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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스마트도시 정책 변화를 법규, 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스마트도시 개념을 해외 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도시 정책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임을 확인
비록 지속가능성 전반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시 및 지역 성장 방안은 모호함
해외 연구를 토대로 스마트도시 정책에 유럽의 스마트 특화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문헌 고찰함
새롭게 성장하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포함하여 5대 이머징 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생존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함
스마트특화전략을 활용하여 고용중심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전통적 산업특화전략과 함께 지역의 혁신에 역량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모형 및 혁신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형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혁신의 주체인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 산업은 소비어메너티가 높은 고용중심지에 입지
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고용중심지 특성에 맞는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특화전략을 활용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산업의 변화에 따른 경로
의존적 일방적 이머징 산업정책 대신 시민의 특성에 맞는 산업 전략도 동시에 필요함
혁신생태계 확산 방안도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목표로 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툴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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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은 확인하기 어려움
∙ ICT기술을 도시개발단계에 적용하여 잠재적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에서 비물리적 정책요소를 포괄하여 도시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
능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도시 계획으로 정책 범위가 확장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를 구성(2017.11.16.)하고, 산업계·학계·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
∙ 특위는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
∙ 스마트도시는 4차산업혁명을 추동하는 공간으로, 스마트 인프라·기술·교육, 노동
유연화 등의 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및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과정에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하지만 혁신생태계의 개념과 구체적 조성 방안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스마
트시티 정책에서 궁극적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시 생산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은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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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정책에 ICT 중심의 ‘스마트’ 전략은 있으나, 정작 ‘도시’의 공간 정책
혹은 도시별로 차별화된 장소 전략은 부족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부문을 중심의 ICT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
나, 대부분의 서비스는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보다는 전 국토에 적용이 필요한
일반적 ICT 서비스임
∙ 전 국토 대상의 ICT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소규모 장소에 맞는 스
마트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속적인 스마
트도시 서비스로 발전하여 활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해외 스마트도시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전략을 ICT부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ICT를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스마트’한 도시를 위해
스타트업(start-up) 기업 활성화나 이머징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ies; S3)이 함께 필요함을 제시
∙ 스마트도시 혁신성에 관한 연구들은 스타트업 기업 등 제4차 산업과 관련된
신생 산업 및 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스마트도시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보고,
∙ ICT의 물리적 구축 이외에 지역별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Angelidou, 2015; Caragliu et al., 2011; Caragliu & Del Bo, 2012)하며, 일부
연구에서 스마트특화전략을 스마트도시의 경제적 발전 수단으로 제시함
(Caragliu & Del Bo, 2012)
□ 스마트특화전략은 효과적인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소기반 정책임
∙ 스마트특화전략은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이나 바이오산업,
창조산업 등 새롭게 대두된 이머징 산업(emerging industries)에 대한 지역단위
장소기반 성장전략
∙ 정책형성과정에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범정부적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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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지원과 지역의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을 제시하고,
성과확산 및 성과수용이 용이하도록 돕는 정책으로,
∙ 지역의 사회적·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매칭(smart matching)하기 위한 전략임
□ 한편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 산업들은 소비 어메너티(consumption amenities)
가 높은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 장소기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
활동 중심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증대
∙ 제4차산업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 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생산 활동의 서비스화 및 디멘드화로 인해 아이디어와 생산의 경계가 약화
∙ 다양한 수요계층과 생산자의 상호작용 및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가 용이한 소비
어메너티가 높은 대도시의 도심 및 부도심 등에 입지하는 경향이 증가 (Kemeny
& Osman, 2017; Stehlin, 2016; Ugo & Arturo Di, 2017)
∙ Florida (2014)도 미국 도시들의 zip-code 수준 실증분석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
은 중심지 인근의 복합용도(mixed-use)에, 대중교통 지향적(transit-oriented)
이며, 보행 친화적 교외지역 (walkable suburbs) 등에 입지하는 추세를 설명함
□ 스마트특화전략이 이머징 산업에 대응한 혁신생태계 형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효과
적인 장소기반 전략을 위해서는 정책대상공간을 지역(region)단위보다 낮은
소규모 공간(local)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 산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분석하고 스타트업이
주로 증가하는 대도시 내 고용중심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특화전략을 활용한
혁신생태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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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내용 범위
∙ 이머징 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생존분석)
∙ 고용중심지의 실증적 정의와 변화 검토
∙ 유럽의 스마트특화전략 방안 및 사례 검토
∙ 스마트도시 이머징 산업의 우선순위 선정 방안 제시
∙ 한국형 벤치마킹 툴을 제시하여 혁신 생태계 성과확산 방안 제시
□ 시간 범위
∙ 이머징 산업의 생존분석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생성한 기업을 대상
으로 2016년 12월 기준 생멸 요인을 분석
∙ 공간구조 분석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을 중점적으로 고찰
□ 공간 범위
∙ 생존분석의 경우 전 국토의 이머징 기업 위치(좌표)를 기반으로 기업 생존에 영
향을 주는 요인(공간적 특성 변수를 포함)에 대한 통계적 효과 분석
∙ 공간구조 분석은 세종을 제외한 광역급 이상의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고용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주요 분석의 최소공간단위(minimum geographic unit)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104호로 2016년 말 제정한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
의 500×500m2 격자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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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럽형 스마트트과전략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 생존모형과 고용중심지 산정을 위한 실증적 방법에 대한 기존문헌 분석
∙ 이머징 산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산업선정 방안과 성과확산에 대한 문헌 검토
□ 통계분석
∙ 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의 산업군(6digit) 중 이머징 산업에 한
정하여 2013년 이후 생성된 기업의 생멸 요인을 시간 가변적 위험 모형
(time-varying hazard model)로 분석
∙ 집계구 단위의 인구 및 고용(2000-2015)을 국토정보지리원의 격자(500×500m2)
로 변환하기 위해 건물 연면적·용도·건축연도를 활용한 회귀분석적 대시메트릭
매핑 (dasymetric mapping) 분석
∙ 격자기반 인구 및 고용정보(2000-2015)를 활용하여, 시공간을 동시에 고려한
Geographical and Temporal Weighted Regression (GTWR) 모형을 고용중심지
변화 분석
∙ 한국기업데이터의 개별 기업단위 위치(경위도), 생멸, 영업이익, 고용자수, 특허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중심지의 산업특화도(LQ), 산업별 생산성 우위 비교,
산업별 기술의 비교우위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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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및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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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스마트도시의 경제적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Angelidou (2014; 2015), Caragliu
et al. (2011), Caragliu & Del Bo (2012), Lovric (2012) 등이 대표적인 연구
∙ Caragliu & Del Bo (2012)는 기존연구들의 스마트도시 정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마트도시를 똑똑함(smartness)을 높이는 도시로 재정의했으며, ICT이외에 지역의
인적·사회적 특성에 맞는 산업 전략이 도시의 경제적 생산성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함
∙ Lovric (2012)은 ICT 인프라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유럽 25개 국가를 대
상으로 2001년부터 2010사이 동적 패널모델(dynamic panel model)로 분석하여, ICT
설치가 노동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임
∙ 국가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ICT 인프라는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은 동일하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높은 국
가에 비해 ICT 인프라 영향은 약 6.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가의 노동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
인은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으로 나타나,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
적 ICT 인프라 구축정책과 소프트전략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임
∙ Angelidou (2015)는 이머징 산업이나 스타트업 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는 공간을 스마트도시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효과
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특화전략을 제시함
∙ Angelidou (2016)는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런던 및 스톡홀름 등 4개 도시의
스마트도시 전략에 대한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물리적 ICT 구축만으로는 효과
적인 스마트도시 정책이 부족하고 사회적 자본, 스마트특화전략,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킹 전략에 따라 스마트도시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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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특화전략은 지역맞춤형 장소기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
적인 참여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함
∙ 스마트특화전략은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이나 바이오산업, 창
조산업 등 새롭게 대두된 이머징 산업(emerging industries)에 대한 지역단위 장
소기반 성장전략 (Gianelle et al., 2016)
□ 효과적인 장소기반 전략을 위해 고용중심지 위치와 그 산업 특성 분석이 필요함
∙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비 어메너티(consumption
amenities)가 높은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음
∙ Florida (2014)는 미국도시들을 대상으로 zip-code 수준의 실증분석을 통해 하
이테크 개발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생성되는 혁신 공간은 전통적 클러스터 지역
보다는 도시 중심지 인근의 복합용도(mixed-use) 지역이나, 대중교통지향적
(transit-oriented) 공간, 혹은 보행 친화적 교외지역(walkable suburbs) 등에 입지
하는 추세를 설명함
∙ Stehlin (2016)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기술관련 산업이 혁신 경제(innovation
economy)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이 연구는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ICT산업의 고용중심지(subcenter)이지만 이머
징 산업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Bay Area에서 성장이 더 크므로, 특정산업으로 특
화된 실리콘벨리 보다 전통적인 도심이 혁신을 이끄는 핵심임을 보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는 스마트시티의 궁극적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 이외에 도시 생산성 향상
이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대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증적 검토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일부 실증연구는 해외 사례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 연구는 확인하기 어려움
□ 본 연구는 한국 U-City정책과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준 요인을
실증적으로검토하고 도시의생산성향상에 초점을둔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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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1

2
주요
선행
연구

3

4

본 연구

∙과제명: Smart cities: A
conjuncture of four forces
∙연구자(년도): Angelidou
(2015)
∙연구목적: 스마트도시 정책
요소를 기존 사례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향후 전략적 방향
제시
∙과제명: Four European
Smart City Strategies
∙연구자(년도): Angelidou
(2016)
∙연구목적: 스마트도시 발전에
대한 증거기반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
인적&사회적 자본, 비즈니스
및 네트워크 비교
∙ 과제명: Implementing
Smart Specialisation
Strategies (Handbook)
∙ 연구자(년도): EU(2016)
∙ 연구목적: 유럽의
스마트특화전략을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소개함

연구방법

∙문헌 검토
∙정책 사례 분석

∙문헌 검토
∙정책 사례 분석

∙ 문헌연구
∙ 정책 사례

∙ 과제명: Agenda for a
Reformed Cohesion Policy
∙문헌 검토
∙연구자(년도): Barca (2009)
∙정책 사례 분석
∙연구목적: 소득증대와
∙정량적 비교
경제성장 목적의 정책(policy
interventions) 특성 연구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 내 ∙ 문헌 검토
고용중심지들을 대상으로
∙ 통계 분석 및
스마트 특화전략을 활용한
유형화
혁신생태계 구축방안과
∙ 전문가 자문
성과확산 방안을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이머징 산업이나 스타트업
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스마트도시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특화전략을 제시함
∙암스텔담, 바르셀로나, 런던 및
스톡홀름 등 4개 도시의
스마트도시 전략을 비교 분석함
∙4개 도시는 공통적으로
ICT우선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사회적 자본, 스마트특화전략,
주변지역과 네트워킹 전략의
차이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함
∙기업가적 발견과정(EDP) cycle
∙거버넌스 역할
∙우선순위부터 프로젝트까지: 선택
기준과 과정
∙ 초국가적 협력과 가치사슬
∙ 스마트특화 개념 제시
∙ 지역의 경제성장을
장소기반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공급주도의 성장전략의 효과를
분석함
∙ 성장·쇠퇴지역에 관계없이
장소기반정책(지역별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성장경로에 대한
실증으로 보여줌
∙유럽의 스마트특화전략 방안 및
사례 검토
∙고용중심지의 실증적 정의와 변화
검토
∙스마트도시 이머징 산업의
우선순위 선정 방안 제시
∙벤치마킹 툴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
성과확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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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효과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중 도시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머징 산업에 대한 우선순위 산업 선정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위한 참고 자료
□ 벤치마킹 툴을 활용한 혁신생태계 성과확산 방안의 참고 자료

2) 학술적 효과
□ 기업의 생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특히 U-City나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요소인 ICT 인프라 확산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
□ 고용중심지 실증적 정의를 위한 방법론 제시
□ 스마트도시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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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경제적 경쟁력 관점의 스마트도시
1. 스마트도시 개념의 확장
1) 스마트도시 개념 및 정책 범위의 확대
□ 스마트도시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아직까지 학계나
실무자들이 합의한 명확한 개념은 부재함
∙ 스마트도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으나,
∙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과 목표가 국가나 도시에 따라 매우 다양함 (Alawadhi
et, al., 2012; Caragliu et al., 2011; Chourabi et al., 2012)
∙ Hall (2000)은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의 주요 도시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센서 등으로
도시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서 불필요한 유지관리활동을 줄일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함
∙ Washburn et al. (2009), Harrison et al. (2010) 등은 전통적인 도시 기반시설로
구축된 도시와 달리 ICT를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함
∙ Batty et al. (2012), Cretu (2012), Bakici et al.(2013) 등은 물리적 도시인프라와
ICT 센서, 장치, 데이터 등이 통합된 도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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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ICT를 활용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로 인식함에 따라, 스마트도시 전략도 ICT와 도시기반
시설을 통합하는 물리적 구축에 초점을 둠
∙ 예를들어 도시혼잡과 전기·수도·가스 시설 노후화가 이슈 된 지역에 전통적
도시 정책의 해결방안은 도로확충, 주차장확대, 지역단위 설비의 전면 교체 등
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해결시간이 오래 걸림
∙ 반면 ICT와 도시기반시설을 통합할 경우, 최적 우회도로 정보를 실시간 제시
하거나 노후화시기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도시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ICT기기를 도시기반시설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도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면이 부각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스마트
도시 정책이 주목받음
□ 국내에서도 유비쿼터스 도시 정책으로 명명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기반시설 통합을 위해 법·제도 정비, 신도시 개발과정 적용, 시범
도시사업(pilot project) 등국가주도의 도시개발방식으로확대되어 옴(그림2-1)
∙ 효과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2008년 「유비쿼터
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 국가 정책으로 1·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과 시·도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이 수립
∙ 화성·동탄 지역을 시작으로 대다수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과정에 도시
통합운영센터 건립, CCTV를 비롯한 ICT 센서 설치, 정보통신망 등을 설치
∙ 주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2010년 이후 국내 대규모 신도시개발의 일반적 방식
으로 발전해 왔으며, 안양, 부산을 비롯하여 기존 도시 내 ICT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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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시기별 국내 유비쿼터스 도시 및 스마트 도시 관련 법규·계획·사업

□ 스마트도시 개념은 ICT관련 센서를 도시기반시설에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방식
에서 비물리적인 요소인 도시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로 궁극적 목표와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옴
∙ 영국 DBIS(2013)는 스마트도시를 ‘스마트’ 도시의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명확
한 이미지나 비전의 ‘목표 지향적 개념’이 아닌 도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진화
(스마트)시키는 ‘수단적 개념’이라고 지적
∙ 이 관점은 ICT와 기반시설의 통합이라는 물리적 구축·활용이 높은 도시로 스마
트도시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반활동을 ‘스마트’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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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 연구(Greenfield, 2013)에서 UAE 마스다(Masdar)나 인천 송도의
Cisco식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컨텐츠
가 부족하고, 양방향 정보의 활용이 아닌 정보의 일방적 공급이며, 자원 낭비적
시스템임을 지적하여,
∙ ICT와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축이 곧 자원 효율적 ‘스마트’ 도시 개념과 연계되
지 않을 수 있음을 환기시키며, 스마트도시 정책에 도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비물리적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
□ 스마트도시의 목표는 미래도시가 추구하는 일반적 목적, 즉 사회적 삶의 질 증대,
경제적으로 생산성 높은 도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념이 확대 수렴
하고 있음
∙ 최근 다수의 국제 연구들은 스마트도시 목적을 삶의 질 향상, 환경적 지속가능
성 제고 및 도시 경쟁력 제고 등 포괄적으로 제시 (Toppeta, 2010; Barrionuevo
et al., 2012; Kourtit & Nijkamp, 2012; Kourtit et al., 2012)
∙ 세계적 IC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가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유럽도
시들이 활용하는 스마트도시 성숙도 모형 (Smart Cities Maturity Model)은 모
든 도시를 잠재적 스마트도시로 보고 스마트 성숙정도를 파악
∙ 유럽연합은 중소도시의 쇠퇴를 막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
마트도시 정책을 제시 (Caragliu et al., 2011; Caragliu & Del Bo, 2012;
Zygiaris, 2013; Marsal-Llacuna et al., 2015)
∙ EU보고서를 비롯하여 스마트도시 기본 요소로 가장 많이 인용된 Nam & Pardo
(2011) 연구는 기술적·제도적·인적 요소를 3대 요소로 제시함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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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스마트도시 기본 요소

출처: Nam & Pardo, 2011 (p. 286)

∙ Nam & Pardo (2011) 연구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제시한
연구는 다음 [표2-1]과 같으며,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스마트도시의 궁극적
목적은 도시민 삶의 질 향상, 생산성 증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로 요약됨
표 2-1 | 스마트도시에 대한 다양한 개념.
연구자 (연도)

스마트도시 개념

사회:
삶의질

경제:
생산성

환경:
지속성

Alkandari, et
al. (2012)

A city that uses a smart system characteri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infrastructure, capital, behaviours and
cultures, achieved through their integration.

X

△

X

Bakici et al.
(2013)

“Smart City implies a high-tech intensive and an advanced
city that connects people, information and city elements
using new technologies in order to create a sustainable,
greener city, competitive and innovative commerce and a
recuperating life quality with a straightforward administration
and a good maintenance system.”

○

△

○

Belissent
(2010)

A city that uses ICTs to make the critical infrastructure
components and services of a city-administration, education,
healthcare, public safety, real estate, transportation, and
utilities-more aware, interactive, and efficient.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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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삶의질

경제:
생산성

환경:
지속성

△

X

X

○

X

○

X

X

X

○

○

△

“smart cities will take advantage of communications and
sensor capabilities sewn into the cities’ infrastructures to
optimize electrical, transportation, and other logistical
operations supporting daily life,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

X

X

smart cities should do everything related to governance and
economy using new thinking paradigms and […] smart cities
are all about networks of sensors, smart devices, real time
data and ICT integration in every aspect of human life.

△

○

X

[Smart city] is not static, there is no absolute definition of a
smart city, no end point, but rather a process, or series of
steps, by which cities become more livable and resilient and,
hence, able to respond quicker to new challenges.

○

X

X

a “smart community” — a community which makes a
conscious decision to aggressively deploy technology as a
catalyst to solving its social and business needs — will
undoubtedly focus on building its high speed broadband
infrastructures, the real opportunity is in rebuilding and
renewing a sense of place, and in the process a sense of
civic pride. […] smart communities are not, at their core,
exercises in the deployment and use of technology, but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job growth, and an
increased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technological
propagation of smart communities isn’t an end in itself, but
only a means to reinventing cities for a new economy and
society with clear and compelling community benefit.

○

○

X

Giffinger et al. A city well performing in a forward-looking way in [economy,
people, governance, mobility, environment, and living], built
(2007)
on the ‘smart’ combination of endowments and activities of

○

○

○

Gonzalez and A public administration or authority that delivers or aims to a
set of new generatio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based on
Rossi (201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X

X

X

△

X

X

△

△

X

X

X

X

연구자 (연도)

스마트도시 개념

Branchi et al. the issue of smart cities, we are not just talking about
technology applied to the city and its spaces, but more
(2013)
importantly its impact on the city’s inhabitants.
“Being a smart city means using all available technology and
Barrionuevo
resources in an intelligent and coordinated manner to
et al. (2012)
develop urban centers that are at once integrated, habitable
and sustainable.”

Batty et al.
(2012)

Smart city which we define as a city in which ICT is merged
with traditional infrastructures, coordinated and integrated
using new digital technologies.

Caragliu et al. “A city is smart when investments in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traditional and modern communication
(2011)
infrastructure fuel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 high

quality of life, with a wis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through participatory governance.”

Chen (2010)

Cretu (2012)

DBIS (2013)

Eger (2001),
Eger (2009)

self-decisive, independent and aware citizens.

Hall (2000)

A city that monitors and integrates conditions of all of its
critical infrastructures, including roads, bridges, tunnels,
rail/subways, airports, seaports, communications, water,
power, even major buildings, can better optimize its
resources, plan its preventive maintenance activities, and
monitor security aspects while maximizing services to its
citizens.

Harrison et al. Smarter City is “connecting the physical infrastructure, the IT
infrastructure,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the business
(2010)
infrastructure to leverage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the city.”
Hernandez-Mu A city that represents an extraordinary rich ecosystem to
promote the generation of massive deployments of city-scale
noz et al.
applications and services for a large number of activity
(2011)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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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스마트도시 개념

사회:
삶의질

경제:
생산성

환경:
지속성

○

○

○

They are the result of knowledge-intensive and creative
Kourtit &
strategies aiming at enhancing the socio-economic, ecological,
Nijkamp (2012) logistic
and competitive performance of cities. Such smart
cities are based on a promising mix of human capital (e.g.
skilled labor force), infrastructural capital (e.g. high-tech
communication facilities), social capital (e.g. intense and
open network linkages) and entrepreneurial capital (e.g.
creative and risk-taking business activities).

Kourtit et al.
(2012)

Smart cities have a high productivity as they have a relatively
high share of highly educated people, knowledge-intensive
jobs, output-oriented planning systems, creative activities and
sustainability-oriented initiatives (see, e.g., Holland 2008;
Komninos 2008; Landry 2003; Lee et al. 2006; Torres et al.
2005; Paskaleva-Shapira 2008).

X

○

X

Lara et al.
(2016)

A community that systematically promote the overall
wellbeing for all of its members, and flexible enough to
proactively and sustainably become an increasingly better
place to live, work and play.

○

X

X

Lazaroiu &
Roscia (2012)

A city that represents the future challenge, a city model
where the technology is in service to the person and to his
economic and social life quality improvement.

○

○

X

Lombardi et
al. (2012)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 the context of future cities is often
indicated by the notion of smart city.

X

X

X

○

○

X

A smarter city infuses information into its physical
infrastructure to improve conveniences, facilitate mobility, add
efficiencies, conserve energy, improve the quality of air and
water, identify problems and fix them quickly, recover rapidly
from disasters, collect data to make better decisions, deploy
resources effectively, and share data to enable collaboration
across entities and domains.

○

○

○

Odendaal
(2003)
Partridge
(2004)

A city that capitalises on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ICTs
in promoting its prosperity and influence.

X

○

X

A city that actively embraces new technologies seeking to be
a more open society where technology makes easier for
people to have their say, gain access to services and to stay
in touch with what is happening around them, simply and
cheaply.

○

X

X

Paskaleva
(2009)

A city that takes advantages of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ICT in increasing local prosperity and competitiveness—an
approach that implies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involving multi-actor, multi-sector and multi-level perspectives

X

○

X

Piro et al.
(2014)

A city that intends as an urban environment which,
supported by pervasive ICT systems, is able to offer
advanced and innovative services to citizens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their life.

○

X

X

Rios (2008)

A city that gives inspiration, shares culture, knowledge, and
life, a city that motivates its inhabitants to create and
flourish in their own lives—it is an admired city, a vessel to
intelligence, but ultimately an incubator of empowered spaces

△

○

X

○

○

○

Marsal-Llacuna the Smart Cities initiative tries to improve urban performance
by using data,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T)
et al. (2015)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s to citizens, to monitor and
optimize existing infrastructure, to increase collaboration
amongst different economic actors and to encourage
innovative business models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Nam & Pardo
(2011)

Schaffers et al. A safe, secure environmentally green, and efficient urban
centre of the future with advanced infrastructures such as
(2012)
sensors, electronics, and networks to stimula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 high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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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개념

사회:
삶의질

경제:
생산성

환경:
지속성

Toppeta
(2010)

Smart cities are those that are combining ICT and Web 2.0
technology with other organizational, design and planning efforts
to de-materialize and speed up bureaucratic processes and help
to identify new, innovative solutions to city management
complexity, in order to improve sustainability and “livability”.

○

X

○

Washburn et
al. (2009)

The use of Smart Computing technologies to make the
critical infrastructure components and services of a city —
which include city administration, education, healthcare,
public safety, real estate, transportation, and utilities — more
intelligent, interconnected, and efficient.

△

X

X

Yigitcanlar
(2016)

An ideal form to build the sustainable cities of the 21st century,
in the case that a balanced and sustainable view on economic,
societal,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is realised.

○

○

○

Zhao (2011)

A city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including ecological,
cultural, political, institutional, social, and economic
components without leaving a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

○

○

X

○

○

연구자 (연도)

Zygiaris (2013) The term “smart city” is understood as a certain intellectual ability

that addresses several innovative socio-techn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of growth [...] These aspects lead to smart
city conceptions as “green” referring to urban infrastructure for
environment protection and reduction of CO2 emission,
“interconnected” related to revolution of broadband economy [...],
“intelligent” declaring the capacity to produce added value
information from the processing of city’s realtime data from
sensors and activators, where as the terms “innovating”,
“knowledge” cities interchangeably refer to the city’s ability to raise
innovation based on knowledgeable and creative human capital.

bold: 목적, bold with highlight: 지속가능성 관련 목적, bold Italics: 실행계획상 목적, bold blue: 수단.
출처: 본 연구 정리.

□ 스마트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ICT의 물리적 구축에서 ICT
기술·효과적인 거버넌스·혁신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변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됨
∙ 스마트도시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최근 다양한 연구들에서
ICT 기술, 효과적 거버넌스, 혁신성 등을 스마트도시의 핵심 요소로 언급
(Giffinger et al., 2007; Nam & Pardo, 2011; Dameri, 2013)
∙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Nam & Pardo (2011) 연구를 수용하여, 기술·인프라, 제도,
그리고 인적자원을 스마트도시의 3대요소로 제시 (이재용 외, 2016; 그림 2-3)
∙ 2017년 9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으로 전환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적 유비쿼터스 도시 정책이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정책범위도 확장을
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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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국내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도시 개념

출처: 이재용 외, 2016 (p.31).

□ 스마트도시의 궁극적 목적으로 도시의 경제적 번영 및 발전을 제시한 연구가 많이
있으나 그수단과방안에 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 빈약함
∙ [표2-1]의 스마트도시 개념을 제시한 연구(35개) 중 거의 절반(16개)이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생산성 증대를 명시하고 있음 (Eger, 2001;2009; Odendaal, 2003;
Giffinger et al., 2007; Rios, 2008; Paskaleva, 2009; Caragliu et al., 2011; Nam & Pardo,
2011; Zhao, 2011; Cretu, 2012; Kourtit & Nijkamp, 2012; Lazaroiu & Roscia, 2012;
Schaffers et al., 2012; Zygiaris, 2013; Marsal-Llacuna et al., 2015; Yigitcanlar, 2016)
∙ 하지만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
시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국내 스마트도시법에서도 도시 경쟁력 증대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수단을
U-City 계획에서 추진해 온 도시기반시설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도
시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도시를 4차산업혁명을 추동하고 지원
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연계하는데 한계가 따름
※ 스마트도시법에서 스마트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
한 도시”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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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스마트도시 추진방향과 과제
□ 현 정부는 10여년의 스마트도시 정책 적용 경험을 반영하고 선진국의 스마트도시
정책과 전략을 수용하여 스마트도시를 도시혁신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으로 개념을 확장시킴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현 정부의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1.29.)’에 혁신산업생태계 조성,
시민참여 및 성과확산 전략에 관한 내용이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그림 2-4)
□ 스마트 도시 추진 방향은 신규개발, 도시 운영, 노후 쇠퇴 등 도시 발전 3단계에 따라
특성화된전략을 제시함
□ (노후·쇠퇴 단계)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 사업을 융합하여 요구되는 도시서비스
별 스마트기술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데이터기반 시민 참여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목적임
그림 2-4 | 현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핵심내용

출처: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내용 저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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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단계 전략) 도시로 이미 형성된 지역에 대한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확산모형, 확산
을위한지자체 역량강화, 정보공유 및네트워크조성지원 정책으로구분
∙ 확산모형 조성은 ①도시 문제 해결형과, ②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하여 도시
정보의 생산·관리·공유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 경제활동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스마
트 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특성화 가능구역의 지원방안을 마련
∙ 지자체 역량강화는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를 평가·선정
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고도화하는 전략이며,
∙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하고, 중앙정부는 효과적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중계자 역할을 수행
□ (과제) 경제활동 집적지 중 어떤 사업·산업을 특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며, 성과확산 과정에 우수 도시의 성과를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 스마트도시
를 목표로 하는 도시의 현황과 성공사례 도시의 인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매칭전략
검토도 필요함
∙ 테마형 특화단지 전략은 상업지역·시장·대학주변·문화거리 등의 경제활동 중심지
를 대상을 특화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주도가 아닌 시민과 지역 민간기업
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 지역 맞춤형 산업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방안이나, 다양한
우수사례에 대한 지역 특성과 산업 및 인구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특정
사례를 롤모델로 하고자 하는 도시의 특성과 매칭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다시말해 성공한 스마트도시 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동일
한 사례를 새로운 도시에 적용하려고 할 때, 성공한 도시의 사회적 인적 자본의
구성이 새로운 도시의 특성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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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조성 전략)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혁신도시 등 신도시 중심의 지역거점 육성 정책
으로구분
∙ 국가시범도시 조성은 ①4차산업혁명의 기술개발과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신기술
테스트 베드, ②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운영, ③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의 민간기업과 시민주도 정책으로 구분됨
∙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개방(Open API)하여 필요에 따라 기업과 시민이 쉽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유도
∙ 도시계획 초기부터 민간 기업이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지역거점 조성 정책은 혁신도시처럼 이미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의 거점에 이머
징 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하는 정책임
□ (과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효과적인 이머징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거점 정책은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지역
민의 인적·사회적 자본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공공주도의 Top-down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민간기업
과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사회변화에 따른 이머징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스타트업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나,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필요한 실정임
∙ 지역거점 육성 방안의 사례로 나주의 에너지 산업과 김천의 스마트 교통 특화
근거는 각각 한국전력본사와 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의 입주임
∙ 물론 이전기관의 지식이나 아이디어로 효과적인 지역의 특화전략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유럽의 스마트특화전략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혁신시스템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은 지역 거주자의 능력, 지역 기업의 비교
우위,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반영하지 않은 한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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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제4차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스마트도시
□ 정부의제4차산업혁명대응공간계획은스마트도시*를통해도시기능효율화맟사회문제
해결의혁신플랫폼표현하고있으며, 이를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는전략을제시함
∙ 4차산업혁명위원회(제2차 회의)에서 정부 21개 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17.11.30.)’은 스마트도
시 확산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p.22-23)에서는 ‘스마트도시’라는 용어 대신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 과기정통부(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방부,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 (과제) 혁신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명확
하지 않고, 신도시 건설을 통해 어떻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논리적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방안이 모호함
∙ 스마트도시재생이나 스마트 건설, 스마트 홈 등에 대한 정책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시범사업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부지에 첨단스마트시티를 신
규로 조정하는 정책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이해됨
∙ U-City정책과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U-City
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신도시개발 방식에 오히려 대규모
재원과 기술을 투자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국내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 유명무실해지고
폐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신도시개발 중심의 개발 정책은 국내 도시계획의 롤
모델이 되기 어려움
∙ (해외) 신도시형 첨단스마트도시 개발은 국내 시민 보다는 해외진출의 수단일
수 있으나, 인구감소나 사생활보호에 민감한 선진국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
일 수 있고, 인건비가 기술비용에 비해 저렴한 저개발국가에게는 초기투자비용
이 과도하게 비싸, 국 내·외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지 모호한 상황임
□ 스마트도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수요자의기대치을 반영한도시정책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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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관점의 스마트도시
□ 앞 절에서 요약한 것처럼, 국가에서 추진하는 제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
로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는 현재 부족하며, 스마트도시 개념에서 제시하는 생산성
높은 도시를 위한 구체적 수단 및 방법 등의 전략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 모두 부족함

1) 경제적 측면의 해외 스마트도시 연구
□ 일부 해외 연구들은 스마트도시의 주요 수단인 ICT의 물리적 구축이 도시의 생산성
이나 경제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부 유럽 사례를 통해 계량적
으로 증명하였으나, ICT 확충 이외에 지역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 소프트한 인
프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스마트도시의 생산성 혹은 도시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스마트도
시의 일반적 수단인 ICT 인프라 확충이 지역의 노동생산성 향상(Lovric, 2012)
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Caragliu & Del Bo, 2012; Angelidou, 2015; 2016)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
∙ ICT와 공간구조(urban form)의 관계에 대한 Audirac (2005)의 연구에서 ICT가
공간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증하면서 ICT의 집적이 도시의 효용을 높
이며 지식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Ed Glaeser를 비롯한 다수의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주장
∙ 하지만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 연구들은 도시의 경제성장을 위해 ICT는 필
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효과적인 도시의 성장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도시의 필요성
을 언급한 Caragliu et al. (2011)의 연구는 Hollands (2008)의 연구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해 비판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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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27개국 265개 도시의 urban audit data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인적·사회적
자본과 전통(교통) 및 현대(ICT)적 도시 인프라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참여적 거
버넌스를 통해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높
은 삶의 질을 가진 스마트도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음
∙ Lovric (2012)는 ICT 인프라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 분석하기 위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자본, 노동 이외에 ICT 항목을 넣어 모델을 확장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간 유럽 25개국 데이터로 동적패널분석을 함
∙ 분석결과 ICT는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ICT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는 저개발 국가군(developing, 14개)이
선진국 군(developed, 11개)에 비해 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개발지역의 경
우 ICT 인프라 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저개발국가일수록 ICT 투자 보다는 노동자의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인
적자본 향상의 영향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수용할 수 있어 생산성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스마트도시의 경제적 성장에 ICT 확충과 함께 인적
자본도 함께 고려되어야할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함
□ 특히 Caragliu & Del Bo (2012)와 Angelidou (2016) 연구는 스마트도시의 경제적
발전과생산성향상을위한수단으로지역의인적·사회적자본을 반영한 장소기반정책인
스마트 특화전략 (Research &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zation;
RIS3; S3)의필요성을언급함
∙ Caragliu & Del Bo (2012)는 ICT 인프라 투자, 전통적 도시인프라 투자,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 여러 요소들 중 경제적 지속가능성, 삶의 질 증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유럽 14개국 94개 도시(1999년
-2006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유럽 내 경제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딘 주변부 도시들은 ICT로 대표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지표와 도시의 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였으나 예외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도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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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미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의 주요도시들도 스마트도시 지표와 도시의
부는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함
∙ 이를 해석하면, 스마트도시 지표와 도시의 부라는 두 요소가 동시에 높은 경우
스마트도시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하는 특성이 나타나, 신고전 경제학에서 설명
하는 자본의 한계생산체감법칙과 모순* 된다고 묘사 함
∙ 이러한 계량적 결과에 대한 Caragliu와 Del Bo는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도시 간 공간적 차별(spatial disparities)을 줄이는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스마트
특화(smart specialization)로 설명되는 지역 역량을 반영한 장소기반(place-based
policies) 정책이 목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함
∙ 즉, 스마트한 도시의 특성은 지역별로 차이(uneven)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
히려 지역 간 차이를 강화할 때 궁극적 목적인 지역 쇠퇴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석함
∙ Angelidou (2016)의 연구는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 성장을 위해 스마트
특화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 또 다른 연구로,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런던 및
스톡홀름 등 4개 도시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효과를 비교 분석함
∙ Angelidou (2016)는 스마트도시의 변화와 핵심적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함
1) 도시 정보를 축적․관리․재생산하기 위해 ICT와 같은 기술이 주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정보의 도움을 받음
2) 지식의 생성과 확산, 시민의 참여 확대,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혁신
등을 통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개선을 유도

* 다음 페이지의 ｢도시의 경제적 성장이론과 논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으나, Caragliu & Del Bo
(2012)의 지적은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을 대표하는 Solow-Swan 모형은 한계생산체감과 기술
진보율이 같다는 가정으로 국가 간 성장 격차가 감소하려 동일하게 수렴(convergence hypothesis)할
것이라는 이론과 실증분석 간의 차이를 언급한 것으로 결국 내생적 성장이론을 지지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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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도시 운동(smart city movement)이 기업가의 기민성, 투자 유치, 창업
등 사업(business) 부문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음
4) 스마트시티의 핵심 아이디어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좋은 사례를 확산
하며, 생산기반 다변화와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나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시킴
∙ 네 특징 중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에 관한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가 자본을 끌어들이고 사업을 선도하는 도시개발이며 사업 친화적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는 기업이 (지역여건에) 알맞고, 혁신적이며,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상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개함
∙ 특히 이러한 공간을 위해 각 도시의 사업 및 산업의 현재 부문과 새로운 부문
간의 기회를 검토하고 새로운 활동을 실험하여 미래 지역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유럽의 스마트특화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함

2) 도시의 경제적 성장이론과 논쟁
□ 스마트특화전략 이외에 제4차산업혁명 대응형 공간발전 전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과학연구들의도시성장 이론을검토할필요가 있음
∙ 앞서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도시이며
해외 연구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여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는 스마트 특화전략을 그 수단으로 제시함
∙ 하지만 1970년대 Walter Isard에 의해 지역과학(regional science)이 학문 분야
로 체계화되며 도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성장 전략 등에 관해 다양한
이론과 연구로 발전하고 있어, 제4차산업혁명 대응형 스마트도시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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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경제학 영역에서 신고전학적 성장이론의 문제점을 내생적 성장이론이 대체
하면서, 상대적으로 늦게 학문체계로 자리잡은 지역과학 연구에서는 초기 기술변화에
따른 도시 및 지역의 생산성 증대 및 경제성장을 주로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설명함
∙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neoclassical economic growth)은 주류 경제학의 핵심 이론으
로 Robert Solow와 Trevor Swan에 의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 노동 및 인구성장,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으로 설명한 이론
∙ 특히 Solow의 ｢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기여(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1956)｣ 연구는 미국의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이 투자와 저축에
따른 자본축적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하여 신고전적 거시경제학 이론의 기반이 됨
∙ Solow와 Swan의 모형은 초기의 빠른 경제 성장과 장기적으로 성장률의 둔화과
정을 1인당 자본량 증가에 따른 1인당 생산량 증가 효과가 축적된 자본이 커질
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한계생산체감으로 잘 설명함
∙ 이 이론을 국가 간 경제 성장으로 설명하면, 한계생산체감에 따라 선진국의 성장률
은 점점 감소하여 거의 0이 되지만 자본축적을 시작한 저개발국가의 초기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의 성장 정도가 동일하게 수렴(convergence
hypothesis)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 William Baumol의 ｢생산성 성장, 수렴, 그리고 후생: 장기 데이터 의미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what the long-run data show, 1986)｣ 연구로
Solow의 신고전적 성장이론의 의미가 논리적으로 국가 간 성장 수렴현상으로 해석
된다고 주장하며 경제학계에서 성장논쟁이 가시화 됨
∙ 비록 Baumol의 연구와 경제학계 내에서의 논쟁은 주로 국가 간 성장이 장기적으로
격차없이 수렴할 것인가에 주목하였으나, 동일한 논쟁을 도시 간 혹은 지역 간 성장
으로 치환하면 지역격차 혹은 도시별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동일하게 수렴하여
차별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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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w 이론에서 기술진보는 생산-소비모형 기제에 내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
닌 외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외생변수)함
∙ 즉 Solow의 신고전적 성장론은 요소의 이동성,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국가 및 지
역의 동질성 등의 가정아래 장기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도시 및 지역은
자연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론
∙ 하지만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간 차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경제지
표와 실증연구로 그 격차가 심화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도시와 지역 경제변화도 대도시들은 규모의 경제 혹은 집적효과 (agglomeration
effect)로 인해 부유한 도시들과 낙후한 도시 간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 Paul Romer와 Robert Lucas는 Solow 모형이 기술 변화를 외생변수 고려한 것과 달리
기술을 추동하는 지식(knowledge)과 인적 자본(human capital) 등에 따라 생산성이
한계 체증하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제시함 (Romer,
1986; Lucas, 1988)
∙ 지식(knowledge)을 비경합성(non-rival)과 비배제성(non-excludable)을 가진 공공
재로 보아, 지식을 쉽게 전파(spillover)할 수 있고 교육, 학습 등으로 축적한 인적 자
본은 후대에 쉽게 전파(inherited)할 수 있다는 자연적 외부효과(natural externality)
로 설명함
∙ Solow가 지식이나 인적 자본을 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달리, Romer나 Lucas는
지식확산, 학습의 파급효과, 인적자본, 이에 따른 기술진보 등의 외부효과를 내생변
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지식과 인적자본이 누적되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저개발국
가 간 격차심화 현상을 설명함
□ 도시의성장을 동종산업의 클러스터 효과로 설명하는 Marshallian 외부효과
∙ Romer와 Lucas가 제시한 지식과 인적자본의 외부효과 효시는 Marshall(1890)의 연
구로 Arrow(1962)의 연구와 함께 지식 전파와 노동력 공유(shared human capital)
가 특정 지역에 집적되는 기제를 설명하는 핵심 이론으로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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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hall (1890), Arrow (1962), Romer (1982)가 제시한 외부효과는 이후 Henderson
(2003), Krugman (1991), Rosenthal & Strange (2003)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
한 도시, 다양한 상황에서 Marshall의 관점을 실증적으로 검토 검증하면서
Marshallian 외부효과(Externality) 혹은 초기 세 연구자의 이니셜로 MAR 이론이
라고 명명되게 됨
∙ MAR 모형은 지식 기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설명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 혹은 산업간 연계관계가 있는 경우 더 집적하는지
설명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러한 외부효과를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로
설명
∙ 동일한 산업이 근거리에 집적할 경우 관심있는 지식의 전파가 용이하고 인근 회사
상황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해고된 노동력을 주변 회사가 쉽게 활용(노동 풀링)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투자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성장을 설명
∙ 이러한 분석과 논의를 수용하여 2000년대 초반 도시 및 지역의 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특화(specialization)하는 지역혁신체제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정책과 산업단지 혹은 산업클러스터 조성 정책의 기반이 됨
□ 도시성장 요인으로도시규모의 경제와다양성(diversity)의Jacobian 외부효과
∙ 한편 Jane Jacobs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과 ｢도시의 경제(the economy of cities, 1969)｣에서 도시 경쟁력은 다양성을
통해 확보된다고 주장함
∙ 자동차 중심의 배타적 토지이용계획을 추동한 모더니즘 도시를 비판하며, 전통도
시가 갖고 있었던 역사 및 지역특색의 장점을 다양성이 가진 가능성으로 설명하며
다양성을 가진 공간이 도시 활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사례로 제시함
∙ 도시의 다양성이 도시성장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Jacobs의 이름을 넣어
Jacobian 외부효과로 명명하고 지역화 경제와 대비되는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cs)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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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obian 외부효과는 특정한 산업의 클러스터 효과를 설명하는 Marshallian 외부
효과와 달리 다양한 산업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설명한 것임
∙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집적할 경우 비록 고유한 기업이 가진 노하우의
공유를 통한 집적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경우 은행, 보험, 인쇄, 운송 등
유사한 도시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공공서비스로 대중교통, 경찰, 소방 등을 필요로
하여 공동이용에 따른 편익이 발생함
∙ 게다가 상이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도시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업무가
다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 기업들이 집적한 공간에서 탐색비용과 이동
비용을 낮춰 노동풀링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그리고 동종산업 간 지식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종류가 다른 산업간에도 지식은 전파
될 수 있어 정보공유로 인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산업혹은 기업간경쟁에 따른도시성장: Porterian 외부효과
∙ 주로 도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도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주로 산업특화를 통한
Marshallian 외부효과와 다양성 기반의 Jacobian 외부효과로 양분되어 왔으나,
∙ Glaeser et al.(1992)가 ｢도시의 성장(growth in cities, 1992)｣연구에서 도시 성장에 미친
영향을 Marshallian과 Jacobian 외부 효과 이외에 경영학자인 Michael Porter의 기업간
경쟁에 따른 외부효과를 추가하면서 이후 다양한 학자들의 실증 연구에서 기업간 경쟁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며 Porterian 외부효과로 명명되기 시작함
∙ Porter는 현대 경영학에서 경쟁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산업구조 분석, 상대 경
쟁자 분석, 그리고 전략적 포지셔닝의 모든 전략에 경쟁 요소를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
으며, Edward Glaeser는 Porter의 이러한 시각을 수용하여 주변 기업간 경쟁이 기업에
긍정적 외부효과로 작용한다고 보고 분석함 (Porter, 1990; 1994; 2000)
□ 제4차산업혁명과 Jacobian 외부효과
∙ Glaeser는 분석에서 Marshallian, Jacobian, Porterian의 외부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Jacobian 외부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내고 있음 (Glaeser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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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어메너티(comsumption amenity)가 높은 도시를 경쟁력으로 본 Glaeser의 관점은 새
롭게 부상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시 성장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단초가 됨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우 다부문간 연계(multidisciplinary)가 ICT라는 기술의 발달로
더 쉽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Jacobian 외부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도시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3) 경제적 관점의 스마트도시: 도시산업구조 전환 대응
□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 대응형 효과적인 공간정책이나,
이를 위한 수단으로 ICT 부문의 투자 이외의 구체적인 방안 및 정책은 아직까지 구체
화되지는 않아 이를 위한 정책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국 내·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정보화·지능화
를 통한 경제·사회 구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성장을 유도하려는 혁신성장이 화
두가 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산업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공
간전략 (스마트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앞서 소개한 것처럼,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는 효과적으로 제 4차 산업
혁명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혁신주도 성장(innovation-driven growth)을 지원
하는 공간 혹은 장소정책이 그 핵심임
∙ 혁신성장은 현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
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변화 대응 등 산업 중심의 전략과 방향은
정립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간·장소 전략으로 구체화되지 않음
∙ [표2-1]의 스마트도시 개념 다수가 경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발전 및 생산성 향
상 등을 스마트도시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개념이나 연구 내용 상
ICT부문의 투자 이 외에 어떻게 도시 경제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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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부 해외 연구에서 제시한 수단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맞게 산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해외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ICT 부문의 투자는 노동 생산성 증대에 대해 전반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기나 지역별 그리고 산업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국내 상황에 맞는 분석이 추가로 필요함
∙ 1990년대 중반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당시에는 IT 산업의 발달이 어떻게 노동 효
율성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Blinder (1997)와 Krugman (1997) 등은 정보통신기술이 노동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전체 경제구조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함
∙ Oliner & Sichel (2000)의 연구에서도 1990년대 후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기
술 발달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급격한 성장은
컴퓨터, 반도체 등 IT 산업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Bailey & Lawrence (2001)는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개선을 확인하였으며, 2003년 OECD 보고서에서 14개 국가의 정보통신기
술의 투자와 생산성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함
∙ 앞서 소개한 유럽 연구들에서도 ICT 투자가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ICT 투자가 생산성 증대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결
론을 냄
∙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제4차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보육(incubation)하고 기업의 성장이나 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추
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국내에서는 도시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온
U-City 정책을 2008 년 이후 다양한 도시에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정책도 U-City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어, 경제적 측면
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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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p.17)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법률 정비와 함께 2009년부
터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화성, 용인과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지자체 단위의 U-City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며,
∙ 국토교통부 주도의 U-City 시범도시사업, 행정안전부 (구. 안전행정부) 주도의
U-City기반조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미래창조과학부) 주도의 U-서비
스 지원사업과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도의 물리적
구축사업인 U-City건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U-City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특히 U-City 정책에 따른 도시 경쟁력이나 기업의 생존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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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스마트도시정책이이머징기업생존에미친영향
1. 경제적 경쟁력 측면의 스마트도시 정책효과분석 필요성
□ 앞 장의 ICT관련 정책과 도시 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문헌검토를 통해, 스마트도시의 경
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는 전략 연구는 부족함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 국내의 법적 스마트도시 정의에 스마트도시 경쟁
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대응형 공간전략으로
스마트도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시 경쟁력 정책과 관련된 스마
트도시 전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앞 장에서 확인함
∙ 유럽의 일부 연구들은 도시의 산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도
시 경쟁력 측면의 수단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스마트 특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 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스마트 특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것이 특정 공간경계 내 투자할 산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식이므로 동일 산업군을 특화하여 Marshallian
외부효과(knowledge spillovers)를 유도하는 전략의 발전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앞 장의 문헌검토에서 확인한 것처럼, 최근 지역과학 연구들은 도시 경
쟁력을 위해 특정 산업을 특화하기 보다는 지역 내 다종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
켜 Jacobian 외부효과(diversity effects)를 유도하는 전략이 도시 및 지역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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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가장 밀접한 공간정책으로 지난 약 10년간 U-City
정책과 스마트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도시 경쟁력에 미친 효과분석은 전무함
∙ 스마트도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그림2-1]에서 제시된 기존
U-City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바람직하나, 스마트도시
정책이 추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이라는 기조와 상반되게 U-City나 스마트도
시 관련 공개된 데이터나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움
∙ 본 장에서는 대다수 스타트업 기업이 속한 새롭게 부상하는 5대 이머징 산업
(emerging industry)의 생존에 스마트도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고, 추가적으로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이 이머징 산업 생존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향후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 성장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이머징 산업과 기(旣)형성 산업
□ 이머징 산업에 속한 스타트업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역 일자리가 증가하고 혁
신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 내 이머징 산업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생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정책적 지원의 필요함
∙ 이머징 산업에 속한 산업 종류는 시기별·지역별로 변하며 차이가 있으나, 보통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있으나 신생기업이며 새로운 산업·사업
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 Haltiwanger et al. (2012)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기업이 2010년 기준 약 230
만에 해당하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으며, 민간 영역에서만 180만을 초과한 것
으로 제시하여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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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신설법인 수는 2015년 1/4분기 기준 22,652개로 이
는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스타트업기업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 33,289개
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 (벤처기업협회, 2017)
∙ 하지만 해외 여러 연구에서 스타트업 기업 절반이 5년 내 폐업하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으며 (Aldrich & Ruef, 2006; Bates & Nucci, 1990), 국내 현황도 창업 후
1년 생존률은 70% 대 내외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수행·최창옥,
2014)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ICT, 신재생 등 새로운 산업부문
(이머징 산업)의 부상을 반영한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등의 창업 지원과 지역별로
기(旣) 형성된 산업의 경쟁력과 장점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도시나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새롭게 부상하는 이머징 산업과 스타트업 기
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간적 차원의 산업발전
전략 상 신규 기업지원 보다는 지역의 기존 기업에 대한 특화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일 수 있음(EU,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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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머징 산업과 기(旣) 산업 분류
□ 이머징 산업은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의미하며, 국가별로 이머징 산업을
분류한 요소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제약, 신소재, 신재생 산업
등 유사한 요소를 이머징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앞서 소개한 것처럼, EU 산하의 ECO가 제시하는 이머징 산업은 국내에서 주안
점으로 두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바이오제약, 창
조산업, 의료장비산업, 등 10개 부문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바이오약제(biopharmaceuticals), 디지털 산업(digital industries),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ies), 의료 장비(medical devices), 환경산업(environmental
industries), 이동기술(mobility technologies), 진화된 포장산업(advanced packaging),
체험 산업(experience industries), 물 관련 산업 (blue growth industries), 물류 서비스
(logistical services) 등임
∙ 중국도 전략적 이머징 산업을 1)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 2) 차세대 IT산업,
3) 바이오산업, 4) 최첨단 장비제조산업, 5) 신재생 에너지 산업, 6) 신소재 산업,
7)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7개로 정의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5대 신산업인 ICT 제조 융합, 바
이오헬스, 고급소비재, 신소재,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등을 이머징 산업으로 분류함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급소비재와 신소재 대신 전기·자율주행차와 반도체·디스
플레이를 넣고 ICT 제조 융합 대신 ICT 가전으로 신산업 5대 부문을 조정하여, 신
산업 중 정보통신관련 산업부문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나,
∙ 아직까지 전환된 신산업 5대부문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5 digit)나
품목분류(8 digit)으로 구분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2016) 연구에서 분류한 기존 5대 신산업을 이머징 산업으로 정의함
∙ 아래 [표 3-1]에서 개략적인 분류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은미(2016) 연
구에서 제9차 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한 신산업 분류를 2017년 초에 개정된 제10
차 표준산업분류로 재조정하여, [부록2]에서 제10차 표준산업분류체계 상 세세
분류와 품목분류를 정리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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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5대 이머징 산업 분류.
분류1
ICT 융합

분류2
무인이동체

분류3
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카
스마트전자

스마트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전자

스마트홈
3D 프린팅
지능형 가공 시스템

바이오 헬스

고급소비재

신소재

ICT 융합 기반 산업

지능형 기계
ICT 융합 기반 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생산시스템

바이오생산시스템

농수산식품
화장품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탄소소재

생활/유아용품
탄소섬유
인조흑연

비철금속 소재

타이타늄
마그네슘

고분자 소재

폴리케톤
슈퍼섬유소재
코팅제 특수도료

에너지 신산업

세라믹 섬유소재

세라믹 파이버

에너지 프로슈머

마이크로 그리드
수요자원시장

전기차

전기차
미래형자동차 인프라 서비스

저탄소발전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빌딩/친환경에너지 타운

초임계 발전시스템
ESS
초고압직류송배전
에너지 신산업 기반산업

친환경 냉매
미활용열
기타 기반산업

* 출처: 정은미 외(2016). ｢5대 신산업 산업분류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분류한 5대 신산업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digit 코드에 맞게 재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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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산업과 별개로 분석 지역의 현재 산업 특화정도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기존 산
업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3-2]와 같이 분석단위지역의
현재 산업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10차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함께 활용함

표 3-2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10차산업분류
(대분류)

항 목 명

A

농업·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출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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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머징 산업의 생존분석
1) 모형으로 생존분석을 선택한 이유
□ 본연구에서이머징산업의생존을지역의경제적경쟁력을파악하기위한수단으로본이
유는다수지역의산업구조가이머징산업으로재편되고있으나폐업위험이가장높은산
업군이므로창업지원전략보다보육정책이현재지역의경제적경쟁력을좌우하기때문
∙ 이수행·최창옥(2014)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소요기간이 2012년 기준 7일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으며, 행정규제와 조세부담 등의 창업부담이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 게다가 최근 엔젤투자,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 다양하게 분산되
어 있는 스타트업 투자 자본이 “혁신자본”으로 수렴하면서, 스타트업 초기투자에서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나 M&A (Mergers & Acquisitions)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황유진·이민화, 2016)
∙ 특히 ICT, 신소재, 바이오·헬스,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 부문들이 급격
히 성장함에 따라, 관련 중소규모의 스타트업 기업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등 이머징산업 부상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타트업 기업 절반이 5년 내 폐업하며
(Aldrich & Ruef, 2006; Bates & Nucci, 1990), 국내 현황도 창업 후 1년 생존률은
70% 대 내외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수행·최창옥, 2014)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이머징 산업이나 젊은 기업인의 참여가 높은 스타트업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와 새로운 부문 개척이라는 어려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주
로 업종에 관계없이 창업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만 펼쳤지,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이나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임
∙ 창업률이 높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분류한 이머징 산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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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률은 지역 경쟁력의 주요지표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머징 산업의 생
존을 주요 변수로 활용함

2) 분석 모형 (비-비례 Cox 위험모형)
□ 생존분석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Cox의 비-비례 위험모형에서 발전한 시간가변적
요소(time-varying elements)를 고려한 비-비례 Cox 위험모형(non-proportional
cox hazard model)을활용함
∙ 생존 분석은 특정 이벤트(사상: event)까지 걸린 시간을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로 모형화한 통계 분석
∙ 초기 의학 분야에서 사망(termination)에 이르게 된 시간에 영향을 준 요소를 분
석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기업의 도산(failure), 고
객유지기간 (customer retention time), 재수감(re-imprisonment), 실업기간(months
in unemployment) 등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됨
∙ 생존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구간 중도절단된 자료(censored data)를 통계적 기법
으로 분석하는 것 (그림 3-1)
그림 3-1 | 생존모형의 중도절단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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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분석은 이벤트까지 걸린 시간을 종속변수로 두는 분석이나,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석을 시작한 시점(measurement start)과 종료(end)한 시점이
있다고 할 때, 표본 중 Type 1부터 Type 3까지는 정확한 시간이 관측가능하나
Type 4와 Type 5 경우는 관측된 시간이 부정확(관측 불가능)함
∙ 본 연구는 기업의 생존을 분석한 것으로, 폐업한 경우를 이벤트로 정의한 것으
로 자료에는 기업의 설립일이 존재하여 Type 4의 중도절단 경우는 없으나, 관측
시작과 종료 기간 중 폐업이 확인되지 않은 Type 5의 중도절단 경우는 상당히
많아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활용할 수 없음
∙ 생존분석은 하나의 이벤트가 종료되기 걸린 시간을 확률변수 T 분포로 보고, T
의 분포함수 F(t)를 추정한다고 할 때, 생존률S(t)는 다음과 같음
      ≥  

∙ 예를들어 월단위 분석에서 분석시작 시점부터 5개월간 기업이 폐업하지 않을
확률은 S(5)=P(T≥5)로 표현할 수 있음
∙ 하지만 생존분석은 기업이 폐업할 확률로 주로 분석을 하는데 이를 위험함수
(hazard function, 혹은 위험률(hazard ratio): h(t))로 표현함
  
    
  

이때, f(t)는 T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로 누적밀도함수
(cumulative density function, F)를 미분한 값
     ′   으로,

생존률 S(t) = 1 – F(t)로 정의하면,




     ln    ,    exp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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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간 가변적 비-비례모형의 초기 모형인 단순한 Cox의 비례
모형을 살펴보면, 생존시간에 대해 분포가정을 하지 않아 비모수적 분석의 특성
을 갖고 있으나 모형을 기반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한 모수적 분석이 섞여있어 주
로 준모수적 분석으로 정의함
∙ 단순 Cox 비례모형은 t시점의 log 위험함수를 여러 독립변수의 선형식으로 표
현함
만약 k개 독립변수가 있는 Cox 모형에 i번째 표본의 독립변수 값이
′     ⋯  이며,

회귀계수가
        ⋯   라고 할 때,

특정 시점(t)에서 표본의 위험함수는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 h0)
에 비례한다고 가정함
    exp ′  
   exp             ⋯    

 

   exp 



  

이때  는 i번째 표본의 k번째 변수에 대한 공변량(독립변수) 임
  

  이며,

즉,   exp
  




 

  

 

이때 두 표본 i 와 j 의 위험률은   exp
  










   임

두 표본 간 위험함수 즉 위험률은 공변량 차이에만 비례할 뿐, 시간변수와 무관하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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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Cox 비례모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간 가변적 요소를 포함하며, 기존
의 비례가 시간 요소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하여 비-비례 Cox 위험모형으로 명
명되며, 그 위험률을 기저위험과 관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exp

  

      


 



 

이때,     는 종속변화의 시간과 무관하게 시간 변화에 따라 위험률에 영향을
주는 시간가변적 공변량을 의미함
이를 두 표본 i, j로 표현하면
 
 exp

 

 






  

 








  임

□ 본 연구의 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요소를 고려한 비-비례 Cox 위험모형을 선택한 이유
는 기업의 폐업은 공간정책의 요소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경
기, 경제활동참가율, GRDP, 최저임금상승률 등 시계열적 특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
할수있어 이러한 요소를 통제해야 정확한 공간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임

3) 분석 자료 및 모형
□ 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를 기반으로 전국의 2013년 이후 창업한 5
대 이머징 산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5년간 월단위 분석(time-varying)을 위해,
다양한 시계열 변화자료, 스마트도시 정책 위치정보, 공간특성, 지역별 Marshallian
및Jacobian 외부효과등을 추가(merge)하여 분석함
∙ 한국기업데이터는 전국 개별 기업 단위(firm level) 자료로, 기업의 위치(주소), 창업
시기, 폐업시기, 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정보, 영업이익, 시기별 특허출원 여부 등의 정
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함
∙ 이머징산업은 제10차 산업분류의 세세분류(5-digit)정보를 활용하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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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생존분석 분석시기 (2013년 1월 - 2017년 12월, 월 단위 분석).

∙ 스마트도시 정책은 기업 주소의 좌표값을 활용하여 1) 지자체의 유비쿼터스 도
시계획 유무, 2) U-시범도시 사업, 3) U-City 건설사업 지역 중 준공된 지역을 정
확한 시기와 지역을 검토하여 분석에 활용함
∙ 지자체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서울의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로 계획을 수립
하였고, 그 이외 지역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수립하여 이를 반영한 공간정보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U-시범도시 사업의 경우 지자체 수준 이하의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어
려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서울은 기초지자체, 그 외 지역은 광역
지자체 정보를 기반으로 시기별 사업 유무를 변수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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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ty 건설사업의 경우 준공시기를 기준으로 준공이후를 더미화하여 변수로
활용했으며, [그림 3-2]는 서울 주변 수도권에 대한 예시를 보여줌
∙ U-City 건설사업은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대부분 도시의 외곽에 건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스마트도시 정책의 대리변수로 동단위 CCTV 설치밀도, Fab Lab으로부터 거리
등을 검토함
∙ 이머징 산업의 경기를 통제하기 위해 월단위 코스닥(Kosdaq) 정보, 월별 최저임
금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월별·지자체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도별 GRDP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에 넣음
∙ 지역의 인구 및 사회구조 변수로 인구밀도, 고용밀도, 연도별 동단위 대졸이상
인구비율 등을 포함
∙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분석은 Jacobian 외부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entropy
index를 활용하였고, Marshallian 외부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 산업 중 LQ
(location quotient)값이 가장 높은 산업과 매칭여부를 변수로 활용함

  ln   



이때 entropy index는   ×    ,




ln  





pi: 각 산업별 비율(%), k: 산업분류 총 수 (대분류:21개+이머징 산업:5개)
지역 산업의 사업체수

지역 전체 사업체수
LQij는  임
전국 산업의 사업체수

전국 전체 사업체 수

∙ 추가적으로 CBD 및 Subcenter 여부, CBD 및 Subcenter로부터 거리, 인구 및 고
용중심 centrality, 인구 및 고용 중심의 concentration, polycentricity 등 지역공
간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함

*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 도시의 CBD와 Subcenter를 정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수준(regional level)의 공간구조인 centrality, concentration,polycentricity
지표를 포함함. 각 지표의 정의와 산식은 Lee & Lee (2014)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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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U-City 건설사업 지역 (수도권 사례).

출처: 본 연구. 범례: 검은색 – 국토 경계, 푸른색 – 광역지자체 경계, 붉은색 – U-city건설사업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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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모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스마트도시 정책(SC)으로 지자체의 U-City 정책여부, U-시범도시사업 여부, U건설사업 여부, 동단위 CCTV밀도, Fab Lab(fabrication laboratory)에서의 거리
등을 변수로 고려함
∙ 산업정책지표는 Jacobian 외부효과인 도시화경제를 확인하기 위해 entropy
index를 이용하였고, Marshallian 외부효과인 지역화경제를 확인하기 위해 LQ
값을 활용함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 정책과 산업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각의 상호작용 변수를 독립변수로 검토함
∙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도시공간구조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
적으로 공간구조(centrality, concentration, polycentricity, CBD 및 Subcenter로
부터 거리 등) 효과를 검토함
∙ 지역특성 변수로 각 시기별·지자체별 경제활동참가비율이나 GRDP를 확인하였
고,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대리변수로 동단위 대졸이상 인구비율(Edu)을
활용하였으나 사회적 자본을 변수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이 외에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KOSDAQ, 최저임금상승률, 소비자물
가지수 등의 거시변수와 사업주의 나이, 특허출원 여부 등 개별 기업의 특성을
포함하여 시계열 변화에 따른 효과를 통제한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 산업정책
과의 시너지, 공간전략 등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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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와 해석
□ (스마트도시 정책) 지자체 단위의 U-City계획 및 U-시범도시사업은 이머징기업 생
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U-건설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머징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표3-3의 모형 1, 2, 3)
∙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지자체 단위의 U-City계획이
장기계획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이머징 기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며, 시범도시사업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 지역의 신생기업 생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 다른 해석은 U-City계획 및 시범도시사업의 공간 범위를 두루뭉술하게 광역
지자체 단위로 생산하여 실제로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문
제가 있음
∙ 보통 스마트도시정책, 혹은 유비쿼터스 도시정책은 데이터기반의 정책으로 인
지하기 쉬우나,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어온 한국의 유비쿼터스 도시정
책에서 제대로 된 공간단위의 정보를 생산한 것은 거의 없음
∙ 유비쿼터스 도시정책은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요원이 직접 방범·방재 혹은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정책이지만, 보통 3-4주 이후에는 사생활보호를 명목으로 전체
데이터를 폐기해옴에 따라 스마트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반면 U-건설사업 지역 여부를 분석에서 사용할 경우 표본선택오류(sample
selection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함. 즉 U-건설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주로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기존 도시와 인구구조, 지역특성, 개별기업특성, 공간특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모형에서 U-건설사업 더미
변수는 신도시개발의 대리변수(proxy)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머징 산업에
속한 기업을 분석한 것과 동일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신규개발지만
을 대상으로 재분석(그림3-3, 표3-4)하는 방식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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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이머징 산업에 속한 기업의 폐업에 미친 영향 (2013-2017).
변수

Model 1
Coef.

H.R.

Model 2

S.E.

Coef.

H.R.

Model 3

S.E.

Coef.

H.R.

Model 4

S.E.

Coef.

H.R.

S.E.

스마트도시 정책
U-City계획 여부

-0.028 0.973 0.043

U-시범도시사업 여부

0.008 1.008 0.061

U-건설사업 여부

-0.281 0.755 0.086 ***

Fab Lab에서 거리(km)

0.004 1.004 0.001 ***

지역특성 변수
연도·지자체 경제활동참가비율

-0.015 0.985 0.006

** -0.014 0.986 0.006

**

-0.015 0.985 0.006

**

연도·지자체 1인 GRDP

-0.001 0.999 0.003

-0.001 0.999 0.003

지자체 인구밀도

-0.002 0.998 0.000 *** -0.002 0.998 0.000 ***

-0.002 0.998 0.000 ***

-0.002 0.998 0.000 ***

대졸이상인구비율(동단위)

-0.685 0.504 0.116 *** -0.688 0.503 0.116 ***

-0.663 0.515 0.117 ***

-0.738 0.478 0.117 ***

-0.003 0.997 0.000 *** -0.003 0.997 0.000 ***

-0.003 0.997 0.000 ***

-0.003 0.997 0.000 ***

0.000 1.000 0.003

-0.013 0.987 0.007

**

0.000 1.000 0.003

거시경제 지표
KOSDAQ
최저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0.083 1.087 0.045

*

0.083 1.087 0.045

*

0.084 1.087 0.045

*

0.082 1.086 0.045

*

-0.272 0.761 0.018 *** -0.273 0.761 0.018 ***

-0.272 0.762 0.018 ***

-0.273 0.761 0.018 ***

사업자 나이

-0.022 0.978 0.002 *** -0.022 0.978 0.002 ***

-0.022 0.978 0.002 ***

-0.022 0.978 0.002 ***

기업의 특허출원여부

-0.960 0.383 0.184 *** -0.960 0.383 0.184 ***

-0.953 0.386 0.184 ***

-0.985 0.373 0.184 ***

839.17***

859.20***

개별기업 특성

Wald Test

827.64***

826.32***

․ 57

Note: H.R: Hazard Ratio, Sample Size: 2,285,007,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그림 3-3 | 택지개발지구 및 U-City 건설사업 지역 (수도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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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신규 개발사업 준공지역 (2013-2017) 대상 분석.
변수

Coef.

Model 3-1
H.R.
S.E.

스마트도시 정책
U-건설사업 여부

-0.264

0.768

0.094

***
**

지역특성 변수
연도·지자체별 경제활동참가비율

-0.026

0.974

0.013

연도·지자체별 1인당 GRDP

-0.005

0.995

0.002

*

지자체 인구밀도

-0.005

0.995

0.002

**

대졸이상인구비율(동단위)

-0.957

0.384

0.435

**

거시경제 지표
KOSDAQ

-0.003

0.997

0.002

*

최저임금상승률

0.162

1.176

0.092

*

소비자물가지수

-0.234

0.791

0.075

***

사업자 나이

-0.025

0.975

0.009

***

기업의 특허출원여부

-1.415

0.243

0.451

***

개별기업 특성

Wald Test

288.87***

Note: H.R: Hazard Ratio, Sample Size: 831,404,
*** sig. at 1%, ** sig. at 5%, * sig. at 10%.

∙ 2013년부터 5년간 신규개발사업지역에 있는 이머징 기업을 대상으로 U-건설사
업시행 여부에 따른 폐업 효과를 분석한 것이 [표3-4]의 모형 3-1이며, 분석 결과
[표3-3]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모형3의 경우 U-건설사업지역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24.5% 폐업 위험이 감소하고, 신규개발사업 지역만 대상으로 한정한 모
형 3-1의 결과도 23.2%*) 유의하게 폐업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값
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위험률(hazard ratio)는 계수(coefficient)의 지수값(exponential value)으로 산정되는데, 위험률의
해석은 다른 독립변수가 평균 수준에서 폐업에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고 가정할 때(ceteris paribus),
해당변수가 한 단위 상승할 때, 계수 값의 배율로 폐업위험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위험률 1을 기준으로
1 이상이면 폐업률 혹은 위험률이 증가하고, 1미만이면 폐업률이 감소함을 의미함. 모형 3-1의
U-건설사업여부의 사례로 보면 U-건설사업이 없는 지역에 비해 U-건설사업이 있는 지역의 경우
폐업 위험이 0.768배 증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폐업 위험이 23.2% 감소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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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변수에 대해 모형3과 모형3-1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지자체별 경제활동참
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두 모형 모두 유의하게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모형 3-1의 계수값이 조금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모형1부터 모형3까지 지역의 1인당 GRDP*)와 폐업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모형 3-1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1(2010년 기준) 증가할 때, 폐업률이 0.1%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변수들은 모형 3과 모형 3-1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3의 경우도 표본선택오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한편 또 다른 스마트도시 정책의 대리변수로 동단위 CCTV 밀도와 Fab Lab으로부
터 거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CCTV 밀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Fab Lab으로부
터 거리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폐업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Fab Lab이나
Living Lab의 로컬 단위의 공간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함
∙ 스마트도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를 찾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U-City
정책은 최근에 C-ITS정책으로 확대된 구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정책과 행정안전부의 CCTV관제센터 확대 정책과 함께 주로 거리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 수단으로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CCTV 밀도를 대리변
수로 확인하였으나 폐업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함
∙ 반면 MIT의 Grassroots 발명그룹(the Grassroots Invention Group)이 디지털 장
비와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누구에게나 제공하여 간단히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Fab Lab (Fabrication Laboratory)라고 명명
∙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확대되어 일반인에게 3D 프린터나 실험장비를
제공하며 Fab Lab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별로 설치되고 있으나, 최근에 스마트도
시에서 Living Lab 개념을 수용하면서 Fab Lab의 기능을 Living Lab에서도 수
용하기 시작함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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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ty정책은 Fab Lab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보지 않았으나 스마트도시로 개
념이 확장되면서 ICT를 활성화시키고 이머징 산업의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
(incubation)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은 Fab Lab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머징 산업의
스타트업 기업의 폐업률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초기 보육이 필요한 기업에게 저
렴하게 장비나 컨설팅을 하는 공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에게 도
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Fab Lab의 기능은 중요하며, Living Lab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도
시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짐
□ 기타 거시경제 지표와 개별기업 특성 변수가 기업의 폐업에 미친 영향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나 모형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상대적으로 큰 계수 값을 가져,
모형 내에서 통제되어야 앞서 언급한 주요 변수효과를 통제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함
∙ 월별 평균 코스닥(KOSDAQ) 변동을 본 모형에서 고려한 것은 신생 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벤처 기업에 가까워 다양한 경기 흐름 중 코스닥과 유사
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음
∙ 예상대로 코스닥이 상승할수록 이머징 산업에 속한 기업의 폐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록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 최저임금상승률이 기업의 폐
업에 주는 영향을 함께 분석했음
∙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상승률을 높여 내수 경기의 개선을 이끌
어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논리적 연장선 상에서 이 정책이 기업 생존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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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최저임금상승은 기업경영 측면에서 비용을 높여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는 반론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분석한 결과, 실증적으로 2013
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대비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이머징 산업의 스타트업 기
업의 폐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으로 오히려 부정적
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통계적으로도 유의)
∙ 소득주도 성장 논의에서 최저임금상승률의 완급의 문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
으나, 아래 [그림3-4]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분석 기간 내 최저임금상승은
약 6%에서 약 8% 수준으로 2000년대 초 10% 대에 비해 높지 않음
∙ 최저임금상승률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주
도성장에 대한 정책적 재고(再考)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4 | 최저임금 및 전년동월대비 최저임금 상승률(2000-2017).

자료: e-나라지표, 최저임금 일반현황(http://www.index.go.kr).
참고: 본 연구의 생존분석에 활용한 자료로, 본 연구에서 데이터를 그래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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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지수의 시기별 변화도 본 모형에서 함께 검토했는데, 소비자물가가
상승할수록 폐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 경기에 부정적이고,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인한 물가지수 하락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미국
FRB의 경우 물가상승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국내 물가지수 변동을 살펴보면
2015년 100을 기준으로 2013년 98, 2017년 102.9로 완만한 수준으로 증가함
∙ 아래 [그림3-5]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분석시기 내 물가상승률은 2% 이하
의 변동으로 이 수준에서의 소비자물가상승은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기업의 폐업율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함

그림 3-5 |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2000-2017).

자료: e-나라지표, 소비자물가지수 (http://www.index.go.kr).
참고: 본 연구의 생존분석에 활용한 자료로, 본 연구에서 데이터를 그래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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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석에서 개별기업특성은 자료의 한계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진 못하였으
나, 사업자 나이가 한 살 증가할수록 유의수준 1%에서 폐업률이 2.2%씩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젊은 청년기업의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 한 것으
로, 청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함
∙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폐업률이 약 6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이나 특허보유 여부가 기업에서 실제 특허를 활용하는 것 간의 격차가
있고 GDP 대비 특허출원건수가 한국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창의
성이 이 지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특허출원건수는 기업의 생존에 유의한
지표로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대표되는 기업의 혁신성은 기업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함
□ [모형 3-1]에서 이용한 표본으로[모형 5] 및 [모형 6]에서 지역의 산업적다양성에 대한
외부효과(Jacobian externality)와 지식기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Marshallian
externality)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이머징 산업 폐업률을 유의미
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3-5)
∙ 500m × 500m 그리드(grid) 내 산업적 다양성은 0에서 1의 범위를 가진 entropy
index로 분석했으며, 0은 그리드 내 모든 기업이 동일한 산업임을 의미하고 1은
이머징 산업들이 동일한 비율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 entropy index 한 단위 증가는 0에서 1의 극단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나,
이때 폐업률은 약72%에서 73%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LQ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약 9%정도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entropy index와 LQ의 단위가 달라 두 지표의 단순비교는 모형 5와 6의 결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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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정책이 이머징 산업에 속한 기업의 폐업에 미친 영향 (2013-2017).
변수

Model 5
Coef.

H.R.

Model 6
S.E.

Coef.

Model 7

H.R.

S.E.

Coef.

H.R.

S.E.

-0.301

0.740

0.070 ***

-0.294

0.745

0.115 **

스마트도시 정책
U-건설사업 여부 (SC)
산업정책
도시화경제 (Jacobian Externality)

-1.257

0.285

0.160 ***

-1.323

0.266

0.161 ***

-1.183

0.306

0.166 ***

지역화경제 (Marshallian Externality)

-0.094

0.910

0.012 ***

-0.094

0.910

0.012 ***

-0.088

0.916

0.012 ***

SC × Jacobian Externality

-0.403

0.668

0.121 ***

SC × Marshallian Externality

-0.153

0.858

0.079 *

0.000

1.000

0.007

상호작용변수 (SC정책×산업정책)

지역특성 변수
연도·지자체별 경제활동참가비율
연도·지자체별 1인당 GRDP

0.002

1.002

0.007

0.000

1.000

0.007

0.001

1.001

0.003

0.000

1.000

0.003

0.000

1.000

0.003

지자체 인구밀도

-0.004

0.996

0.000 ***

-0.004

0.996

0.000 ***

-0.004

0.996

0.000 ***

대졸이상인구비율(동단위)

-0.755

0.470

0.123 ***

-0.708

0.493

0.124 ***

-0.726

0.484

0.124 ***

거시경제 지표
KOSDAQ

-0.003

0.997

0.000 ***

-0.003

0.997

0.000 ***

-0.003

0.997

0.000 ***

최저임금상승률

0.091

1.095

0.046 **

0.092

1.096

0.046 **

0.092

1.096

0.046 **

소비자물가지수

-0.273

0.761

0.019 ***

-0.271

0.762

0.019 ***

-0.271

0.762

0.019 ***

사업자 나이

-0.021

0.979

0.002 ***

-0.021

0.979

0.002 ***

-0.021

0.979

0.002 ***

기업의 특허출원여부

-1.035

0.355

0.187 ***

-1.028

0.358

0.187 ***

-1.024

0.359

0.187 ***

개별기업 특성

Wald Test

276.72***

278.39***

․ 65

Note: H.R: Hazard Ratio, Sample Size: 831,404,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286.39***

□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스마트도시 정책과 산업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분석(모형
7)하여 U-건설사업이 있었던 지역에서 Marshallian 외부효과와 Jacobian 외부효
과 모두 상승하는 것을 확인함
∙ [모형7]은 [모형6]에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한 모형으로 U-건설사업 지역에 동종
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정책과 다종산업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폐업을
감소하는데 조절효과나 시너지효과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검토하였음
∙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종산업 간 지식 전파효과로 볼 수 있는 Marshallian 외부
효과와 이종산업의 다양성을 통한 Jacobian 외부효과 모두 폐업을 감소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수준의 지역단위 공간구조 특성에 따른 이머징기업의 폐업
위험 정도를 분석(표 3-6)하여 공간 개발 정책의 함의를 분석함
∙ 집계구나 동 혹은 구 단위의 로컬 레벨 공간 보다는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 특성에 따
른 이머징 기업의 폐업률에 초점을 둠
∙ 지자체나 도시 단위의 공간구조를 정의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나,
본 연구는 도시 중심지(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집적한 정도를 의미하는
Centrality지표와 도시 중심지와 관계없이 도시 내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얼마나 밀
집한지에 관한 Concentration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함
∙ 고용 기준으로 두 지표를 정의할 수도 있고, 인구기준으로도 두 지표를 정의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경우를 모두 지표화하여 활용함
∙ Centrality와 Concentration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연구는 Anas & Small (1998)
로 이 개념을 지표로 발전시킨 연구들(Galster et al., 2001; Lee, 2007; Lee & Lee,
2014)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함
∙ 비록 Anas & Small (1998)는 Centrality와 Concentration에 대한 개념을 다이어그램
화 하지는 않았으나, 개략적으로 보면 [그림 3-6]처럼 4개의 Type이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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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지자체 수준의 공간구조: Centrality 및 Concentration.

출처: Lee (2015) 내용을 일부 수정.

∙ [그림3-6]은 도시공간구조를 단핵적(monocentric) 혹은 다핵적(polycentric) 구
조로 구분하는 일반적 방법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Type 1과 Type 4가 전통적
의미의 단핵구조로 볼 수 있으며, Type 2가 다핵구조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Centrality, Concentration 및 Polycentricity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표3-6]으로 정리함
∙ 본 연구에서 소개한 다양한 지표들은 인구기준 Centrality, 고용기준 Centrality,
인구기준 Concentration, 고용기준 Concentration, 다핵지표(Polycentricity)의
5개 지표로 요약하였으며, 요약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활용함
∙ 이러한 공간지표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의 CBD와 Subcenter로 부터의 거리를
변수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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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Centrality, Concentration과다핵지표(Polycentricity) 정의에활용한지표(다음페이지계속).

(다음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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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Centrality, Concentration과 다핵지표(polycentricity) 정의에 활용한 지표 (앞 페이지 계속).

출처: Lee (2015, p.7)의 표1.1. 및 Lee (2012, p.22).

□ 이러한 공간구조 속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표 3-7), 인구는 도심지와 관계없이 집
적할수록(Type 1 & 2) 그리고 고용은 도심지에 집적할수록 (Type 1) 폐업률이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함
∙ [모형 8]은 고용 및 인구에 대한 Centrality와 Concentration 지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인구기준 Centrality 이외의 세 지표는 모두 폐업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
으로 분석됨
∙ [모형 9]는 고용 기준의 두 인덱스 대신 다핵지표의 영향을 본 것으로, [그림3-6]
Type 2의 다핵지표(de-centralized concentration)를 보면 오히려 폐업률은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런 결과는 도시중심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고용 클러스터 구조는 이머
징 산업의 생존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모형10]은 [모형8]에 추가적으로 Centrality와 Concentration 간의 교호작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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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 도시공간구조가 이머징 산업에 속한 기업의 폐업에 미친 영향 (2013-2017).
변수

Model 8
Coef.

H.R.

S.E.

-0.227

0.797

-0.001

Model 9
Coef.

Model 10

Model 11

H.R.

S.E.

Coef.

H.R.

S.E.

Coef.

H.R.

S.E.

0.084 *** -0.214

0.807

0.083 **

-0.215

0.807

0.084 **

-0.196

0.822

0.086 **

0.999

0.001

-0.002

0.998

0.001 *

-0.003

0.997

0.001 **

-0.001

0.999

0.000 **

0.003

1.003

0.002

0.003

1.003

0.002

0.004

1.004

0.003

인구기준 Concentration

-0.004

0.996

0.002 *

-0.001

0.999

0.001

-0.006

0.994

0.003 **

고용기준 Centrality

-0.004

0.996

0.002 **

-0.005

0.995

0.002 **

고용기준 Concentration

-0.010

0.990

0.005 *

-0.009

0.991

0.004 **

CBD까지 거리(km)

0.001

1.001

0.006

Subcenter까지 거리(km)

0.039

1.039

0.010 ***

스마트도시 정책
U-건설사업 여부
공간구조 변수
지자체 인구밀도
인구기준 Centrality

다핵지표 Polycentricity

0.003

1.003

0.001 ***

상호작용변수
(고용기준) Centrality
× Concentration

-0.005

0.995

0.001 ***

<기타 거시경제지표, 지역특성 변수, 개별기업 특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서 생략>
Wald Test

827.64***

826.32***

839.17***

Note: H.R: Hazard Ratio, Sample Size: 2,285,007,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859.20***

를 추가한 분석 결과로, 고용 측면에서 Centrality 와 Concentration이 커질수록
이머징 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소가 복합적
으로 작용할 때,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함
∙ 분석결과 도시 내 고용 분포가 Type 1처럼 Centrality 와 Concentration이 동시
에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전략 수립시
이머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이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모형11]은 각 이머징 산업 기업의 위치가 도시중심지(CBD)나 부도심
(Subcenter)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머징 산업 기업의 생존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한 것으로, 도시중심지와 부도심에 가까울수록 생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도시중심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표3-8]은 표준화계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수가 이머징 산업 기업의 생존에 미친 영
향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로, 코스닥(KOSDAQ)이나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거시
경제지표,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로 대표되는 지역산업특성, 지역의 대졸인구비율
로 대표되는 인적 역량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모형1]부터 [모형11]까지 다양한 요소에 의한 이머징 산업 기업의 생존을
분석(표 3-3, 4, 5, 7)하였으나, 각 변수별 단위가 달라 독립변수들 간 상대적 크
기를 비교하기는 어려움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계수값을 표준화(모형 1s – 모형
11s)해 보면, 월별 변동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나 코스닥지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지수가 1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증가할 때, 폐업률은 페업률
표준편차의 1.4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물가지수에 탄력적으로 반
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코스닥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만큼 탄력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으나 소비자물
가지수가 상승에 따라 높은 비율로 이머징기업의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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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표준회귀계수를 통한 변수 간 이머징기업의 폐업 영향 비교 (다음 페이지 계속).
변수

Model 1s

Model 2s

Model 3s

Model 3-1s

Model 4s

스마트도시 정책
U-City계획 여부

-0.05

U-시범도시사업 여부

0.01

U-건설사업 여부

-0.26

***

-0.24

***

Fab Lab 거리(km)

0.47

***

산업정책
Jacobian

Externality

Marshallian Ext.
상호작용변수 (SC×산업)
SC×Jacobian E.
SC×Marshallian E.
공간구조 변수
지자체 인구밀도

-1.03

**

-0.41

***

-0.29

**

-0.14

**

-0.14

*

-0.03

인구 Centrality
인구 Concentration
고용 Centrality
고용 Concentration
다핵 Polycentricity
CBD 거리(km)
Subcenter 거리(km)
상호작용변수
(고용) Cen.×Con.
지역특성 변수
연도·지자체 경제활동
참가비율

-0.17

연도·지자체별 1인당
GRDP

-0.03

-0.03

-0.03

대졸이상인구비율(동)

-0.49

*** -0.49

*** -0.47

***

-0.68

**

-0.53

***

-0.69

*** -0.69

*** -0.69

***

-0.69

*

-0.69

***

**

-0.15

**

-0.17

**

거시경제 지표
KOSDAQ
최저임금상승률

0.15

소비자물가지수

-1.46

*

0.15

*** -1.47

*

0.15

*** -1.46

*

0.29

*

0.15

*

***

-1.26

***

-1.47

***

개별기업 특성
사업자 나이

-0.77

*** -0.77

*** -0.77

***

-0.88

***

-0.77

***

기업특허출원 여부

-0.63

*** -0.63

*** -0.63

***

-0.93

***

-0.65

***

Note: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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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표준회귀계수를 통한 변수 간 이머징기업의 폐업 영향 비교 (앞 및 다음 페이지 계속).
변 수

Model 5s

Model 6s

Model 7s

스마트도시 정책
U-City계획 여부
U-시범도시사업 여부
U-건설사업 여부

-0.28

***

-0.27

**

Fab Lab에서 거리(km)
산업정책
Jacobian Externality (도시화경제)

-0.67

***

-0.71

***

-0.63

***

Marshallian Externality (지역화경제)

-2.04

***

-2.04

***

-1.91

***

SC × Jacobian Externality

-0.22

***

SC × Marshallian Externality

-0.50

*

-0.88

***

상호작용변수 (SC정책×산업정책)

공간구조 변수
지자체 인구밀도

-0.85

***

-0.86

***

인구기준 Centrality
인구기준 Concentration
고용기준 Centrality
고용기준 Concentration
다핵지표 Polycentricity
CBD까지 거리(km)
Subcenter까지 거리(km)
상호작용변수
(고용기준) Centrality×Concentration
지역특성 변수
연도·지자체 경제활동참가비율

0.02

0.00

0.00

연도·지자체별 1인당 GRDP

0.03

0.01

0.01

대졸이상인구비율(동단위)

-0.54

***

-0.51

***

-0.52

***

-0.68

***

-0.68

***

-0.68

***

거시경제 지표
KOSDAQ
최저임금상승률

0.16

**

0.17

**

0.17

**

소비자물가지수

-1.47

***

-1.46

***

-1.46

***

사업자 나이

-0.73

***

-0.73

***

-0.73

***

기업의 특허출원여부

-0.68

***

-0.68

***

-0.68

***

개별기업 특성

Note: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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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표준회귀계수를 통한 변수 간 이머징기업의 폐업 영향 비교 (앞 페이지 계속).
변

수

Model 8s

Model 9s

Model 10s

Model 11s

-0.21

-0.20

**

-0.20

**

-0.18

**

-0.41

*

-0.65

**

-0.19

**

스마트도시 정책
U-City계획 여부
U-시범도시사업 여부
U-건설사업 여부

***

Fab Lab에서 거리(km)
산업정책
Jacobian Ext. (도시화경제)
Marshallian Ext. (지역화경제)
상호작용변수 (SC정책×산업정책)
SC × Jacobian Externality
SC × Marshallian Externality
공간구조 변수
지자체 인구밀도

-0.14

인구기준 Centrality

0.30

인구기준 Concentration

-0.52

*

고용기준 Centrality

-0.30

**

고용기준 Concentration

-0.82

*

다핵지표 Polycentricity

0.32

0.43

-0.16

-0.90

**

-0.41

**

-0.80

**

0.25

***

CBD까지 거리(km)

0.01

Subcenter까지 거리(km)

0.37

***

상호작용변수
(고용) Centrality×Concentration

-0.59

***

-0.18

**

지역특성 변수
연도·지자체 경제활동참가비율

-0.19

연도·지자체별 1인당 GRDP

-0.17

**

-0.16

**

-0.13

*

-0.07

**

대졸이상인구비율(동단위)

-0.15

*

-0.16

*

-0.16

*

-0.23

***

-0.59

***

-0.58

***

-0.59

***

-0.57

***

최저임금상승률

0.24

***

0.24

소비자물가지수

-0.85

***

-0.84

***

0.24

***

0.24

***

***

-0.86

***

-0.84

***

-0.15

-0.17

거시경제 지표
KOSDAQ

개별기업 특성
사업자 나이

-0.47

***

-0.48

***

-0.47

***

-0.47

***

기업의 특허출원여부

-0.79

***

-0.78

***

-0.79

***

-0.75

***

Note: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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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정책 중 도시화경제와 지역화경제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지역화경
제 효과가 도시화경제 효과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스마트도시 정책을 논의하며, 제4차산업형 공간으로서 다양성을 포괄한
Jacobian 외부효과의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실증
적으로 확인(모형 5-7)했으나, 두 외부효과에 대한 상대적 비교에 따르면 여전히
Marshallian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화경제 지표가 1 표준편차 변할 때 폐업률은 두배 이상 감소하는 반면, 도시
화경제 지표가 1 표준편차 변할 때, 약 0.63에서 0.71배 폐업률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첫째 본 분석의 표본이 전국의 이머징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급 도시보다 적은 규모의 지방도시들의 특성을 포
함한 결과로, 제4차산업혁명의 특성이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광역급 도시들과 지방 소도시들 간의 격차와 별개로 제4
차산업혁명에 대한 이슈가 2017년 초부터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공간선택이나
산업적 구조가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융복합적 강점이 Mashallian 외부효과를
초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직접적 스마트도시 공간정책으로 볼 수 있는 U-건설사업지역 효과는 다른 변수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음
∙ 반면 개별기업 특성으로 사업자 나이와 기업의 특허출원 여부는 상대적으로 기
업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절에서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 이머징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석한 것으로, 뒤에서 제시할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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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스마트특화전략의 검토와 적용
□ 앞 장에서 지역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머징 산업이 어떤 조건이 생존에
유리한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런 특성
을 지역단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음
□ 본 장에서는 유럽에서 최근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도시 전략으로 수용하고 있는 스마
트 특화전략을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고용중심지 변화를 분석하여 쇠퇴하는 고용중심지에 대한 개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1. 유럽의 스마트특화전략*) 검토
1) 스마트특화전략의 개념과 방향
□ 스마트특화전략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 특화는 장소기반 방식
∙ 비교강점과 현실적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둠
∙ 기술 및 실전에 기반한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포괄적 개념의 혁신을 포함해야 함
∙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본 Section의 내용은 유럽연합(2016)에서 발간한 “Implementing SMART SPECIALISATION
STRATEGIES”의 handbook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임. 스마트특화전략의 핵심 개념과 실행과정
에 고려해야하는 주요 요소를 유럽 다양한 도시의 사례를 기반으로 스마트특화전략을 설명함 (본 절은
외부연구진인 Glasgow 대학교의 Hong 교수의 외부원고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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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특화전략의 접근 방향
∙ 스마트특화전략은 유럽연합 정책을 재정 수단을 활용하여 각 국가의 도시정책
으로 확산시키는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과,
∙ 지역 자체의 정책 생성, 집행, 감독 등에 필요한 행동적 변화나 과정적 변화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의 종합적 접근 임
□ 스마트특화전략은 과학과 정책생산의 상호작용 결과로, 지역 역량을 반영하여 경제
체제를 전략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가적 발견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
EDP)이 핵심임
∙ 스마트특화는 유럽 연합(EU) 주도로 제시한 모형으로, 기존 지역 발전에 관
한 연구들을 지역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경제체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
한 전략으로 발전해 옴
∙ 유럽연합이 지역연구나 지역혁신 투자 시 활용하는 핵심 근거 및 원칙임
∙ 스마트특화전략은 ①경제적 장점 및 가능성 분석과 ②다양한 이해당사들의
참여 등 두 축의 종합적 중재(intervention) 전략으로, 1) 지역혁신산업을 효과
적으로 찾고, 2) 모니터링하며, 3) 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거버넌스의 원칙과 도전
∙ 스마트특화전략에서 공공펀드를 위한 프로젝트의 선택, EDP과정, 모니터링
등은 핵심 요소로, 이러한 요소는 거버넌스의 영향을 받음
∙ 스마트특화전략의 거버넌스 개념은 구체적으로 누가 관련되며 어떤 구조를 갖
고 있고 어떻게 결정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계획 전 과정을 포괄한 개념
∙ 효과적인 전략들은 중앙정부나 지역정부 주도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실제 실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 혁신 주체들,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사회 주도로 결정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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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가적 발견 과정 (EDP)
□ 기업가적발견과정(EDP)은 ①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②증거기반 과정을 통
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 민간기관이나 시장참여자 혹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틈새시장을 제시하거나 과
학적·기술적 기회를 검토할 수 있는 초기 과정이며, 새로운 영역의 가치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임
∙ 참여모델(participatory models)은 포커스 그룹, 파트너쉽, 공공-민간 협의회, 시
민 참여나 자문을 통해 생성된 웹사이트 등 임
▪Centre-Loire Valley (France) 사례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S3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를 활성화시키
고자하는 목적을 가짐. 아래의 5 단계를 포함함.
1. 저항에 대한 예측 (anticipating resistances):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도식화하고 새로 도입
된 정책에 의해 발생한 변화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예측
2. 누가 관련자들하고 이어줄 변화 리더 (Change leader)인지 정의
3. 스토리텔링 준비: 각 관련자들에 대해 새로운 정책의 장점이 무엇인지 강조
4. S3 우선산업들의 선정과 집행에 대한 방법에 대해 설명과 채택. 특히 각 우선순위
산업별로 조정자를 (경제/학계 두 분야에서) 임명하는 것이 매우 유용
5. 변화와 관련자들의 기여로 인한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와 소통

∙ 증거기반 실행(evidence based practices)은 SWOT분석, 과학·기술·경제 추세에
대한 연구, 이해당사들에 대한 설문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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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oire Valley 지역 사례
지방 정부와 산업들 간의 무수한 상호작용들을 지역 경제에 대한 통계분석과 결합
하여 S3 우선산업분야 선정. 지방정부는 우선산업분야에 속한 새로운 협력 산업들
을 투자하고 지원하며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한 약속.

∙ 기업가적발견과정은 특정 지역의 비교우위산업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
기 위한 과정으로 투자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의 정책결정
과정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함
∙ 특히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중요 요소임.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은 시장기회에 대한 지속적 반영, 투자, 우선산업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를 가능하게 함
▪Slovenia: 슬로베니아 공화국 사례
EDP 도입결과 S3 실행을 위한 많은 수의 파트너쉽을 설립. 경제, 연구기관, 학계
NGOs, 공공기관 등의 대표자들은 그들의 관심에 따라 파트너쉽에 제한없이 가입
하거나 탈퇴할 수 있음. 하지만 파트너들은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펀딩을
제공하여야함. S3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목격함. 주요 당사자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이 변화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홍보 활동, 그리고 회담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은 EDP에 대한 주인인식을 가지게 되어 지역 동향과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감.

□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으로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투명성이 중요함
∙ 기업이나 이해당사들과 지속적인 대화는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함
∙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집행에 무리가 있는 영역은 배제시킴
∙ (경로 의존적 특화 배제) 이미 특화된 지역 산업이나 사업이더라도 장기적 비전
이 없다면 재검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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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당사들에 의해 확인된 투자 우선사업들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함
□ 정부의 새로운 역할
1) EDP 리더쉽: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일하도록 유도하는 협력적 리더쉽
(collaborative leadership)
▪안달루시아 (Andalusia) 사례
안달루시아 정부는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EDP 에 참여함으로써 S3를 함께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과정 (collaborative process)을 만들어감. 이를 위해 지역
정부는 소규모 기업들, 독립적인 혁신 주체들, 기술/경쟁력 센터, 대학과 공공단체
들 등 혁신 주체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위에 언급된 지
역 회사들과 독립적인 혁신 주체들(혁신 산업에 투자했으며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했던 산업들)을 협력 과정에 포함시킴.

2) 사업적 지식을 정책 조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
▪동부 마케도니아와 트레이스 (Eastern Macedonia & Thrace) 사례
∙ EDP 포커스 그룹: 혁신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공공 그리고 연구부문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얻기 위해 다양한 모임을 가짐

∙ 프로젝트 개발 랩(Project Development Labs, PDL):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①
EDP 아이디어를 얻는 회의와 ②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실행하기 위한 이벤트
모임 (자금확보 방안 포함)으로 구분. 두 번째 모임에서 정책결정자들이 EDP
포커스 그룹의 관점에서 개발한 제안을 발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은 제안에 대
한 의견을 냄과 동시에 R&D 펀드에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를 발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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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P를 정치적 변화나 불안정으로부터 보호
∙ EDP는 이해당사자들 간 신뢰가 중요함으로 정치적 변화나 불안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함
4) 위험기피적인 정부기관들이 혁신에 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유도
∙ 새로운 전략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내재
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3) 우선순위 산업선정
□ 스마트특화전략을 위한 우선순위 산업선정 방안에 관한 내용은 Vezzani et
al.(2017) 연구에서 이탈리아의 롬바르디 지역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핵심 전략은 정부나 연구자의 지역경제 분석 결과를 개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과정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과정을지원함으로서, 효과적으로지역이머징산업을결정하도록유도하는방식
∙ 정부와 연구자 중심의 롬바르디 지역의 이머징산업 특화전략 분석
∙ 분석된 결과와 계량화하기 힘든 사회적 자본이나 특별한 경험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롬바르디 지역의 산업특화전략 결정
□ 분석은 ①롬바르디 지역 산업 구조 분석 (top-down)과 ②롬바르디 지역의 기술적
장점 분석 (bottom-up)의 두 방식을 결합한 형태 (Smart Matching 전략)
∙ 롬바르디 지역 산업 중 이머징 산업적 특화정도 분석 (지역 산업 특화정도)
∙ 롬바르디 지역의 기술 우위에 대한 분석 (지역의 인적 역량)
∙ 이 두 분석을 결합하여 최종 우선산업을 선정함
□ 이머징 산업은 EU기관인 European Cluster Observatory (ECO)가 개념화하고
지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총 10개 부문을 구분하여 이머징 산업을 제
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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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생성과 기존 산업들의 급격한
구조변화를 분석하여 기존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분석함
∙ 이를 각 부문별·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니터링 함
∙ 10개 이머징 산업은, 바이오약제(biopharmaceuticals), 디지털 산업(digital industries), 창조산
업(creative industries), 의료 장비(medical devices), 환경산업(environmental industries), 이동
기술(mobility technologies), 진화된 포장산업(advanced packaging), 체험 산업(experience
industries), 물관련산업(blue growth industries), 물류서비스(logistical services) 등임
∙ 롬바르디 지역은 이머징 산업 분석을 위해 ECO 분류를 활용함
□ 이머징 산업에 대한 롬바르디 지역의 산업분석 (top-down)
∙ EU에서 기준의 ECO 10개 이머징 산업에 대한 지역별 특화 분석.
∙ [그림 4-1]은 롬바르디 지역의 기술통계치로, 롬바르디의 약 25% 산업이 이머
징 산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총 부가가치의 약 44%가 이머징 산
업분야에 의해 창출됨을 알 수 있음
∙ 이 결과로 롬바르디 지역은 이머징 산업이 지역 혁신의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경쟁우위 산업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자당 부가가치나 평균임금자료를
분석함
∙ [그림 4-2]는 롬바르디 지역의 이머징 산업별 부가가치 정도를 유럽연합 전체
평균과 비교한 것임
∙ 녹색과 붉은 점선은 각각 롬바르디 지역과 유럽연합의 전체 평균값임
∙ 그래프에서 검은색 실선의 우측하단은 유럽평균에 비해 롬바르디 지역의 이머
징 산업들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 좌측상단은 유럽평균이 롬바르디 지역보다 이머징 산업별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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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에 따르면, 롬바르디 지역은 바이오약제 부문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
출했고, 다른 유럽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환경산업 분야는 지역내 평균생산성 (녹색점선)보다 월등이 높은 생산성
이 있지만, 다른 유럽과 비교했을 때 경쟁우위에 있지는 않은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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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롬바르디 지역의 이머징 산업 구성.

출처: Vezzani et al. (201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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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롬바르디 지역과 유럽 전체의 이머징 산업별 평균 부가가치 비교.

출처: Vezzani et al. (2017, p15).

□ 롬바르디 지역의 기술적 장점 정보 수집 (bottom-up)
∙ 특허 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잠재적 기술과 관심·투자 분야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통해 스마트특화전략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음
∙ 특허는 기술 지향적 R&D활동의 주요 결과물이므로 혁신과 관련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함
∙ [그림4-3]은 롬바르디 지역을 포함한 유럽 내 4개 지역의 산업별 특허를 분석
한 결과이며, 2001/2003년과 2011/2013년 사이의 유럽 내 특허활동 변화를 나
타낸 것임
∙ 푸른색은 지역 특허 성장률이 유럽평균보다 높은 산업임을 의미하고, 회색은
그 반대이며, 흰색은 연간 특허수가 3개 이하로 분석에서 제외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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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롬바르디 지역의 이머징 산업 구성.

∙ 롬바르디 지역은 기술개발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며, 생물학적 시료연구, 경영을 위한 IT방법, 디지털 통신, 그리고
기본물질화학에 있어 유럽 평균보다 높은 특허 성장률을 보임
∙ [그림4-4]는 상대적 기술우위(Relative Technological Advantage, RTA)를 아
래 수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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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j는 지역 i 에 살고 있는 발명가들에 의한 j기술 분야 관련 특허 수를 의미함. 만약
상대적 기술 우위 지표가 1 이상이면 이는 지역 i 의 j 기술분야 관련 특허 점유률이
해당분야 유럽의 특허 점유률보다 높음을 의미함. 이는 해당지역이 j기술분야에 대
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음.

∙ 롬바르디아 지역은 총 35개 WIPO 기술분야들 중 17개가 상대적 기술 우위 지
표 상 1 이상을 보임

그림 4-4 | 롬바르디 지역의 상대적 기술 우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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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징 산업에 대한 롬바르디 지역의 산업분석 (top-down)과 기술적 장점 정보 수집
(bottom-up)을 종합한 스마트특화전략 분석 결과 바이오악제 산업이 우선산업으로
분류됨
∙ [그림4-5]는 특화산업에 대한 분석과 기술특화(상대적 기술우위지표>1, 그림
4-1 ~ 4-4) 결과를 종합한 결과로, 바이오약제산업을 지역 역량을 반영한 우선
산업으로 선정한 근거를 요약적으로 표현함

그림 4-5 | 롬바르디 지역의 이머징 산업과 기술우위의 종합 결과.

4) 지역 간 협력 및 성과확산
□ RIS3 Handbook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역 간 스마트특화
전략의 협력은 정보교환, 클러스터와 혁신 네트워크 계획들, 기술 이전 인프라와
모니터링, 정책 평가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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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시아 (스페인) 와 노르테 (포르투칼) 지역간 공동 전략 과정 사례
2014년도에 국경 작업 그룹 (corss-border Work Group)을 만듦으로 시작. 이는 갈
라시아 혁신 단체와 북 포르투갈 지역 조정 개발 위원회의 대표자로 구성됨. 그들
은 공동의 전략 개발을 위해 거버넌스를 설립하고 이 두 지역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 분야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함. 이를 통해 공동 우선순위에 대한 제안서,
지원을 위한 행동, 그리고 집행 후속조치에 대한 지표를 포함한 평가 시스템을 포
함하는 공유의 비젼(shared vision)을 세움

□ 유럽의 초국가적 협력과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 새로운 기술 혁신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미래 기술혁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합해진 여러 기술요소들과 함께 최근 가치사슬과 연계된 여러 산업
들의 다양한 혁신에 달려있음
∙ 지역별 특화분야와 요소가 다르므로 다른 지역과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
룰 수 있음
□ 실용적 제안과 지원수단들
▪CORDIS 사례
유럽에서 지원받은 연구들과 결과물들에 대한 정보를 고유하고 보급하기 위해 만든
유럽연합 주 공공 보관소. 웹사이트와 보관소는 유럽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
공 정보들; 뉴스, 행사, 성공사례등의 의사소통및 활용을 위한 편집자적 내용물들;
그리고 누구나 접근가능한 출판물과 웹사이트와 같은 외부적 자류에 대한 종합적인
링크등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https://cordis.europa.eu/guidance/home_en.html)

CORDIS는 유럽연합 출판소 (publications office)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990년도부터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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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중심지와 혁신성
1) 고용중심지 중요성 증대
□ 앞서 언급한 해외사례에 따르면, 도시 내 고용밀도가 높은 고용중심지를 중심으로 제4
차산업혁명의 기반으로 일컬어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공유경제가
실현되고 있어 도시내에서 혁신성을 생산할 수 있는 실체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음
∙ 스마트도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머징 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은 소비 어메너
티가 높은 고용중심지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새로
운 사업과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혁신적 공간으로 고용중심지가 주목
받고 있음 (Florida, 2014; Kemeny & Osman, 2017; Stehlin, 2016)
□ 현 정부도 스마트도시를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도시로 보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도시에 접목·실증하여 도시 자체의 혁신선장 동력으로 키우고자 하며, 테마
형 특화단지 조성도 상업중심지·시장·대학주변·문화거리 등 소비 어메너티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

2) 고용밀도와 특허
□ 혁신적 아이디어를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로 특허출원 건수와 집계구 단위 고용밀
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서울과 6개 광역시 전체지역 기준 상관관계가 77%로
나타나 고용밀도가 높은 장소와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되는 공간은 긴밀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Firm level 데이터인 한국 기업데이터 (KED)의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업 (2,451,906개)의 특허 출원 건수와 위치를 활용하여, 집계구 단위 고용밀도
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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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건수는 2016년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 집계구 단위 고용밀도는 2015년 통계청에서 제시한 집계구 단위 고용정보를 활
용하여 분석함
∙ 광역시 이상 7개 지역의 전체 특허 11,271건과 집계구 단위 고용밀도를 비교
∙ 광역시 이상의 전 지역을 집계(aggregated value)한 경우 77%의 상관관계(표
4-1)가 나타났으며, 지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할 경우 인천과 대전지역은 50%
수준이었으나 서울과 대구는 70% 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울산은 무려
96%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밀도와 특허출원한 기업의 위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고용밀도가 높은 곳에
특허출원 기업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4-7)

표 4-1 | 광역시 이상 전체도시의 고용밀도와 특허개수의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 계수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 |r|)
고용밀도
1
<.0001
0.77005
<.0001

고용밀도
특허개수

특허개수

1
<.0001

표 4-2 | 광역시 이상 지역별 고용밀도와 특허개수 간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 계수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 |r|)
전체
0.77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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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78912
<.0001

부산
0.62805
<.0001

대구
0.75087
<.0001

인천
0.54495
<.0001

광주
0.61668
<.0001

대전
0.52796
<.0001

울산
0.95729
<.0001

그림 4-6 | 서울의 지역별 특허출원 현황(상; 2016 기준)과 집계구단위 고용밀도(하; 2015 기준).

제4장 스마트특화전략의 검토와 적용 ․ 95

그림 4-7 | 부산의 지역별 특허출원 현황(상; 2016 기준)과 집계구단위 고용밀도(하; 20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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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고용중심지 변화 분석
1) 고용중심지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
□ 고용중심지에 대한 연구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통한 도시규모의 크기가 커지는 과
정에서 과거 단일 도심(monocentric model)형태에서 다핵도시(polycentric
city)로 발전하는 과정에 다양한 계량모델이 발전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함
□ Alonso, Mills, Muth와Wheaton 등에의해산업도시들에대한단핵도시모형이제시
∙ Alonso (1964)는 지대이론을 기반으로 농지의 토지이용특성을 폰 튀넨의 경사
밀도함수(bid rent curve)로 설명
∙ Mill (1967)은 최초로 단핵모형의 일반균형모형을 제시함
∙ Muth (1975)와 Wheaton(1974)는 정적 단핵도시모형을 제시하여 수치 해석한
연구를 출판함
□ 단핵도시 공간구조 모형은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cs)로 설명되는 생
산부문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increasing returns to scale in production)
과 도심으로부터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비용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이익의 상실
(decreasing returns to scale in transportation) 간의 균형이 핵심임
□ Brueckner (1987)가 계승한 Mills-Muth 타입의 정적 일반균형모형은 단일도심의
지대 변화를 설명하는데 성공적이었으나, 점차 교외화(suburbanization)가 진행되
면서 설명력을 잃기 시작했음
□ 도시공간구조가 다핵화해 가는 것과 별개로 Mills-Muth 타입의 수치모형은 몇 가지
이론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핵심은 그 모형이 너무 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임
∙ Mills-Muth 모형의 가정은 1) 단일 고용중심지, 2) 통행비용과 주거효용함수
(housing utility function)로 반영된 공간소비를 맞교환, 3) 다양한 공간특성을
주택재고량 하나가 설명함 등임 (Wheat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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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강한 가정 기반의 수치모형은 도시의 실질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
□ 하지만 수치모형을 기반으로 도시의 다핵화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연구와 모형들이
Fujita와 그의 동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됨
∙ Ogawa & Fujita (1980) 연구를 포함한 대다수 수치해석형 다핵화모형은 고용중
심지 위치를 설정(priori)하여 중심상업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으로 부터
의 거리로 결정해 놓고 지대를 일반균형으로 푸는 정적 방식을 취함
∙ White (1976)가 제시한 모형은 Fujita와 유사하게 두 개의 화물터미널 위치를 가
정하여 연구한 것으로 하나는 CBD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도시외곽에 위치한
경우의 모형으로 외곽에 있는 회사가 화물비용과 낮은 임금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을 수치모형에 넣은 것임
□ 다핵의 도시공간구조를 설명하는 초기 수치기반 균형모형들은 단핵모형에 비해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도심들을 외생적으로 결정(priori)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음
□ Fujita 와 그의 동료들은 고용중심지를 초기에 임의로 정하지 않은 다양한 수치기
반 동적균형모형 연구를 제시함 (Ogawa & Fujita, 1980; 1989; Fujita, 1985;
Ota & Fujita, 1993)
∙ 이렇게 고용중심지의 위치를 외생적 결정없이 내생적으로 균형모형을 통해 구
할 수 있는 모형을 Helsley & Sullivan (1991)은 동적균형모형(dynamic model)
으로 명명함
∙ 동적균형모형에서는 CBD에서의 효용과 임금수준이 CBD로부터 멀어지면서
감소하다가 고정된 고용중심지 건설비용 및 감소한 임금에 따른 생산효용이 증
가하는 위치로 고용중심지가 결정됨
□ 동적이던 정적이던 수치모형기반의 균형모형은 교통비용과 지대변화 요소로 결정되
며, 3차원 공간의 위치결정이 아닌 CBD로부터 거리라는 2차원적 속성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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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형이며, 일정 수 이상의 부도심들을 확인하기 어렵고 강한 가정들로 인해 예측
된 위치에 부도심이 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2) 고용중심지 선정에 관한 실증적 방법론
□ 이념적 수준의 수치모형으로 도시공간구조 분석에 접근한 연구와는 별도로 실증 데이
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흐름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초기 모형들도 이론모
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밀도경사모형(bid rent curve)을 기반으로 연구함
(McDonald & Prather, 1994; Small & Song, 1994; Giuliano & Small, 1991)
□ Small의 연구들(Small & Song, 1994; Giuliano & Small, 1991)은 기초적인 밀
도경사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다핵에 맞게 수정한 밀도경사모형을 사용
하였으나, 고용중심지 위치는 CBD로부터의 거리로 추정된다는 측면에 한계가 있음
□ 일부 초기 연구들은 인과관계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론 대신에 절대적 지표를 활용하
여 고용중심지를 정의함
∙ Gordon et al.(1988)은 census tract의 고용밀도들을 Z-score화 하고 Z-score값
이 0.8이상인 고용밀도가 높은 지역을 고용중심지로 정의하였고,
∙ Giuliano & Small (1991)도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밀도와 고용자수 두 지표로
고용중심지를 정의하였는데, 최소고용밀도(minimum density cutoff)는 에이
커(acre)당 10명, 최소고용자수(minimum employgment cutoff)는 1만명으로
정하여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TAZ만 고용중심지로 정의함
□ Gordon이나 Giuliano의 접근 방식은 기준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소밀도기
준을 공간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고용중심지의 특성을 갖고 있으
나 고용중심지로 인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림 4-8]에서 최소밀도기준을 E0로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CBD 외에 D2는
지역특성상 고용중심지로 정의되어야 하나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ECBD>E0, E1>E0, E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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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는 2000년 LA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소고용밀도를 15 (인/acre)로 잡
은 사례로 변두리 지역의 고용중심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림 4-8 | Gordon이나 Giuliano 방식의 고용중심지 (개념도).

그림 4-9 | 절대지표방식에 의한 고용중심지 (Los Angeles,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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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McMillen (2001)은 비모수적 방법을 활용
한 방법을 제시하여 Chicago, Dallas, Houston, LA, New Orleans, San
Francisco 등 미국 6개 도시를 분석함
∙ 도시 전체의 표본 중 인접한 50% 표본을 window size로 정하여 추정
(smoothing)하고,
∙ 빠른 고용밀도감소를 위해 weight으로 tricube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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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치( 
 )와 실제값을 비교하여 실제값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큰 census tract을 고용중심지로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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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은 McMillen 모형에서 3차원적인 smoothing한 면을 2차원 실선으로
  

표시하고, 표본의 실제값을 푸른색 점들로 표현한 개념도로    나


  
  을 만족한다면 D1과 D2도 모두 고용중심지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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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McMillen의 비모수적 방법을 활용한 고용중심지 (개념도).

□ McMillen의 연구에서 미국 6개 도시를 비교한 방법은 실증적으로 고용중심지를 정
의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음
∙ 먼저 완만하게 smoothing한 추정치는 기본적으로 CBD인근 지역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CBD 인근 지역에 실제로 고용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
이 있더라도 표본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
가 있음
∙ 고용밀도 분석단위의 이상치 발생 가능성으로 실제 표본지역에 고용자수가 상
대적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면적이 작하서 고용밀도만 높은 지역들
을 제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미국을 대표하는 6개 도시는 규모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중소도시
규모의 도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이상치들이 상대적으
로 많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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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07)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McMillen의 모형의 상대적 기준과
Giuliano의 절대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모형 추정방식을 개선함
∙ McMillen의 비모수적 추정방식과 동일하게 weight matrix로 tricube함수를 이
용하되,
∙ window size를 전체 표본의 인접한 50%로 분석한 상대적 방식을 대신 인접한
표본 100개와 인접한 표본 10개의 두 추정값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함
∙ window size를 10으로 추정한 smoothing의 변동이 100으로 추정한
smoothing한 값에 비해 크므로, 10으로 추정한 추정치가 100으로 추정한 값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클 때 고용중심지 후보로 정함

  
 
>1.96















∙ 후보 고용중심지들 중 최소고용자수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표본들만 고용중
심지로 정함
∙ 모 도시의 크기가 클수록 고용중심지(subcenter)의 최소고용자수도 커진다는
가정 아래 가장 수위도시인 뉴욕은 subcenter 최소고용자수를 1만명으로, 인구
50만 이상 최소규모 도시의 subcenter 최소고용자수는 3,000명으로 정하여 고
용중심지를 정의함
∙ [그림 4-11]의 붉은 실선은 window size를 10으로 할 경우, 푸른 실선은
window size를 100으로 한 경우를 개념화한 것임
∙ [그림 4-12]는 로스엔젤레스에 실제로 적용할 경우 그림으로 흰색 격자무니가
smoothing이 많이 된 window 100의 추정치이며 window 10의 추정치 일부가
100의 추정치를 뚫고 나온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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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Lee (2007)의 비모수적 방법을 활용한 고용중심지 (개념도).

그림 4-12 | Lee (2007) 방식의 비모수방식으로 정의한 LA 고용중심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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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07)의 연구가 McMillen과 Giuliano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한 방식으로
도시공간구조특성이통행행태, 온실가스배출, 그리고도시성장 등에미친영향을분석
한다양한연구에활용되나, 국내도시공간구조분석에적용하는데몇가지한계가있음
∙ Lee (2007)의 방식을 활용하여 공간구조가 통행행태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연
구가 진행(Lee et al., 2009; Lee, 2010; Lee et al., 2011; Gordon & Lee, 2013; Lee
& Lee, 2013)되었고,
∙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 (Lee & Lee, 2014)이나,
∙ 도시성장에 미친 영향 (Gordon & Lee, 2007)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됨
□ 대부분 도시가 자동차중심 도시로 개발된 미국에 비해 포스터 모던 도시 개념이 반영
된 국내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높은 밀도로 개발되었고,
□ 도시 외곽에도 높은 고용밀도의 고용중심지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행정동
이나 보다 낮은 집계구조차 도심에 비해 도시외곽의 면적이 상당히 커서 공간구조분
석을 위한 최소유닛(geographic analysis unit)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서울을 사례로 보면, 도심의 최소 및 최대 집계구 크기는 각각 301m2와
9,647,292m2로 32,009배 차이 남
□ 게다가 기존 방식은 시·공간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지는 못하여, 매년 고용시장의 급격
한 유동(fluctuation)에 따라 항상성을 갖지 못하고 고용중심지 위치 변동이 상대적
으로 심하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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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중심지 실증분석

대시메트릭 매핑 (Dasymetric Mapping)
□ 도시 중심부와 도시외곽의 공간단위를 동일한 크기로 통일하기 위해 국토정보지리원
의 격자체계(500m)를 적용하기 위해 대시메트릭 매핑 방법을 적용함
∙ 대시메트릭 매핑은 영역 내삽법(areal interpolation)의 일환으로 수집된 공간
경계가 다른 정보들을 통일시키는 과정을 의미함 (Eicher & Brewer, 2001;
Goodchild & Lam, 1980)
∙ 본 연구는 고용자수와 인구 등의 지표들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공간단위의 정
보를 공표하는 집계구*)단위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심
지역과 도시 경계부의 면적 차이가 크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공간분석에 활용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고시(제104호,

2016.12.29.)한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의 500m 격자
체계**)를 최소공간유닛으로 활용하고,
∙ 고용 및 인구 정보를 500m 격자로 통일할 수 있는 대시메트릭 방법을 적용함

*) 통계청에서 2000년 이후 데이터를 개방한 집계구 단위 인구 및 고용 정보는 “기초단위구를 기반으로
소지역 통계자료의 공표에 적합한 준영구적인 통계의 기초단위로 설정된 구역단위로 통계 집계 공표
구역을 의미함 (통계청 SGIS 공간통계자료활용). 설정기준은 집계구 설정은 최소(300명), 최적
(500명), 최대인구(1,000명)를 기준으로 설정”된 주택유형의 동질성 지수와 지가 동질성 지수를
활용한 인구기준 공표 가능한 최소 공간단위임
**)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에서 제시한 격자는 100km, 10km, 1km, 100m,
10m 단위로 구획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m 격자를 합하여 임의로 500m격자를 생성하여
기초 분석단위(geographic unit)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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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메트릭 방법은 면적가중치법, 중심점(centroid)의 밀도 활용법의 초기 방식에서
보조 데이터를 활용한 바이너리 방식, 다중클래스 방식, 제한변수 방식 등 다양한 방
식으로 발전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방식을 적용함
∙ 공간경계가 다른 정보들을 하나의 공간경계로 통일하기 위한 방법은 면적이나
공간의 중심점을 활용한 영역 내삽법(areal interpolation) 방식이 주로 사용되
어 왔으나,
∙ 보다 정밀하게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보조데이터를 활용한 대시매트릭 매핑
방법으로 발전해 옴
∙ Eicher & Brewer (2001)에 따르면, 영역 내삽법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면적
가중치법이나 중심점의 밀도활용법과 대시메트릭 매핑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 엄밀하게는 영역 내삽법은 보조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해당데이터의 공간영
역차이 만으로 구획하는 방식인데 반해 대시매트릭은 공간영역 구분을 위해
추가적으로 두 공간데이터 이외의 정보를 활용하여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음
∙ 대시매트릭 매핑의 효시는 지형도를 보조데이터로 활용하여 주거 및 비주거지
역을 구분한 Wright (1936)의 연구로 보고 있으며(이석준 외, 2014),
∙ 최근 대시매트릭 매핑은 보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지역 중 유의미한 공간
과 불필요한 공간을 1과 0로 구분한 바이너리 방식(binary method),
- 예를들어 집계구단위의 인구수 데이터를 격자단위 공간체계로 변환시킬 경
우, 동일한 집계구에 해당하는 격자 중 인구가 없는 공간과 존재하는 공간으
로 더미화시켜 적용하는 방식임
∙ 바이너리 방식을 개선하여 속성을 세분화한 다중클래스 방식(multi-class method),
∙ 각 속성에 한계치를 두고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속성을 바꾸는 제한변수 방식
(limiting variable method) 등으로 점차 발전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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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인구비중법(population proportion method),
표준밀도법(standard density method), 회귀분석법(regression method)로 발전
하고 있음
∙ 인구비중법은 Eicher & Brewer (2001)와 Holloway et al. (1996)의 연구에서
토지용도에 따른 인구 비율 데이터를 보조정보로 활용한 방식이며,
∙ 표준밀도법은 Mennis & Hultgren (2006)이 활용한 방식으로 용도별 인구밀도
에 대한 기존 정보를 기반으로 전 토지용도의 인구밀도 총합에 대한 비율로 가
중치화 하는 방식이고,
∙ 회귀분석법은 census tract별 인구를 종속변수로 두고 거주 가능한 토지용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Reibel & Agrawal (2007) 연구나 포아송 회귀
(Poisson Regression)을 활용한 Flowerdew & Green (1989), Flowerdew et al.
(1991), Yuan et al. (1997) 연구들이 있음 (이상일&김감영, 2007)
□ 보조 데이터로 연도별 용도별 건물 연면적을 활용하여, 집계구별 고용자수를 종속변
수로 두고 각 연도별 집계구 단위 건물 용도별 연면적 총합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가
중치로 활용한 회귀분석법을 적용함
∙ 건물의 연면적이 고용자수에 비례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건물 용도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였음
∙ 집계구 단위의 고용자수 정보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의 “용도별건물정보”의
용도별 연면적이 고용자에 미친 영향을 연도별 지역별 표준화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여, 가중치 비율을 산정함 (표4-3)
∙ 이 값을 그리드별 고용자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로 활용함 (그림 4-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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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집계구 단위 용도별 연면적이 고용자수에 미친 영향 (2015년 서울사례).
Coef

Std. Coef.

적용 비율

t-value

Intercept

42.519

0.000

19.49

***

제1종근린생활시설

0.032

0.166

10.06%

73.97

***

제2종근린생활시설

0.001

0.022

1.32%

10.47

***

문화및집회시설

0.006

0.025

1.52%

12

***

종교시설

0.012

0.017

1.01%

7.88

***

판매시설

0.034

0.080

4.86%

38.54

***

운수시설

0.022

0.076

4.63%

36.67

***

의료시설

0.001

0.034

2.08%

16.64

***

교육연구시설

0.011

0.018

1.07%

8.45

***

노유자시설

0.003

0.002

0.09%

0.73

수련시설

0.014

0.024

1.48%

11.7

***

운동시설

0.032

0.503

30.42%

231.43

***

업무시설

0.000

0.003

0.16%

1.28

숙박시설

0.031

0.027

1.63%

12.83

***

위락시설

0.004

0.311

18.80%

145.01

***

공장

0.016

0.081

4.90%

35.26

***

창고시설

0.014

0.016

1.00%

7.46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0.054

0.112

6.78%

51.62

***

자동차관련시설

0.003

0.002

0.11%

8.16

***

동.식물 관련시설

0.079

0.072

4.34%

33.3

***

분뇨.쓰레기처리시설

0.009

0.005

0.30%

2.41

**

교정및군사시설

0.004

0.006

0.34%

2.65

***

방송통신시설

0.058

0.031

1.86%

14.72

***

발전시설

0.011

0.002

0.12%

0.96

묘지관련시설

0.012

0.008

0.49%

3.88

관광휴게시설

0.017

0.003

0.19%

1.46

기타

0.058

0.008

0.46%

3.64

***
***

R-sq: 56.54% (Adj. R-sq: 56.53%), Sample Size: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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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집계구(파란색)와 500x500m2 그리드 (검은색).

그림 4-14 | 건축물 데이터를 보조 데이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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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 각 건축물 중심점 좌표를 활용.

그림 4-16 | 각 중심점의 건축물 정보 중 주거용도를 제외한 시기별 용도정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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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WR을 활용한 시공간 고용중심지 모형구축
□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변화에 대한 비모수적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과시계열상관(autocorrelation)을동시에반영함
∙ 시공간 자기상관을 활용한 패널 분석 모형은 Lee & Yu (2007)의 Spatial Dynamic
Pannel Data Model을 비롯하여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앞서 언
급한 GWR처럼 공간적 비모수 모형으로 개발된 유일한 모형이 Huang et al.(2010)
이 제시한 Geographically & Temporally Weighted Regression (GTWR) 모형임
∙ 본 연구에서는 Giuliano와 McMillen의 절대적·상대적 고용중심지(subcenter)
를 정의하는 방식에 시간축 변동을 포함한 모형으로 모형을 개선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지 공간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Lee (2007)가 GWR을 활용한 모
형을Huang et al. (2010)의GTWR을활용하여개선함
∙ 기존 GWR모형과 동일하게 도시 전체의 표본 중 인접한 50% 표본을 window
size로 정하여 추정(smoothing)하고,
∙ Huang et al. (2010) 모형이 weight으로 bi-square function을 활용한 것과 달
리, McMillen (2001)이나 Lee (2007)가 빠른 고용밀도감소를 위해 tricube 함
수를 적용한 방식을 따르되,
∙ 공간축 (u, v)에 시간축(t)을 추가(그림 4-17)한 GTWR모형을 적용함:
※ 기존 GWR 프레임의 고용중심지 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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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차원을 추가한 GTWR 프레임의 고용중심지 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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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치( 
 )와 실제값을 비교하여 실제값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큰 census tract을 고용중심지로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함
 
  
>1.96




∙ 한국의 높은 고용밀도를 반영하여, 가장 수위의 서울의 subcenter 최소고용자
수를 5만명으로, 광역급 이상 도시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울산의 subcenter 최
소고용자수를 1만 명으로 정하여 고용중심지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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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 각 중심점의 건축물 정보 중 주거용도를 제외한 시기별 용도정보를 활용함.

출처: Huang et al. (2010). Figure 1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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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중심지의 변화 (2000-2015)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광역급 이상 대도시의 인구 및 고용자 수 변화(표 3-4)를 살
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구는 평균 3.3% 감소했고 기타 대도시들은 10%이상 증
가하는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에 관계없이 고용자수는 증가함
□ 대시매트릭 매핑과 GTWR을 활용한 고용중심지(subcenter)수는 고용자수 증가와
함께 2000년 기준 평균 4개정도에서 2015년 기준 7개 정도로 모두 증가함 (표4-4)
표 4-4 | 도시별 인구·고용·고용중심지(subcneter)의 변화 (2000-2015).
도시

2000

인구 수*
2015

변화

2000

고용자수*
2015

변화

Subcenter수
2000 2015 변화

서울

9,687,151 9,444,734 -2.50%

3,494,373

5,013,324 43.47%

5

12

7

부산

3,585,492 3,359,908 -6.29%

1,033,762

1,347,119 30.31%

7

10

3

대구

2,431,730 2,402,692 -1.19%

647,631

875,215 35.14%

3

6

3

인천**

2,348,653 2,646,620 12.69%

631,958

891,054 41.00%

5

6

1

광주

1,327,413 1,461,108 10.07%

372,418

548,925 47.39%

2

5

3

대전

1,341,623 1,499,502 11.77%

356,328

573,832 61.04%

1

3

2

울산

996,592 1,120,532 12.44%

329,904

511,897 55.17%

3

5

2

* 인구 및 고용자수는 통계청의 2000-2015까지 집계구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값.
** 인천의 경우 섬 지역을 제외한 육지에 포함된 인구 및 고용자만 합산한 값.

□ 구체적으로 각 도시별 고용밀도와 고용중심지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고용중심지
로 정의된 공간은 대부분 2015년까지 유지되었고, 도시별도 새로운 고용중심지들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급 이상의 도시들의 2000년 고용중심지들은 고용밀도나 고용심지 경계가
일부 변했지만 대부분 2015년 고용중심지로 유지되었으나,
∙ 부산의 석대도시첨단산단 일대, 인천 벗말사거리 일대, 울산 북구의 우정동·중
앙동·학성동 일대는 고용밀도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감소로 고용중심지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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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사라진 고용중심지들의 고용밀도 변화는 부산의 석대도시첨단산
단 일대 16.56% 감소, 울산 북구의 우정동·중앙동·학성동 일대 19.77% 감소했
고, 인천 벗말사거리 일대는 13%증가에 그쳐 주변 고용밀도 증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2000년대 고용중심지들은 2015년 고용밀도가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차
이가 존재함
∙ (서울) 2000년대 CBD인 종로지역을 포함하여 테헤란로, 구로디지털단지, 여
의도, 강동역, 방배·서초 일대의 고용밀도는 모두 증가했고,
∙ 2015년 신사·논현역, 건대역, 홍대, 염창동, 잠실역, 양재역, 영등포구청역 일
대가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정의됨
∙ 서울 전체로 보면 강북지역에 건대와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중심
지가 나타났으나 CBD를 제외한 모든 고용중심지는 강남지역에 편중되어 강
남·북의 편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 CBD를 포함하여 2000년 고용중심지역의 대부분 지역은 고용밀도가
증가하였으나, 사상구청 일대와 화명역 일대, 그리고 석대도시첨단산단은 감
소했고, 석대도시첨단산단은 고용중심지에서 제외됨
∙ 르노삼성자동차 출고지가 있는 화전일반산단의 고용밀도가 4배 조금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센텀시티 일대의 개발로 인해 고용밀도가 약 14.8
배 증가함
∙ 부산진역과 부산시청지역의 고용밀도가 부산에서는 가장 높으며,
∙ 부산시청이 위치한 CBD의 고용밀도 증가(20.63%)가 부산진역 일대(14.10%)
에 비해 높으나 2015년 기준 고용밀도는 부산진역일대(269 #/sqkm)가 CBD
지역(243)보다 높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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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2000년 기준 모든 고용중심지들의 고용밀도는 증가했으며,
∙ 비록 CBD의 고용밀도변화(12.10%)가 다른 고용중심지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진 았았지만, CBD의 고용밀도(231)가 기타 고용중심지(subcenter)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음
∙ 서울의 경우 CBD의 고용밀도(752)가 다른 고용중심지들에 비해 높긴 하지만 테
헤란로(702), 구로디지털단지(723), 여의도(668) 일대 등의 고용중심지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 부산의 경우 부도심인 부산진역 일대의 고용중심지(269)가 오히려 CBD지역
(243)보다 고용밀도가 더 높은 점과 대별됨
∙ 대구의 기존 고용중심지 중 수성구 범어역 일대 고용밀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
여 고용밀도기준 차위 고용중심지로 성장하였고,
∙ 검단 일반산단, 상인2동, 그리고 칠곡 일대가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성장함
∙ (인천) 인천 시청 일대의 CBD를 포함하여 2000년대 기준 모든 고용중심지의
고용밀도가 증가하였고,
∙ 계양구청과 우림테크노벨리 일대의 고용밀도 증가로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정의
되었으나 벗말사거리 일대의 고용밀도 증가는 저조했고 벗말사거리 주변의 높은
고용밀도 증가에 비해 상대적 증가추세가 낮아 2015년 고용중심지에서 제외됨
∙ 비록 주안일대 고용중심지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지되었으나 고용밀도
증가는 벗말사거리 일대(13.32%)보다 주안일대(6.39%)가 낮음
∙ 하지만 고용밀도로만 보면 계양구청 일대(163)와 함께 주안일대(163)가 인천
에서 가장 고용밀도가 높으며, 인천시청(154) 일대에 비해 상당히 높음
∙ (광주) 2000년대 고용중심지들 중 광주시청 일대의 CBD 지역과 광주하남 일
반산단의 고용밀도는 증가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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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고용밀도가 가장 높은 금남로 일대의 고용밀도는 오히려 감소함
∙ 광주 버스터미널 일대와 광주첨단과학산단, 평동제1차 일반산단 등은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정의됨
∙ (대전) 대전의 경우 대전시청이 2000년대 대전역 일대에 위치했으나 2015년
기준 현재 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 이전한 현재 CBD지역의 고용밀도가
크게 증가하여 고용밀도기준으로도 가장 수위 중심지가 됨
∙ 반면 기존 대전역 일대는 차위 고용중심지는 대전역 일대이지만 고용밀도는
4.68% 상승하는데 그침
∙ 대전 제4일반산단과 대덕테크노벨리 지역의 고용밀도 증가가 가장 높아 2015
년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정의되었고, 대전복합터미널 일대도 새롭게 정의됨
∙ (울산) 산업 기반이 약한 울산 북구의 우정동·중앙동·학성동 일대를 제외하고
2000년대 모든 고용중심지들의 고용밀도는 증가했으며,
∙ 현대중공업 일대(333)가 울산에서 고용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임
∙ 울산대, 온산 국가산단, 호계역 일대 등이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정의됨
□ 본 연구에서는 각 도시 고용중심지의 고용밀도(2015)와 고용밀도 변화(2000-2015)
수준을 기반으로 고용중심지 특성을 성장형, 안정형, 주의형, 쇠퇴형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함 (그림4-18)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역급 이상의 도시들 모두 전체 고용자수가 크게 증가
하였고 고용중심지수도 함께 증가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지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각 도시별 고용밀도
(2015기준)와 고용밀도 변화율(2000-2015)의 중간값으로 4개의 집단으로 구
분함 (그림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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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형: 1사분면) 고용밀도와 고용밀도 증가가 모두 높은 타입으로 자발적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고용중심지
∙ (주의형: 2사분면) 현재 고용밀도는 낮으나 고용밀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
로 빨라 현재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고용중심지
∙ (쇠퇴형: 3사분면) 고용밀도와 고용밀도 변화율이 가장 저조한 고용중심지 집
단으로 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고용중심지
∙ (안정형: 4사분면) 안정형 고용중심지로 고용성장률은 높지 않으나 상대적으
로 높은 고용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중심지
∙ 하지만 부산(그림 4-20)의 경우처럼 3·4분면의 고용밀도 변화률이 0을 기점으
로 정의되거나, 광주(그림 4-23)처럼 일부 고용중심지의 고용성장률이 음수인
고용중심지는 3·4분면의 구분에 관계없이 발전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
는 고용중심지로 볼 수 있음
∙ 성장형, 안정형, 주의형 고용중심지의 경우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전략이 필요한 반면, 쇠퇴형 고용중심지는 고용중심지의 특성
을 재 분석하여 지역현황에 맞는 전략으로 재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검토한 4개 집단에는 2000년에 고용중심지로 정의되었으나
2015년 비고용중심지가 된 지역도 포함하여 분석함
∙ 서울은 강동역 일대, 부산은 사상구와 덕천 일대, 대구는 상인2동 일대, 인천은 벗말
사거리 일대와 남동인더스파크 일대, 광주는 광주하남 일반산단, 대전은 대전복합터
미널 일대, 그리고 울산은 호계역 일대에 대한 발전전략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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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 고용중심지 유형구분(상)과 유형별 대응전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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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 서울의 고용중심지별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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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 부산의 고용중심지별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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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 대구의 고용중심지별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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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 인천의 고용중심지별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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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 광주의 지역별 고용중심지의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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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 대전의 지역별 고용중심지의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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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 울산의 지역별 고용중심지의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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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쇠퇴형 고용중심지 스마트특화전략 적용
1) 광역급 도시들의 고용중심지 변화 요인
□ 고용밀도의 상대적 성장이 있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스마트시티, 로봇 등 ICT 융합, 바
이오 헬스, 고급소비재,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등 이머징 산업의 입지가 증가한 지역
∙ 비록 앞 장에서처럼 인과관계형 통계모형을 통해 성장한 지역에 영향을 준 요
소를 엄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은 이머징 기업
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그림4-26]은 2000년과 2015년 고용중심지의 고용밀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역 일대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고용중심지
중 상대적 고용 감소가 확인됨
∙ 서울 내 고용중심지 위치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개업한 이머징 산업별 위
치를 살펴보면, [그림 4-27]과 같음
∙ 대다수 이머징 산업은 고용중심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6 | 서울의 지역별 고용중심지의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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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 이머징 산업 특성별 고용중심지 입지 특성.

□ 이러한 이머징산업의 집적 특성 이 외에 다양한 산업이 밀집하여 Jacobian 외부효과
를 유도하는 도시화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과 특허출원이 많은 지역에서 고용밀도 성
장이 두드러짐
∙ [그림 4-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화 경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Entropy 지표가 서울의 경우 CBD를 제외한 대다수 고용중심지에서 전반적으
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특허출원수가 높은 지역에서 고용성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특허출원이 낮은

제4장 스마트특화전략의 검토와 적용 ․ 129

그림 4-28 | 서울의 지역별 고용중심지의 고용밀도변화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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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기준 고용중심지 12개 지역 중 강동역 일대의 2016년의
단위 면적당 특허출원 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고용중심지 중 2000년부터 2015
년 사이 고용성장이 가장 더딘 지역으로 나타남
□ 또 다른 특징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큰 지역에서 고용증가가 나타남
□ 한편 고용밀도의 상대적 감소가 나타난 지역은 특정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었고, 주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집적하는 경향이 있음
∙ 서울의 경우 상대적 고용감소가 나타난 강동역 지역일대는 다양한 산업 중 도
소매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음
∙ 산업의 다양성이 낮은 지역이 반드시 고용감소지역인 것은 아니나, 고용감소
지역의 대부분은 산업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을 확인함
∙ 서울 이외지역들도 주로 산업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주로 고용감소현
상이 나타남 (그림 4-29)
∙ 부산의 경우 화명역 일대, 덕천 일대, 그리고 사상구 일대까지 낙동강 동편을
따라 조성된 고용중심지들은 약 15년간 고용밀도가 감소했는데, 산업간 다양
성 지수인 entropy 지표 값이 고용이 성장한 다른 지역과 달리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대구의 경우 상인2동 일대는 entropy값이 크게 낮지는 않았으나 중간정도의
수준이었고 제3공간 일대는 매우 저조
∙ 인천의 경우 제4차 국가산단, 벗말사거리일대, 남동인더스파트 일대 등 3지역
모두 고용밀도 감소와 산업간 다양성이 저조한 특성을 갖고 있음
∙ 광주의 하남일반산단, 대전의 복합터미널 일대, 울산의 호계역 일대 등도 성장
하는 고용중심지에 비해 산업간 다양성이 낮음

제4장 스마트특화전략의 검토와 적용 ․ 131

132

그림 4-29 | 광역급 도시들의 고용밀도 감소(2000-2015) 지역과 Entrop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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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 광역급 도시들의 고용밀도 감소(2000-2015) 지역과 지역 특허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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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고용감소가 나타난 지역은 특허 출원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성이
저조함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적 고용감소를 확인한 강동역 일대가 12개 고용중심
지 중 단위면적당 특허출원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함(그림 4-28)
∙ 기타 6개 대도시들의 쇠퇴형 고용중심지를 보면 대다수가 단위면적당 특허출
원 빈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30)

2) 서울시 사례를 통한 스마트 특화전략 제안
□ 유럽의 스마트 특화전략은 대상 지역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그 지역의 인적 사회적
장점을 파악하여 지역 발전에 효과적일 수 있는 대안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지역과 관
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결정하
고 발전시키는 전략임
□ 먼저 서울지역의 쇠퇴형 고용중심지 산업 구조 현황을 보면 산업간 다양성이 떨어지
고 주로 도소매업종에 특화되어 있으나 도소매업 기업의 영업이익이 낮고 관련 특허
출원 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쇠퇴형 고용중심지는 강동역 일대이며, 제10차산업분류의 대분류로 구분할
경우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Q값으로 보면 서울의 12개
고용중심지 중 유일하게 도소매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그림4-31)
∙ 하지만 강동역 일대 도소매 기업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 기업
은 특허출원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강동역 일대를 기준으로 북동쪽에 2018년 U-건설사업 준공예정인 하남미사지
역이 있으나 기초지자체 단위의 스마트도시계획이 적용된 지역은 아님
∙ 서울 전체 기준 사업주의 평균 나이가 약41세 정도인데 반해, 강동역 일대 사
업주 평균 나이는 약 44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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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역 일대의 기타 특성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서울시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
으나 강동역 일대 대졸자 비율은 서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강동역 일대 영업이익 및 특허출원 수를 기반으로 현재 도소매업 대신 이머징 산
업 중 대안이 될 수 있는 산업을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산업분류체계상 21개 대분류 대신 5대 이머징 산업만 뽑아 산업별 영업이익
을 분석하면 강동역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게다가 서울의 12개 고용중심지 중 강동역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특허 출원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록 신재에너지 산업이 강동역 일대에서 영업이익과 특허 기반 효율적인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지역 주민과 지역 민간기업 그리고 강동구와 서울시 공무원 등 계획주체
들의 협의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
∙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산업특화 상 지역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의 구체화 단계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현재까지 분석된
내용을 지역 시민과 기업주 등 계획의 실질적 주체에게 공개하고 내용을 파악
한 계획 당사자들이 계획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 앞서 강동역 일대 기업주 구성은 서울시 평균에 비해 연령대가 조금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 외의 인구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등에 대한 검토는 부족
한 상태임
∙ 확보가능한 모든 정보는 계획의 대리인으로서 공무원 집단에 국한되면 안되
며,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계획의 주체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
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자료를 통해 공유된 정보 기반의 합의 과정이 추가
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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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다양한 지역 자원을 분석하고 스마트기기 을 공유하여 계획의 다양한 참여자
들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top-down)하고, 요약된 정보를 기반으로 참
여자들이 계획과정에 참여(bottom-up)하여, 효과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전
과정이 스마트특화전략의 핵심임
그림 4-31 | 서울 고용중심지의 도소매업 LQ (상)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영업이익 및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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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경제적 측면의 스마트 발전 전략
1. 혁신생태계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 혁신생태계 구축이나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키워드들은 현 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방
향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음
∙ 기존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주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앞서 2장의 스마트도시 개념 및 정책범위의 확대를 설명)
∙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정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스마트 인프
라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을 갖고 있으나,
∙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기반이나 사람들의 행태,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제 4차산업 혁명에 대
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 방향과 키워드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나 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함
□ 지역의 산업특성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 분석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지역 현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및 확산 전략 필요
∙ 앞서 제3장에서 한국 도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생존분석으로 분석했고,
제4장 1절에서 유럽의 스마트특화전략을 통한 지역 성장을 위한 방안을 소개했
으며, 이 방안을 활용하여 4장 4절에서 국내 대도시 7개 지역의 고용중심지를 대
상으로 적용방안을 검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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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종합하여 스마트도시 정책을 통한 지역의 전략적 성장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스마트도시 개념의 확대를 반영한 종합적 혁신생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도시의 추진 목표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스마트도시 정책은 도시 내 정보통신기술의 확대 및 적용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지향점과 실행수단 간의 간극이 큼
∙ 특히 스마트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혹은 지역 성장에 관해, 정보통신기
술 부문의 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1차원적 가정 이외에는 ‘스마
트’한 전략이 부족함
∙ 국 내·외에서 스마트도시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
고 있고, 일자리와 지역성장에 대한 검토와 제4차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구
조의 융복합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스마트도시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들 중 경제
부문에 대한 추가 전략을 제시한 것임
□ 스마트도시 정책은 유비쿼터스 도시 정책과 달리 도시·지역의 현실성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으로, 어떤기술을어떤공간에우선적으로적용할지에대한공간전략을포함해야함
∙ 스마트도시 정책은 이머징 산업 중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포괄하고
있고 점차 모든 산업부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특
화전략을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함
∙ 앞서 2장에서 스마트도시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단순하게 정보통신부문의 확대
가 전 지역, 전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쳐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적
인 도시와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한계에 대해 언급함
∙ 유비쿼터스 도시의 이상(理想)을 지역·시민·사회구조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스마트’함이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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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정책은 민간기업이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지속가능한 정책
이 필요하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 정책은 정부 주도형 정책으로 정보기술부문을 도시기반시설
로 확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공급자 중심 정책
∙ 유비쿼터스 도시정책은 세금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발전하기 어려
운 한계가 있으며 정책대상자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거나 효과적으로 ‘스마
트’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중앙정부는 기술을 도시의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고심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의 지원 받는데에만 관심이 있으며, 민간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
요에 맞춘 기술중심 정책에 머무르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물리적 공급 중심의 정책을 스마트도
시로 한정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한 현재 유비쿼터스 도시 정책이 갖고 있는 한
계를 극복하기 어려움
□ 스마트도시 정책은 전통적 도시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 문제와 수요자 중심의 전략
에서 출발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화 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여 시민의 생활과 민간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발상이 필요함
∙ 일반적 도시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및 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현재 지역이 앉고 있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
에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있겠지만, 필요할 경우에 한(限)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함이 필요하며, 극단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하거나 줄이는 것도 ‘스마트’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열린 관점이 필요함
∙ 실시간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보호를 명목으로 몇 주 안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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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는 현재의 유비쿼터스 도시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유도할 수도 없고
스마트도시라고 말할 수도 없음
∙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도시의 접점은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유럽은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정보통신기기
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책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로 구글, IBM, CISCO
등 민간기업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은 사생활보호를 명목으로 지방정부가 정보통신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
리하기 보다는 대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엄격히 막고 있는 상황이므로 4차 산업을
유도할 수도 없고, 시장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생태계 생성을 막고 있는 상황임
∙ (정부) 정부는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전통
적 도시계획에서 주목하는 지역 현안으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4차산업혁명의 기본이자 핵심인 데이터 질을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데이터 확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이면
서 동시에 데이터 기반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중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업과 시민) 계획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계획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계
회과정에 참여가 용이하고 정책 수집이 용이하도록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기기의
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및 확산 정책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들에 대
한 종합적 공간정책을 반영해야 함
∙ 스마트도시 개념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도 기존 U-City가 갖고 있는 정부주도,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함
∙앞서 2장의 [그림 2-3]에서 국내외 스마트도시 개념을 종합하여 기존 U-City적
접근을 극복할 단기 추진전략과 궁극적 목적을 잘 제시하고 있으나, 개념적 기
술·인프라와 제도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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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스마트도시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리빙랩 테스트, 상
향식·하향식 거버넌스의 종합적 전략, 그리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 인
프라 정책의 종합적 전략을 제시함 (그림 5-1)
∙ (리빙랩 테스트)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물리적 구축을 통해 도시의 효율성
을 증대하고자 하는 방안은 유비쿼터스 도시정책부터 시행하던 가장 핵심 정책
∙ 하지만 초기 스마트도시 전략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시정책은 스마트기기의 종류
도 한정되어 있었고, 지역별 수요도 크게 다르지 않아 공간정책으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에서 시범도시(pilot project) 별 특화전략이나
매년 여러 건의 새로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실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스마트기기의 설치와 활용에 대한 정책은 리빙랩 테스트(living lab test)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 | 스마트도시 전략을 위한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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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시민의 수요를 정확히 읽어내고 지역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기술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설치계획이 필요함
∙ (거버넌스) 국내에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일부 지방정부의 활발한 활동
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정책이 확산되어 왔음
∙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정보통신기술 확산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 인재나 지역 역량을 보육
하고 지역의 특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 도시계획에서 아래로부터
정책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상향식 계획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상향식 계
획과 하향식 계획은 장단점이 있음
∙ 유럽의 경우 EU를 중심으로 사업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하향식 정책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검토하
는 상향식 정책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데이터의 질이나 관리 등 하향식 정책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문과 아이
디어를 수용하고 지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향식 정책이 복합적
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스마트폰이 일반화됨에 따라 개인의 의사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상향식 정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소프트 인프라) 지역이 가진 주요 장점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다
르나 정보통신기술 정책이 이러한 공간 내 문제에 직접 접근하는 전략은 부족했음
∙ 지금까지 유비쿼터스 도시 중심의 추진체계 상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역량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기술의 활용이라는 접근 보다 스마트 서비스 발굴에만 초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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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기술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접근도 스마트도시계획에서 동시에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의 인적 역량, 사회적 자본, 자연 자원의 특성, 산업구조 등을 종
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여 지역의 장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극대화하
며 한계점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융합될 필요가 있음
□ 기술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공간중심의 정책으로 확대
하기 위해 이 세 요소의 효과적 융합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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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혁신생태계 전략
∙ 본 과제는 스마트도시에서 주로 다루는 정보통신기술 정책 대신, 현재 부상하는
이머징산업 중 정보통신부문을 하나로 보고 지역산업 증진을 위해 산업구조 변
화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민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안과 발전하는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혁신생태계전략에 초점을 둠
∙ 정보통신기술의 영역이 산업 전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적
용과정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하므로 본 절에서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혁신생태계 전략을 제시함

1) 지역 현황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성장 전략
□ 지역 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을 연구한 유럽의 스마트특화전략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지역혁신시스템 전략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 한계가 큼
∙ 지역정책의 발전 방향은 공간무차별 정책 (spatially blind regional policy)에서
지역의 역량을 고려한 장소 기반 정책 (place based regional policy)으로 전환되
고 있음 (OECD, 2009)
∙ 기존의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은 지역별 산업을 특화하는
방식을 제시해 왔으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top down 방식의 한계를 드러
내면서 지역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 증대
∙ 스마트특화전략은 지역의 경제와 산업 여건, 지역민의 역량 등을 반영한 지역발
전 전략으로 지역의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의미함
□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제시하는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도 지역의 현황이나 특성을 반영
한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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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이 신도시 중심에서 기존도시로 옮겨가고 있고, 단
순히 스마트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신기술 실증, 지역의 효율성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을 추구하고 있음
∙ 게다가 스마트 특화전략은 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지역 전략사
업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전략이므로, 스마트도시가 추
구하는 제4차 산업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벤치마킹 할 필
요가 있음
□ 스마트특화전략에서 제시하는 혁신생태계 전략은 지역의 인구, 교육, 기술특화, 주변
지역과 연계성, 그리고 제도 및 가치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화 산업을 제시하는 방식
∙ EU의 지역특화 가이드라인 (Gianelle et al., 2016)에 따르면 지역 특화 산업 결
정은 지역경제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함
Centre-Loire Valley 지역은 지방 정부와 민간 산업들 간의 많은 상호작용들을 지역
경제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함께 결합하여 스마트 특화전략의 우선산업분야를 선정했
다. 지방정부는 우선산업분야에 속한 새로운 협력 산업들을 투자하고 지원할 것을 강력
히 약속함

□ 스마트특화전략에서 활용하는 통계적 분석은 Vezzani et al. (2017) 연구가 좋은 사
례로, 지역의 이머징 산업 분석, 이머징 산업별 부가가치 정도, 이머징 산업의 기술특
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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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맞춤형 벤치마킹 전략
□ 스마트도시의 성과확산을 위해 앞서 제4장의 지역 간 협력 및 성과확산에서 제시한 것
처럼 EU에서 현재 시행중인 CORDIS, INTERACT, KEEP 등의 인터넷 기반 플랫폼
을 활용하여 지역 정보를 소개하고 협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나,
□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 현황과 우수사례지역과 인적·사회적 자본이 유사해야 함
□ 지역 벤치마킹 툴(Regional Benchmarking Tool)은 유럽 내 서로 지역들의 연구
및 혁신 정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
∙ Navarro et al. (2014)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벤치마킹 툴을 제시하여 유럽의 지역간
유사성을 통계적 지표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 지역의 혁신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7개 부문, 지리-인구
(geo-demography),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기술 구조 (Technology structure),
경제와 산업 특화 (economy & industry specialization), 기업 구조 (Firm structure),
개방성(Openness), 제도/가치 (Institution & values) 으로 제시함 (그림 5-2).
∙ 각 요소를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약할 수 있도록 하
여, 각 지역별 7개 부문의 지표를 산출함
∙ 가중치와 거리행렬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의 유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책 및 혁신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지역 간 벤치마킹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① 비교 가능한 지역들을 선정
② 비슷한 구조적 조건을 가진 지역 중 보다 나은 성과를 낸 지역을 확인
③ 어떤 점이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④ 실행, 정책의 이해, 조정 및 수정 전략 제시

148

그림 5-2 | 참고지역 선정을 위한 요소들.

출처: Navarro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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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벤치마킹 툴 활용 검토
□ 지역 벤치마킹 툴을 스마트도시의 성과확산 정책에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전략 방안
가능성을 검토함 (그림 5-2)
∙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지 성장정도에 따라 성장형, 안정형, 주의형, 쇠퇴형으로 구
분하였고, 쇠퇴형 중심지를 제외한 유형은 성과 요소와 지역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앞서 제시하였음
∙ 성과확산 방안은 모니터링 하는 3개 유형 고용중심지의 특성을 제시하고 성공요소
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구지리적, 교육수준, 기술 특화, 주변지역과 연계 정도, 제
도 나 가치 등이 있음
∙ 새롭게 스마트도시 전략을 추진하는 지역도 성공한 지역에서 분석한 지역특성
요소, 즉 인구지리, 교육수준, 기술 특화, 주변지역과 연계정도, 제도 및 가치 등
의 값을 파악하고,
∙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성공 모델 사례지역들과 지역특성 유사 정도들 벤치
마킹 툴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사성 검토
∙ 유사성이 가장 높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기존 정책방안을
조정 및 수정하여 전략 필요
□ 지역 벤치마킹 툴 중 소지역의 스마트도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이머
징 산업이나 스타트업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발전전략을 검토함
□ 지리-인구적 지표 (Geo-demographic indicators)
∙ [그림 5-2]에서 제시한 지표 총 다섯 개 변수 중 도시화정도를 제외한 4 요소 분
석. 스마트도시 정책 대상지역은 지역경제 전략과 달리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특성을 반영함
① 지역 내 인구: 지역 크기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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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정도 파악
③ 15세 미만 인구
④ 지역 기반시설(infra) 및 시장과의 접근성
□ 교육 수준
∙ 지역 혁신 가능성 측면에서 고교 졸업,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경제활동가능인
구(25-64세)를 대상으로 산정
□ 기술 특화
∙ 두 방식으로 접근: 기술 분포 분석과 기술의 지역적 집약 정도
∙ 기술 분포: 이머징 산업과 연관된 기술 각각의 특허 분석. 5개 기술 분야들에 (전
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공학 그리고 기타) 대한 특허 분포
∙ 기술 집약: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기술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고 있는 정도 분석
□ 산업 구조
∙ 지역 벤치마킹 툴에서는 산업 부문별 고용자 수와 고용자 집약 정도 그리고 상품
(commodities)별 고용자 수 등, 세 요소를 고려하였으나 국내 통계에서는 지역별
상품별 고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 번째 요소는 제외함
① 산업 부문별 고용자 수
(농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운수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② 고용이 가장 많은 주요 5개 산업의 집약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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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
∙ 한국기업데이터(KED)를 활용하여 지역의 기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주변지역과 연계정도 (openness)
∙ 지역 벤치마킹 툴에서는 지역총생산량 대비 총 수출량으로 산출하였으나, 소지
역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 대신 KED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변지역과 거래 정도를 분석할 수 있음
□ 제도/가치
∙ 지역 벤치마킹 툴은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자료 수집
① 다층간의 정부,
- 지역 벤치마킹 툴은 하위 국가 레벨 정부에 대한 분권화 및 권력이양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BAK Basel Economics for the Assembly of Regions에 의해 개발
된 합성지표 사용함
- 고용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와 그 상위 광역단체 간 분권화 및 권력이양 정
도에 대한 분석지표가 필요함
② 사회적 제도적 자본,
- 부패의 낮음 정도, 법규의 높은 준수, 정부의 효과성과 신뢰성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Charron et al. (2012)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고, 사회적 안정성 및
사회적 자본은 설문조사 자료로 측정 가능함
③ 기업가적 혁신적 태도
- [표5-2]에서 제시한 두 요소를 설문조사로 확인 가능함
□ 이러한 7개 요소에 대해 벤치마킹 지역(성공한 스마트도시 지역)과 변화를 요구하는
대상 지역 간 요소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 행렬을 구축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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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상치, 비대칭, 첨도의 수정 및 표준화와 요소들의 집중
- 지표들을 이상치, 비대칭, 첨도에 대해 수정하고 각 요소를 한 값으로 요약하기
위해 미니맥스 방법 (mini-max method)을 이용하여 표준화시킴.
- 모든 결과 값이 0과 100 사이의 값을 가짐.
- 만약 지표의 수가 2개이면 평균을 사용.
- 3개 이상일 경우 주성분분석(PCA) 이용.
- 이런 방식으로 [그림 5-2]에 있는 변수들을 총 22개의 요소들로 요약
② 가중치
- 등중률 적용: 거시적 차원으로 나눈후 등중률 적용. 총 4개의 차원으로 나눔 (지
리-인구적 지표; 분야별구조; 혁신 및 가치; 그리고 인적자원의 교육정도 기술
구조, 기업 구조 및 개방성의 합).
- 주성분분석 후 요인적 적재에 기반하여 가중치 적용.
③ 집적: 거리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 두 가지 집적 방법을 적용
- 부가적 이차 집적 (additive quadratic aggregation):


d(i,i’)=

  







 ′  ,

j는 대상지역으로 각각 i, i’ 는 첫 번째 , 두 번째 지역을 의미함
mj는 가중치를 의미함
- 기하학적 집적 (geometric aggregation):
d(i,i’)=



   







 ′  ,

j는 대상지역으로 각각 i, i’ 는 첫 번째 , 두 번째 지역을 의미함
mj는 가중치를 의미함
④ 거리행렬
- 주성분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이용하고 부가적 이차 집접 방식을 (이 방식을 더
선호함) 이용 거리행렬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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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감도
- 스피어만 상관관계계수를 이용하여 민감도 테스트함.
- 여러 다른 가중치/집접 방식에 따라 계산된 거리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실시.
- 만약 높은 상관계수 확인 (0.84-0.92)할 경우, 이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임을 의미함.
⑥ 군집과 개인적 접근방식
-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의 유형분류체계 확립.
- 이를 통해 경제적 혁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구조적 조건들을 가진
지역군들을 파악
- 선택된 지역과 다른 지역들 간의 거리를 거리행렬을 통해 파악하여 벤치마킹 전략으
로 활용할 수 있음

3)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 전략
□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고용중심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중심지 유형에 따른 지
역맞춤형 혁신생태계 조성 및 벤치마킹 전략을 제시함 (그림 5-3)
∙ 성장형, 안정형, 주의형 고용중심지들은 전반적으로 고용밀도가 높고 성장하는
지역으로, 고용중심지의 특성과 성장 동력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한 개발 시 롤
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성장형, 안정형, 주의형 고용중심지의 모니터링 전략은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며, 성장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적 특성, 교육수준, 기술 특
화정도, 주변 산업과의 연계, 제도나 사회적 자본 등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쇠퇴형 고용중심지들은 현재 특화된 산업과 산업별 부가가치 정도와 산업
에 대한 기술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선순
위 산업을 설정하여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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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검토와 실증적 생존분석에서 확인한 것처럼 점차 다양한 산업을 융합한 지역의
성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에 효과적인 산업을 특화하는 전략이 효과성
이 크고 상대적으로 정책화하기도 용이하여 쇠퇴형 도심지는 클러스터 형으로 개발
전략을 제시
∙ 앞서 5개 이머징 산업을 종합적으로 묶어 각 요소별 기업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
을 분석하였으나, ICT 융합, 바이오 헬스, 고급소비재,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각각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한 요소로 성향점수화(propensity score) 함
∙ 상대적으로 성장이 빠른 고용중심지도 5대 이머징 산업의 특화정도와 Jacobian
외부효과 정도를 분석함
∙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상 가장 가까운 고용중심지 군 중
Jacobian 외부효과 정도가 유사한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 특성 및 과정 상 어려움
과 해결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쇠퇴형 중심지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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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소프트 인프라 전략으로서 지역 성장 유도, 확산 및 벤치마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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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1. 요약 및 결론
□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
한 구체적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
∙ 국제적으로 스마트도시 정책은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의 물리적 구축 중심에서
비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정책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됨
∙ 스마트도시 개념도 ICT기반의 인프라 조성 중심에서 ICT 인프라 조성과 함께
정부와 시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지원과 혁신 생태계 구성에 관한 요
소를 포괄함
∙ 현 정부도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를 구성하
여, 과거의 단순한 도시 개발 및 관리 전략 대신 혁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도시
를 활용하고자 함
∙ 스마트도시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머징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마
련 필요
∙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과 성과확산 방안을 제시
□ 혁신생태계 조성 및 확산과 관련한 스마트특화전략 문헌 검토
∙ 스마트도시 혁신성에 관한 연구들은 스마트특화전략을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
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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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특화전략은 이머징 산업 발현에 지역이 효과적으로 대응(혁신생태계 조
성)하기 위한 전략 방안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증거기반 분석을
기반으로 함
∙ 증거기반 분석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 과정에 도움을 줌
∙ 증거기반 분석은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머징 산업에 대응한 지역
역량 분석의 두 방식을 결합(smart matching)한 형태
∙ 혁신생태계 확산을 위해 지역별 혁신생태계 정보를 소개하는 다양한 플랫폼들
이 개발되고 있음 (CORDIS, INTERACT, KEEP 등)
□ 효과적인 장소기반 전략을 위해 시·도 단위(region)보다 작은 공간 단위(local) 전
략이 필요하며, 이머징 산업은 고용중심지에서 주로 증가함
∙ 혁신의 주체인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 산업은 소비 어메너티가 높은 도심이나
부도심 등 고용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 증대
∙ 국내 광역급 이상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특허출
원건수와 집계구단위 고용밀도는 서로 상관관계(약 7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중심지의 실증적 정의와 변화 분석 시행
∙ 고용중심지 구획과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공간 모형 제시
∙ 국내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고용중심지의 변화(2000-2015년)를 분석하여 고용
밀도와 고용밀도변화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4개 집단을 구분하고, 발전전략
검토가 필요한 중심지 분류
□ 고용중심지를 대상으로 혁신생태계 조성전략 제시
∙ 국내 7개 대도시의 고용중심지를 대상으로 고용중심지별 이머징 산업에 대한
우선사업선정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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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특화전략에서 제시한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분석과 이머징 산업에 대응
한 지역 역량 분석 방안을 각각 제시
∙ 혁신생태계 구축은 지역의 산업변화, 역량 정도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과정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함
□ 혁신생태계 확산 방안 제시
∙ 비록 본 연구에서 고용중심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지역 벤치마킹
툴을 활용하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성과모형 확산을 위해서 성공한 혁신 생태계를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중요하
지만,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지역 특성과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역량을 고려
한 정책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벤치마킹 툴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 실제로 적용하지는 못해 향후 과제로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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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고용중심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정책이 고용
밀도와 고용밀도변화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
으나,
∙ 향후 연구에서는 고용중심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스마트도시 전략도 함께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개
별 정책사항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짐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 매칭전략에 필요한 요소와 핵심적 방안은 예시로 제
시하였으나, 매칭을 위한 모든 요소를 검토하지는 못함

- 혁신생태계 확산 방안도 실제 고용 중심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개념수준에
서 필요한 정책방안만 제시함

- 앞서 구분한 4개 유형별 혁신생태계 조성과 확산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 시간
적 한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함

∙ 이머징 산업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년 후반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현 정부의
이머징 산업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향을 반영하지는
못함
∙ 분석한 고용중심지들을 대상으로 지역 역량을 감안한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고용중심지의 경우 기업들의 영업이익 정보나 특허 관련 정
보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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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
∙ 고용중심지 뿐만 아니라 통근이나 통행 가능한 범위의 주변부 영향도 클 수 있
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업간 거래 정보나 고용중심지에 버퍼를 적용하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머징 산업을 중심으로 매칭전략을 제
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유형에 따른 지역 맞춤형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지역맞춤형 성과확산 방안을 이머징 산업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유형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혁신생태계 조성방안과 달리 성과확산 방안은 실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지
못하여, 향후 과제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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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Strengthening Smart City Competitiveness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Center
Lee Sungwon, Hong Jinhyun
keywords: Smart City,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Innovation Ecosystem Model

Technology is moving fast, and their movements drive to change industry
structure and market interrelationships. Intelligent robots, electronic drone,
self-driving cars, neuro-technological brain enhancements and all ubiquitous
electronic devices are driv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way we live.
Professor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convinced that we arrived at the starting lin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r Industry 4.o and our live, work and relationship
with others would be dramatically changed by them at the World Economic
Forum last early 2016. Most countries try to catch up with the new
technological era as well and a lot of city administrations prepare for them
with constructing new platforms and streaming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quickly to changes in ICTs. Ministry
of Science & ICT (MSIT) has supported various new industries such as ICT
infrastructure, biotechnology, medical development and so 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enacted ubiquitous city law last
2008 and has been supporting the local government’s ubiquitous city policy.
However, the initial government-led diffusion (U-City) policy of IC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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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to prevent privat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o limit the use of big
data etc. Therefore, MOLIT expanded the concept of U-city to a smart city,
expaned the law accordingly, and amended the law to smart city law. The
current government has reorganized the supporting system so that various central
governments can lead the technical revolution with consistency; establishment of
a Smart City Special Committee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ideas constructing innovative ecosystem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Industry 4.0 and the city’s economic growth through
smart city policies until now. Meanwhile, the smart city concepts, especially,
leads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ut it is hard to find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through smart city.
In the study, European Smart Specialization Strategies (SSS) are reviewed,
and suggested the smart city policies applying them to effective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o lower the closing rate of start-up companies. The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U-city policy, Jacobian & Marshallian externality, patents,
the age of employer, etc on 5 emerging industries’s survival (ICT, bio-health,
high-end sonsumer goods, new material, to renewable energy). This study found
the implication of the influence of regional level urban spatial structure on their
survival. Meanwhile, this sutdy gives an policy suggestion on the declining
employment center. Employment centers are the places of the dense and diverse
human settlements create perpetually evolving ecosystems ripe for innovation.
However, some of them are declining last 15 years, so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policy how to improve them through SSS, based on data-driven
suggestions at the level of small grid (500×500 meters). The analyses and the
policy suggestions are examples how to effectively use the big data. The study also
suggests the new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s, and
individual citizens to create effective and good smart city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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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이머징 산업 분류코드
분류1

분류2

분류3

ICT 융합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카

178

스마트카

내용
무선통신용 교환기

산업분류

품목코드

26429

26429201

안테나시스템

26429

26429204

GPS시스템

27211

27211102

내비게이션

27211

27211107

레이더기기

27211

27211201

무인항공기

31310

31310103

항공기 엔진부품

31321

31321100

항공기 부품

31322

31322900

용접용로봇

29280

29280101

도장용로봇

29280

29280102

조립용로봇

29280

29280103

기타 산업용 로봇

29280

29280109
29280900

산업용 로봇 부품

29280

가정용 전기청소기(로봇 청소기)

28519

28519802

자동차용 센서

26299

26299104

주파수 공용통신 단말기

26429

26429101

안테나시스템

26429

26429204

기타 무선통신 시스템

26429

26429209

기타 무선통신기기

26429

26429800

SAW Filter(표면탄성파 필터)

26429

26429901
26429902

무선통신 단말기의 부품

26429

텔레매틱스 단말기

27211

27211106

GPS시스템

27211

27211102

내비게이션

27211

27211107

경승용차(전기차, 스마트카)

30121

30121101

소형승용차(전기차, 스마트카)

30121

30121102

중형승용차(전기차,스마트카)

30121

30121103

대형 승용차 (배기량2000cc이상,
전기차, 스마트카)

30121

30121104

분류1

분류2

스마트전자

분류3

산업분류

품목코드

RV자동차(다목적 전기승용차,
스마트카)

30121

30121105

레이더기기

27211

27211201

음향신호용 기구

30392

30392107

자동차 전자제어

30392

30392108

기타 자동차용 전기장치

30392

30392109

자동차용 전기장치의 부품

30392

30392900

현가장치 및 부분품(자동차부품)

30399

30399101

제동장치 및 부분품(자동차부품)

30399

30399102

조향장치 및 부분품(자동차부품)

30399

30399103

차륜 및 부품(자동차부품)

30399

30399104

안전벨트 및 부품(자동차부품)

30399

30399107

에어백 및 부품(자동차부품)

30399

30399108

웨어러블

휴대용 전화기

26422

26422101

디바이스

기타 휴대용 전화기 부품

26422

26422909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홈

스마트제조

내용

기타 무선 통신전화기

26429

26429109

안테나시스템

26429

26429204

RFID(전자테그)

26429

26429205

기타 무선통신기기

26429

26429800

항공기 개조 및 재생
(지상비행훈련장치)

31310

31310200

영상게임기(VR, 가상체험기기)

33402

33402101

FPD TV (스마트 티비)

26511

26511102

대형냉장고(401리터 이상)

28511

28511203

홈네트워크 장비

26410

2641081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75320

—

—

절삭가공

25924

25924100

전기공급계기

27214

27214104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7216

27216109

레이저 가공기

29221

29221101
29221109

3D 프린팅
지능형 가공
시스템

기타 전자응용 공작기계

29221

머시닝 센터

29222

29222101

전용기

29222

29222102

수치제어식 선반

29222

29222201

연삭기

29222

29222805

액압 프레스

29223

29223101

기계 프레스

29223

292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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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분류2

분류3
지능형 기계

ICT 융합
기반 산업

180

산업분류

품목코드

농업용 트랙터

내용

29210

29210102

농업용 분무기(무인기)

29210

29210201

이앙기

29210

29210202

콤바인(농업용)

29210

29210301

포크리프트 트럭(지게차)

29161

2916110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부품

29161

29161900

굴삭기

29241

29241101

토공기계

29241

29241102

건설용 크레인

29241

29241103

콘크리트 펌프카

29241

29241105

로더 및 불도저

29241

29241108

염색기

29261

29261201

기타 화학섬유 및 방적기
산업플랜트
제조업(공장자동화설비조립, 설치)

29269

29269209

41225

41225

26219

26219102

센서

26299

26299103

스탠다드로직(시스템 반도체)

26110

26110121

ASIC 로직(시스템 반도체)

26110

261101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58221

ICT 융합 기반
OLED
산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58222

무선통신업

61220

612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6201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6209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6202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63991

제품 디자인

73202

73202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73209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729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73904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전자책
한정)

58111

58111

기타 서적 출판업(전자책 한정)

58119

58119

온라인 교육학원

85504

85504

직원 훈련기관(이러닝 분야 한정)

85640

85640

분류1

분류2

분류3

바이오

스마트

스마트

헬스

헬스케어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생산
시스템

헬스케어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생산
시스템

내용

산업분류

품목코드

센서

26299

262991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병원정보서비스)

62010

62010

DB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빅데이터)

63991

63991

종합 병원(스마트 헬스케어)

86101

86101

공중 보건 의료업(스마트 헬스케어)

86300

86300

심전계

27112

27112101

초음파진단기

27112

27112102

전자혈압계

27112

27112103

기타 전기 및 전자식 진단용기기

27112

27112109

광선치료기

27112

27112201

치과용 임플란트

27192

27192102

치과기공소의 제품

27192

27192103

인공신체

27192

27192104

정형외과용 기기

27192

27192105

의료용 방사선장치

27111

27111101

환자감시장치

27112

27112202

기타 전기식 치료 및 요법기기

27112

27112209

전기·전자식 진단 및 요법기기 부품

27112

27112900

의약품 원료

21101

21101100

백신

21102

21102101

기타 생물학적 제제

21102

21102109

의약품제제

21210

21210100

한의약품

21220

21220100

동물용 약제품

21230

21230100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70111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70113

열측정 및 풍력계기

27213

27213106

기타 물질 측정 및 검사기기

27213

27213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7216

2721610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및 부품

27219

2721990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5822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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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분류2

분류3

고급소비재

농수산식품

농수산식품

182

내용

산업분류

품목코드

과실작물 재배업(배 한정)

01131

01131

기타 작물 재배업 (인삼 한정)

01140

01140

채소,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업(파프리카한정)

01152

01152

상동 (딸기한정)

01153

01153

상동 (토마토한정)

01154

01154

김

10220

10220101

조제분유(우유기저)

10501

10501103

분유

10501

10501104

치즈

10501

10501107

김치

10301

10301101

어묵 및 유사가공품

10211

10211101

어육 소시지 및 어묵햄

10211

10211102

기타 조미조제식품 및 어류훈제품

10211

10211109

기타 수산동물 조리가공품

10211

10211199

냉동 참치

10213

10213101

기타 수산동물 가공품

10219

10219809

건과자류

10713

10713203

라면

10730

10730201

간장

10743

10743101

된장

10743

10743102

고추장

10743

10743103

커피믹스

10791

10791103

이유식

10793

10793102

홍삼

10795

10795102

인삼즙

10795

10795104

인삼차

10795

10795105

스쿠알렌식품

10797

10797101

효소식품

10797

10797102

정제어유가공식품

10797

10797103

알로에식품

10797

10797104

기타 건강기능식품

10797

10797109

레토르트 식품

10798

10798105

탁주

11111

11111101

커피 음료

11209

11209110

분류1

분류2

분류3

화장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내용

산업분류

품목코드

크림

20433

20433102

로션 및 오일

20433

20433103

화장수

20433

20433114

화운데이션

20433

20433101

루즈

20433

20433104

볼터치

20433

20433105

아이세도우

20433

20433106

파우다

20433

20433112

샴푸

20433

20433107

린스

20433

20433108

염색약

20433

20433110

향수

20433

20433113

메니큐어 및 제거제

20433

20433116

기타 화장품

20433

20433800

남자 및 소년용 정장

14111

14111101

남자 및 소년용 자켓 및 점퍼

14111

14111103

여자 및 소녀용 정장

14112

14112101

여자 및 소녀용 자켓 및 점퍼

14112

14112103

한복

14130

14130100

남자용 셔츠(편직결합)

14300

14300201

여자용 셔츠 및 브라우스(편직결합)

14300

14300202

남자용 스웨터(편직결합)

14300

14300301

여자용 스웨터(편직결합)

14300

14300302

기타 남성용 편조 외의(편직결합)

14300

14300801

기타 여성용 편조 외의(편직결합)

14300

14300802

유아용 의복 및 부속품

14194

14194100

유아 및 어린이용 목제가구

32029

32029110

소파 및 가정용 내장의자

32019

32019100

거실 및 서재용 목제가구

32029

32029103

목제 침대

32029

32029104

낚시대

33303

33303101

낚시 인조찌

33303

33303104

양궁, 국궁 및 유사장비

33309

33309105

귀금속제의 신변장신구 및 부품

33110

33110201

보석제 제품

33110

33110203

금속제 모조 장신용품

33120

33120101

부록 ․ 183

분류1

신소재

분류2

탄소소재

분류3

탄소섬유
인조흑연

비철금속 소재

타이타늄

마그네슘

고분자 소재

폴리케톤
슈퍼섬유소재
코팅제
특수도료

세라믹
섬유소재

세라믹 파이버

에너지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신산업

프로슈머

수요자원시장

산업분류

품목코드

기타 안경

27310

27310109

안경테

27310

27310901

안경용 렌즈

27321

27321103

콘택트렌즈

27321

27321104

지갑

15121

15121102
15129101

서류가방

15129

등산용 배낭

15129

15129104

흑연 및 탄소제품(비전기용)

23999

23999200

탄소전극 및 흑연전극

28902

28902201

흑연 및 탄소제품(비전기용)

23999

23999200

산화티타늄 (티타늄 원소재)

20131

20131102

기타 비철금속 1차 정련품 (티타늄)

24219

24219209

기타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제품

24229

24229109

기타 비철금속 1차
정련품(마그네슘)

24219

24219209

기타 비철금속 분말(마그네슘,
티타늄)

24290

2429010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

20302

20302118

폴리아미드

20501

20501101

기타 합성스테이플 섬유

20501

20501109

기타 도료 및 관련 제품

20421

20421800

기타 전자공업용 화학화합물
(공업용 점착제)

20499

20499109

암면제품 (세라믹파이버)

23994

23994102

중대형 교류전동기

28111

28111103

회전위상변환기

28111

28111203

자동전기제어반

28122

28122202

프로그램 콘트롤러

28122

28122203

금융시장관리업

66110

66110

복층절연유리

23122

23122105

빌딩/친환경

내화벽돌 및 블록

23221

23221101

에너지 타운

내화타일

23221

2322110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72122

제로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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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류1

분류2

분류3

내용

산업분류

품목코드

전기차

전기차

알카리축전지(리튬이온전지,리튬폴
리머전지)

28202

28202200

저탄소발전

그린카

30121

30121300

스타터모터

30392

30392101

점화플러그

30392

30392102

내연기관용 발전기

30392

30392103

배전기와 점화코일

30392

30392104

차량용 납(연) 축전지

28202

282021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30310

30310100

미래형자동차

알카리축전지(리튬이온전지,리튬폴
리머전지)

28202

28202200

인프라 서비스

자동차 전문 수리업:
축전지충전(자동차용)

95212

95212

신재생에너지

초임계
발전시스템

ESS

태양광웨이퍼

26120

26120111

태양전지

26120

26120200

태양광모듈

28111

28111301

태양광발전시스템

28111

28111302

태양력 발전업

35114

35114

기타 발전업(풍력)

35119

35119

터빈

29119

29119100

터빈 부품

29119

29119900

증류기 및 가스발생기

29176

29176102

증류기 및 열교환기의 부품

29176

29176900

기타 발전업

35119

35119

알카리 축전지(리튬이온,
리튬폴리머 전지)

28202

28202200

전기공급계기

27214

27214104

온도 자동조절장치(공업용 제외)

27215

27215101

자동조절기(공업용 제외)의 부품

27215

27215900

중대형 직류 및 교류겸용 전동기

28111

28111102

중대형 교류전동기

28111

28111103

발전기

28111

28111201

발전기세트

28111

28111202

회전위상변환기

28111

28111203

고압배전반(전압1000Ｖ이상)

28122

28122102

수치제어장치

28122

28122201

프로그램 콘트롤러

28122

28122203

부록 ․ 185

분류1

분류2

분류3

초고압직류
송배전

에너지

친환경 냉매

신산업

미활용열

기반산업

기타 기반산업

* 산업분류코드는 10차 기준 코드임.

186

내용

산업분류

품목코드

기타 발전업

35119

35119

일반전기 공사업

42311

42311

송배전변압기

28112

28112101

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28303

28303100

송전 및 배전업

35120

35120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HFOs만
해당)

20119

20119429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35300

발전변압기

28112

28112102

전압조정기

28112

28112105
28119101

정류기

28119

인버터

28119

28119102

무정전 전원장치

28119

28119105

기타 정지형 변환기

28119

28119109

고압 차단기(1000v 이상)

28121

28121101

계전기

28121

28121203

고압배전반(전압1000Ｖ 이상)

28122

2812210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582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620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7012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72129

2. 고용중심지별 고용밀도와 고용밀도 변화
❑ 서울의 고용밀도(#/sqkm, 2015기준)와 고용밀도(2000-2015) 변화
고용중심지 명*

고용중심지(00)

고용중심지(15)

고용밀도

고용밀도변화

0. 종로·서울시청 일대

2000

2015

762

17.30%

1. 테헤란로 일대

2000

2015

702

41.29%

2.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2000

2015

723

378.65%

3. 여의도 일대

2000

2015

668

50.19%

4. 신사·논현역

2015

425

54.67%

5. 건대역 일대

2015

371

75.21%

6. 홍대 일대

2015

322

87.73%

2015

197

50.51%

2015

195

97.30%

7. 강동역 일대

2000

8. 염창동 일대

2015

535

38.78%

10. 잠실역 일대

9. 방배 · 서초 일대

2000

2015

295

92.56%

11. 양재역 일대

2015

291

67.86%

12. 영등포구청 일대

2015

402

156.18%

* 고용중심지 0번은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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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고용밀도(#/sqkm, 2015기준)와 고용밀도(2000-2015) 변화
고용중심지 명

고용중심지(00) 고용중심지(15)

고용밀도

고용밀도변화

0. 부산시청 일대

2000

2015

243

20.63%

1. 부산진역 일대

2000

2015

269

14.10%

2. 부산대역 일대

2000

2015

170

49.41%

3. 남산역 일대

2000

2015

78

17.51%

4. 덕천 일대

2000

2015

104

1.59%

5. 사상구청 일대

2000

2015

74

-0.66%

2015

62

373.11%

2015

100

-2.65%

8. 해운대 일대

2015

103

76.30%

9. 센텀시티 일대

2015

135

1475.88%

2015

132

44.54%

70

-16.56%

6. 화전일반산단(르노삼성)
7. 화명역 일대

2000

10. 광안리. 수영구청 일대

2000

11. 부산 석대도시첨단산단

2000

❑ 대구의 고용밀도(#/sqkm, 2015기준)와 고용밀도(2000-2015) 변화
고용중심지 명

고용중심지(00)

고용중심지(15)

0. 대구시청 일대

2000

2015

231

12.10%

1. 성서1·2·3차 일반산단

2000

2015

77

73.99%

2. 범어역 일대

2000

2015

157

56.10%

2015

51

138.81%

2015

88

3.95%

5. 상인2동 일대

2015

59

52.67%

6. 대구검단일반산단

2015

96

66.12%

3. 칠곡 일대
4. 제3공업공단

188

2000

고용밀도

고용밀도변화

❑ 인천의 고용밀도(#/sqkm, 2015기준)와 고용밀도(2000-2015) 변화
고용중심지 명

고용중심지(00) 고용중심지(15)

고용밀도

고용밀도변화

0. 인천시청 일대

2000

2015

154

92.39%

1. 남동인더스파크

2000

2015

119

20.09%

2. 주안 일대

2000

2015

163

6.39%

3. 한국수출산업제4차국가산단
(한국GM부평공장)

2000

2015

120

16.79%

4. 부흥오거리 일대

2000

2015

163

46.50%

5. 계양구청 일대

2015

106

101.43%

6. 우림 테크노밸리 일대

2015

90

49.27%

89

13.32%

7. 벗말사거리 일대

2000

❑ 광주의 고용밀도(#/sqkm, 2015기준)와 고용밀도(2000-2015) 변화
고용중심지 명

고용중심지(00) 고용중심지(15)

고용밀도

고용밀도변화

0. 광주시청 일대

2000

2015

124

702.23%

1. 금남로 일대

2000

2015

161

-15.94%

2. 광주하남 일반산단

2000

2015

60

37.63%

2015

67

237.43%

4. 광주버스터미널 일대

2015

106

43.43%

5. 광주평동제1차 일반산단

2015

32

1077.22%

3. 광주 첨단과학산단

❑ 대전의 고용밀도(#/sqkm, 2015기준)와 고용밀도(2000-2015) 변화
고용중심지 명

고용중심지(00) 고용중심지(15)

고용밀도

고용밀도변화

0. 대전시청 일대*

2000

2015

265

189.16%

1. 대전역 일대

2000

2015

125

4.68%

2. 대전제4일반산단 ·
대덕테크노벨리

2015

63

369.01%

3. 대전복합터미널 일대

2015

74

50.45%

* 대전시정 위치가 변경됨 (2000년 대전역 일대에 위치했다가 2015년 현재 위치로 변경됨. 고용밀도와 고용밀도변화는 2015년
경계를 기준으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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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고용밀도(#/sqkm, 2015기준)와 고용밀도(2000-2015) 변화
고용중심지 명

고용중심지(00) 고용중심지(15)

고용밀도

고용밀도변화

0. 울산시청(남구) 일대

2000

2015

126

74.05%

1. 효문공단북구모듈화 일반산단
(현대자동차 울산출고지)

2000

2015

114

5.05%

2015

46

84.89%

2015

333

16.53%

4. 온산 국가산단

2015

34

101.31%

5. 호계역 일대

2015

58

73.21%

65

-19.77%

2. 울산대 일대
3. 현대중공업 일대

6. 우정동·중앙동·학성동 일대

2000

2000

* 6의 우정동·중앙동·학성동 일대는 2015년 기준 고용중심지(subcenter)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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