용을 하였다. 동남권과 지방 대도 

시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비하여 노동력 구조에서 뚜렷이 차별화되고 있 

다. 노동의 공간분화는 전국척 차원에서 전개될 뿐아니라， 수도권 내부에서 

도 생산직과 행정관리직의 거주지 분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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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요약과 겸론 

이 연구는 1960년대에서 1990년까지 한국의 경제발천에 따른 공간구조 변 

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경제발전 

과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이론척 검토를 통하여 문제의식과 고찰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관련된 한국공간구 

조에 관한 분석을 3가지 측면에서 행하였다. 한국 경제발전이 강력한 국가 

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먼저 경제정책과 공간정책을 공간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 요인으로서 

제조업의 성장과 그 공간분포 변화를 살폈다.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과 노 

동의 공간분화률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요약 

1.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 

외지향적，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었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대 

처하는 국가의 경제개입 양식은 1970년대 초와 80년대 초에 각각 중화학공업 

화 정책과 산업구조조정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0년대의 국가개입이 

직접적이고 물량척인 구조 개선과 투입 확대를 특정으로 하는데 반하여， 80 

년대는 상대적으로 간접적 방식과 기술개발 동 기능적 지원으로의 전환이 강 

조되었다.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대표적 국가활동의 하나인 사회간접자본 투 

자정책은 중화학공업화 기간인 1970년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러나 이 기간동안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은 사회계층간의 갈둥 심화와 함께， 

국토이용에서도 수도권과 동남권으로 공업화지역이 양극화되는 지역 불균형 

발전 양상이 증대되 었다. 

경제성장의 지역적 불균형은 국가책임하에 이루어진 자본의 지역별 배분 

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1980년대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지 

역균형발전이 근본이념으로 강조되었다. 수도핀인구 재배치계획과 지방생활 

권(경제권) 개발계획을 축으로 하는 1980년대 공간정책은 인구와 생산활동의 

수도핀 집중과 정주생활권 계획의 수정， 그리고 국토하부구조 투자활동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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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으로 인하여， 게획이 목표로 한 균형발전 이넘의 화절로 명가될 수 있 

다. 1980년대 공간정책의 이념 화절에 대하여， 계획가들는 과소한 예산규모 

및 세출구조 동의 재정 문제， 그리고 생활환경부문 투자수요 증대와 지역간 

투자배분의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1980년대 한국공간정책 

의 문제점은 공간정책 방향 설정이 경제정책과 모순되었으며， 재정의 확보가 

윗받침되지 않은 균형발전 이념을 수사적으로 강조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측 정책위계상 상위정책인 경제계획이 안정과 민간주도 경제에 대한 간접지 

원을 강조한데 반하여， 공간정책은 정주체계 재조직을 중심으로 직접적 개입 

확대를 내세움으로써 정책간의 모순을 드러냈다. 1980년대 공간정책의 이념 

으로 제시된 지역 균형발전은 자본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 

민적 동의(정당화)를 복지정잭의 실천보다는 국토계획 속의 명동주의적 수사 

를 활용하는 발전주의국가의 공간정책 본질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또한 지역발전을 지역간 분업구조의 변화를 이르키는 축적구조의 

변화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1970년대와 같은 공간정책의 정치적 · 경제척 여건 

이 80년대에도 계속된다는， 지역계획가들의 공간분리주의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 

2.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발전은 제조업의 성장이 주도해왔으며， 공간 

구조의 변화도 제조업의 지역적 구조 변화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1960년대 한국제조엽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 부산 · 대구 둥 대도시가 

중심이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동남권을 수도권과 함께 2대 공업지 

역으로 부상시켰다. 특히 동남권은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공업단지 둥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이를 활용하는 대기업의 중화학 분공장이 집적함으로써 고 

정자본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제조업 성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80 

년대 초 산업구조조정은 기술집약산업 및 부품산업의 발전을 특정으로 하는 

데， 이는 70년대부터 재벌급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성장주도 산업으로 대 

두된 전기 · 전자， 기계 및 장비산업의 기술개발 및 하청계열화 동을 통한 분 

업관련의 심화를 의미한다 1980년대 성장산업의 입지는， 70년대 조립제품 

을 대량생산하는 분공장을 지방 공단에 배치하는 생산단위 분산의 이점에 부 

가하여， 심화된 분업 관련산업을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집척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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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륙성으로 한다. 축 기계 및 전기 전자제품 분야의 대기업은 1980년 

대의 급격한 산업구조 변동에 대웅하여， 종래 대량생산 이점율 추구하는 ‘규 

모의 경제’ 뿐만아니라， 기술적 분업과 노동시장의 양적규모와 질적 다양성 

을 활용하는 ‘범위의 경제’를 축구한 것이다. 전국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지리적 차별성 및 기술척 환경의 지역척 수준을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은 기 

업조직에 내부화된 상층의 과학기술과 관리감독 둥 구상기능은 더욱 집중시 

키고， 기술적 보완성이 낮고 장래가 불확실한 저임금 공정은 외부화하는 기 

업조직의 유연성을 입지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한면 노동력과 기술의 지리 

적 차별성에 종속적인 중소기업과 외부화되어 독립한 생산자 서비스는 기술 

과 대기업에 공간적 인접성을 추구하여 공간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1980년 

대의 산업입지 조건은 대기업 본사와 생산자서비스의 서울집중， 신설 기업부 

설연구소의 수도핀 집중 동에서 나타났다. 또 기술 및 분업관련이 높은 기 

계 및 전기 · 전자제품 신설업체의 수도권 집중， 특히 중소규모 기계 및 전기 

전자 업체의 신설이 수도핀에서 급증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 설립된 기업 

일수록， 고기술 부문 업종일수록， 서울에 접근하는 입지추세가 나타났다. 

결국 1960년대에 서울과 부산 동 대도시에 머물러 있던 제조업은 70년대 

에 급성장하면서， 국가가 주도한 하부구조의 입지조건에 따라 경기 인천과 

동남권으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기술 및 노동시장의 규모와 

다양성 동의 기술 및 노동력 입지조건에 대한 대기업의 유연적 척웅전략에 

의하여 지리척 집중 추세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 수도권이 80년대 대표적 

제조업 성장지역으로 대두된 것이다 1980년대 제조업 입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재구조화 추세는 70년대와 비교해서 그 주도력이 국가중심에서 대기업 

을 위주로 한 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입지요인에서도 1970 

년대가 물적 하부구조를 중요시하는 시대였다면， 80년대에는 하부구조 조건 

에 부가하여 기술과 노동력 요인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발전 내지 공간구조 변화의 특성이 점점더 지역적 노동시장의 성격， 즉 노동 

의 공간분화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 한국의 도시화는 그간의 진행속도와 성취한 수준에서 세계적이다. 한 

국경제성장을 ‘합축성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인도 바로 급격한 도시화를 

통하여 이농 노동력을 도시의 자본제 산업 부문에 탄력적으로 추가 루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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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화가 경제발천에 기여하는 방식은 선택적 인구이 

동， 잠재척 과잉인구， 그리고 도 · 농간의 부퉁가 교환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도시화가 가져온 인구이동의 결과는 인구의 지역적 편중을 나타내었 

다. 인구의 지역적 편재현상은 한편으로 제조업의 공간적 면재에 원인이 있 

으며 이러한 불균형 지역발전은 국가가 주도한 경제발전의 공간척 결과인 것 

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인구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는 것은 과밀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차원 이상의 국가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의를 가 

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도핀 인구집중억제 동 인구분산 정책은 공간정책의 

상위 목표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의 지방정착과 수도권 인구분산 둥 중점추진한 1980년대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된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공간정책의 정당 

성 확보 차원에서 신비화해 온 한국 공간정책의 방향에 어떤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함축을 부여한다. 이는 또한 공간적 현상을 사회적 과정과 분리시 

켜 결과적으로 정치적 효용에 봉사하는 공간계획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이 

론척 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구 

의 분포는 1970년대 중반이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시기부터 인 

구의 양적 투입증가의 문제에서， 노동력의 질적 차별화가 중시되기 시작하였 

다. 노동력의 차별화는 고용구조에서 사무관련직의 증가 그리고 사무직 내 

부에서 위계적 분화 진행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차별화된 노동력의 

공간분화가 경제력 집중현상 및 성장산업의 높은 분업척 관련과 밀접한 상호 

캉화작용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노동의 공간분화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 

다. 즉 경제력의 집중은 대기업 본사의 높은 서울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중 

추관리기능의 서울 집중은 다시 근대적 서비스엽의 서울 집중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구상기능의 공간집중은 다른 한편으로 실행기능 곧 직접 생산기능의 

공간적 분리와 상대적 분산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엽활동에서 

기술적 분엽의 확대는 노동력의 질척 차별화를 강화하고， 그것을 지역적으로 

편제한다. 이러한 노동의 공간분엽은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수도권 노동시장의 특성이다 1980년대 수도권 고용의 증가는 생산직보다는 

사무 기술직의 상대적 확대에 의한 것이며， 사무 기술직은 수도권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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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척으로 편성되었다. 하위 사무직은 서울에서 경인지역으로 확산되고 상 

위사무직인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의 확산은 제한되었다. 수도핀내 구 시 

군별 생산직과 사무직의 집중도 분석에서 중심부(서울의 고급주택지 )에서부 

터 거리에 따른 정신노동의 집중 및 육체노동의 격리 분산이라는 주거지의 

공간분화 현상이 드러 났다. 따라서 수도핀은 그 내부에서 구상과 실행노동 

의 공간분화를 전개시키면서， 수도권 전체로서는 노동력의 양적 규모와 질척 

다양성을 확대하였다. 이 수도권의 노동력 분포특성이 1980년대 수도핀의 

산업집중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의 노동 공간분화 현상율 대표한다. 둘째， 

1970년대 대표적 성장지역인 동남권은 ‘ 80년대 후반에 상대적 침체를 나타내 

는데， 이는 전문기술직， 사무직의 증가가 부진한데 원인이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제조업지역으로서 경기 인천지역과 경남둥 동남권의 차별성은 고급노 

동력 증가추세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셋째， 도시계층에 따른 노동의 공간 

분화이다. 서울고+ 5개 직할시， 그러고 각 도 단위는 취업자 구조에서 위계 

적 분포특성을 보인다. 서울이 상위 관리직 내지 근대적 서비스에서 탁월한 

집중도를 보인 반면， 전통적 공업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은 생산직의 집중 

도가 높다. 서울이 중추관리기능의 중심으로 탈제조업화를 급격히 진행시켰 

는데 반하여 부산과 대구는 여전히 생산직 취업자 집중이 높다. 광주와 대 

전은 지역 중심도시로서 사무관련직의 집중도가 높다. 취업자의 경제적 지 

위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정도에서도 서울이 대졸취업자의 탁월한 

집중을 보이고， 전문대졸자는 지역중심도시들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 

중졸이하 학력자는 대도시가 아닌 각 도 지역에서 높은 취업집중을 보였다. 

1980년대 공간구조 변화의 핵심은 노동의 공간분화이며， 이는 3가지 차원 

에서 인식되었다. 노동의 공간분화는 수도권내에서 관리 전문직과 생산직의 

거주지 분화， 대표적 공업지역인 수도권과 동남권의 고용구조 차별화， 그러 

고 서울과 지방 대도시 및 각 도 단위 지역 동 전국적 정주체계에서는 직종 

과 취업자 학력의 위계적 공간분화로 전개되고 있다. 

이론적 · 정책적 함축 

첫째， 공간정책의 기여와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공 

간정책은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필요한 하부구조 투자계획으로서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이외 국가의 경제개입을 정당화하는 의사 분배정책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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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였다. 국토계획에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은 게획서에 존재하는 수사척 담화로 그칠 수도 있고 실천될 

수도 있다. 특히 제2차국토계획에서 강조된 지역간 균형발전은 그 정치적 

배경과는 별도로 계획가들에 의하여 상당한 실천의지를 함축받았다. 그러나 

제2차계획에서 제시된 균형발전 이념의 한계를 재정의 부족이나 집행과정에 

서의 문제점에서 찾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공간정책 명가는 1970년대의 

포드주의척 분산이 지배척인 단계에서 80년대 유연적 전문화의 공간적 웅집 

을 륙정으로하는 축적체제가 대두하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이에 따 

라 국가의 개입양식도 전환되는 경향을 참작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 

역균형발전은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수사적 이념으로 활용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정책형성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공공투지의 지역적 배분 및 정 

주체계 정책으로 실천적 수단을 재부여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1980년대에 한국에서 전개되는 공간분업양상과 경제발전의 관련성 

은 점차 내재적 관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의 지역차별화가 

자본제적 산업이 입지한 대도시와 농촌간에 나타났다면， 1970년대 지역차별 

화는 사회간접자본과 제조업자본이 집적된 공업화 지역과 비공업화 지역간의 

격차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기왕의 도시와 농촌， 산업간 격차위 

에 직엽 분화가 공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노동의 공간분화가 중요해지고 었 

다. 80년대 경제발전과 노동의 공간분화의 관련성은 경제력의 집중， 구상과 

실행의 사회적 공간적 분리강화， 그리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 

하는 대기엽의 노동의 지리적 차별성 활용 퉁이 상호 강화하는 방식으로 심 

화되고 있다. 1980년대에 대두된 노동의 공간분화는 지역문제와 지역격차가 

도시화 격차나 제조업 배치 문제 둥으로 인식되었된 과거와는 다르게 정의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새로운 지역정책 수단에 관한 것이다. 국가개입의 양식은 변화한 

다. 그러나 개입양식의 변화가 개입정도의 약화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 생산의 분엽적， 기술적 조건의 심화는 점점더 많은 생산조건을 사회 

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더욱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정당화 요구도 증대된다. 특히 한국에서 공간정책의 정당성에 대 

한 관심은 매우 뿌리 갚다. 국가개입의 정당화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단 

은 이제까지 물리척 하부구조정책 혹은 제조업 배치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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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수요에 부웅하는 서비스활동의 적절한 배치가 

새로운 지역정책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서비스업은 제 

조업보다 재정 투입을 덜 요구하는 대신， 고급 노동의 투입을 더 요구한다.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재정의 문제와 악화되는 지역간 노동의 차별화 

라는 새로운 지역문제에 동시 대처하는 전략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지척할 수 있다. 한국경제발전과 공간 

구조와의 거시적 관련성 파악에 초점을 둔 까닭에， 공간구조의 변화률 형성 

하는 보다 자세한 프로세스 분석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공간정책의 연구에 

서도 외국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 공간정책의 

특성에 관한 보다 적실한 프로세스 분석 및 비교 분석을 금후의 연구과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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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s in Korea 

Kim , Duk-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an understanding about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s in Korea in the relation wi 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60s.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s 

is analyzed with focusing on the three aspects: the spatial policy as 

a measure of state intervention. the trends of manufacturing location. 

and the distributions of population and labor. The major findings are 

summing up into following four points. 

1. 1nvestment on social overhead capital is major spatial policy 

instrument in the 1970s. when the Korean state intervention was 

characterized as direct and phisical input enlargement of capital. But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pressed as polarized growth of 

Capi tal Region and South-East Region. was recognized in this period. 

And it is considered as responsible mainly to state intervention.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i tiated by state was concentrated in the 

two regions. Therefore blanced regional developent was stressed as 

basic goals in the 2nd Co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during the 1980s. However the accompl ishment of the 2nd Plan is not 

successfu l1 y accepted in terms of blanced regional developent. The 

causes of unsuccessful accompl ishment of the 2nd Plan is contended 

finantial shortages by planners. 1n this study. it is analyzed that 

the basic cause of un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e 2nd Plan is not 

finantial problem but the contradiction of directions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spatial development plan in the 1980s. 

Exaggerated egalitarian rhetor‘ ics in the plan as legitim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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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ist state intervention to capital accumulation were 

immposible to backup by practice. 

2. Location of manufacturing indusrties were mostly confined in 

Seoul and Pusan in the 1960s. In the 1970s , manufacturing production 

activities were rapidly expanded and their location were decentralized 

toward South-East Region where many large industrial complex provided 

by the state. In the 1980s , however spatial agglomeration of 

manufacturing production proceeded in Capital Region. Economy of scale 

and scope of economy in labour market and technology were required as 

locational factors of elctric & electronics which realized the rapidest 

growth in the 1980s . Only the Capital Region was able to provide such 

locational requirements. In the 1980s. thus the ini tiative of 

industrial restructurig tends to be converted from state pol icies to 

corporate strategies. 

3. ‘Compressed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 of Korea in the 

1960 and 1970s were sustained by infinite inmigation to urban area from 

reservoir of labour‘ in rural area. The way which this urbanization 

process contribute to capital accummulation can be explained by 

selective migration , ‘ unequal exchange' between capi tal ist industries 

and small agri cul tural product i on , and ‘ reserve army 0 f 1 abour ’ in 

urban informal sectors since the 1960s. Korean urbanization process is 

characterized not only by its rapidity but also uneven region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Uneven region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is related to uneven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activi ties , and 

uneven regional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s related to 

uneven regional distribution of infrastrucure which is done by state. 

As the resul t of this relationship ,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s 

considered as state responsibi 1 i ty. Thus the prime goals of spatial 

policy were to seek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measure of 

decentralization of manufacturing activities such as Growth Control and 

Management Plan for Capi tal Region. Al though stong grow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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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or Capital Region , population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were 

more concentrated to Capi tal Region especially in the 1980s. This 

implies that decentralization policy by means of relocation 

manufacturing industries reached its limitation. Additionally the 

goal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must be reconsider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4. Since the turning point of the labour market around 1975 , the 

growth of office related worker in occupation structure and spatial 

divisions of labour increased its importance in restructuring spatial 

structure. Spatial divisions of labour has been emerged as a new 

spatial structure. It is identifiable in three dimensions. First , 

trends of spatial seperation between office workers and production 

workers , and hierarchical spatial divisions within office related 

workers in the Capi tal Region were appeared. Second , the relati ve 

growth trend of Kyunggi-Inchon Region is impressive in contrast with 

relative stagnation of South-East Region especially in terms of the 

growth rate of technical workers andoffice workers. Third , according 

to urban h i erar‘ chy such as Seoul , fi ve Large ci t ies , and the other 

provincial areas , hierarchical divisions of occupational structure were 

identified 

Some of policy impl ications of this study could be suggested as 

follows 1)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ideology of spatial 

policy must be reconsidered in the relation to changing capitalist 

accumulation system. 2) In the future , regional problem centered on 

manufacturing activities must be redefined. 3) It is needed to 

encourge for a new regional policy which aims to redistribute producer 

servíce activities 

Key words restructuring , spatial policy ,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spatial divisions of labour , produc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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