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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산업도시의 쇠퇴의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도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산업도시를 대상으로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 및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통계분석 및 사례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들 각각의 요인은 상호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형성
- 소수 대기업이 지역산업생태계의 지배적 위치에 있고, 지역내 대부분 기업이 이에 의존할
경우 산업도시는 쇠퇴의 우려
- 지배적 대기업이 성장하는 경우도 대기업의 공간재편 전략에 따라 지역의 침체가 가능
- 모든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산업쇠퇴의 시기나 수준은 큰 차이
국가 단위의 일률적 접근보다는 지역산업의 특성과 지역의 장소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정부-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산업과 고용 및 사회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 수립, 단기적 현안과 장기적 방향의 조화
정책추진방안
-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체계 구축
- 기업 및 생산체계 특성을 반영한 위기 대응방안 마련
- 산업도시 위기에 대한 超지역적 대응체계 구축
- 장기대책과 단기대책 연계를 위한 중간단계 대책의 추진
- 상시적·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iii

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견인한 산업도시의 위기가 심화
∙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돌아볼 때 산업도시의 위기는 확산될 우려
∙ 산업도시 쇠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정책의 일관성에 관심을 둔 반면 지역산업
내면의 특수성과 지역의 장소성을 간과
∙ 산업도시의 쇠퇴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한 지역 기반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 연구목적과 방법
∙ 산업도시의 쇠퇴가 현재는 물론 향후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정책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궁극적 목적
-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기존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산업도시의 분석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이론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취약성을 분석
- 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취약성 지표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고, 산업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그 성과를 검토
- 쇠퇴 하는 산업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지역정책적 차원에서 수립
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전략을 발굴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량분석과 사례조사 및 외부전문가 협업을 수행
- 기업빅데이터 및 고용보험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업도시의 취약성을 분석
- 부산(신발), 대구(섬유) 등 과거의 쇠퇴지역과 거제(조선), 군산(수송기기),
구미(전자) 등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산업도시 쇠퇴 요인 등을 분석
- 산업위기지역이 포함된 지역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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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도시의 성장과 쇠퇴 : 이론
□ 산업도시의 성쇠에 관한 일반이론
∙ 제품생애주기를 통해 산업도시의 성쇠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나 하나의
지역산업내에 다양한 제품생애주기가 공존하고 있음 간과
∙ 대안으로 클러스터 생애주기를 통해 지역산업생태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의
다양성에 과도하게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여 모델로서의 효용성 감소
□ 산업도시의 쇠퇴요인
∙ 지역의 취약성으로 쇠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
∙ 지역산업의 취약성 요인으로는 특정 업종에 편중된 산업구조, 과도한 대외 의존성,
기업의 자기결정권과 대체 가능성
∙ 세계화와 기술변화는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 역할
∙ 지역경제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위기를 야기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경로의존성과 고착효과를 제시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공간재편 전략이 산업도시의 성쇠에
중요한 영향
∙ 산업도시의 성쇠에 대한 연구는 기존 발전경로를 벗어난 새로운 발전경로로의
진입과정이나 그 배경에 관심
□ 산업도시의 쇠퇴극복 전략
∙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회복력 제고 등 근본적 체질개선을 강조
- 기존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신규 경로생성 등을 강조
∙ 산업도시의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전환을 리스트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비판
- 쇠퇴에 처한 산업도시도 양호한 혁신기반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혁신
기반의 기존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
∙ 기존의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전으로 이끄는 지역 단위의 전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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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도시의 산업위기 취약성 분석
□ 분석 개요
∙ 기업빅데이터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도시의 취약성을 분석
∙ 취약성을 구조적 취약성, 기능적 취약성,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구분
□ 구조적 취약성
∙ 취약성 진단지표 : 특정 대기업 의존도, 특정업종 의존도, 수입대체 취약도
∙ 분석결과
- 지역 대기업 의존도는 울산 동구, 포항, 거제, 광양, 구미 등이 높은 수준
- 제조업종 내 다양성은 거제, 통영, 영암, 울산 동구, 목포, 광양, 포항의 순
- 세계화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한 추세
□ 기능적 취약성
∙ 취약성 진단지표
- 루틴직무 집약도,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 지역 제조업체의 평균 특허등록 수
∙ 분석결과
- 기술형 제조업에 비중 :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이 양호
- 루틴업무 집약도는 구미시, 칠곡군, 거제시, 아산시, 창원시, 양산시의 순
- 대졸인력 집약도 : 수도권 내 지자체가 양호
□ 도시기반적 취약성
∙ 취약성 진단지표
- 지역별 정주여건 수준,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 분석결과
- 수도권 경기남부 일부를 제외하면 전국 산업도시는 대부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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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도시의 실태분석
□ 실태분석 방법
∙ 부산(신발), 대구(섬유) 거제(조선), 군산(수송기기), 구미(전자)를 대상으로
쇠퇴의 요인과 과정 분석
∙ 통계분석, 언론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바탕으로 조사
□ 실태분석 결과
∙ 부산의 신발산업
- 구조적 취약성(높은 해외 바이어 의존도와 대체가능성)과 기능적 취약성(자체
기술없는 OEM 방식의 생산)이 복합적으로 작용
- 양호한 도시기반으로 인해 대체산업이 성장함으로서 지역의 충격을 완화
∙ 대구의 섬유산업
- 구조적 취약성 : 특정분야에 집중된 높은 특화도, 국제협정에 의한 보호장치의
해제, 높은 특정시장 의존도 등이 중요한 요인
- 기능적 취약성 : 생산구조 고도화 부족, 수출 의존지역임에도 국제정보 부족
- 도시기반 취약성 : 대도시로서 장점을 살려 대체산업이 성장
∙ 거제의 조선산업
- 구조적 취약성 : 높은 지역경제 특화도, 전형적 수출산업으로서 세계경기에
민감, 특정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업종다각화 지연
- 기능적 취약성 : 친환경선박이나 LNG선 등에 대한 대기업 수요의 증가에도
지역내 중소기업은 기술적으로 적응곤란
- 도시기반 취약성 : 인력 유출이 있었으나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대체 용이
∙ 군산의 수송기기산업
- 구조적 취약성 : 높은 특정 기업 의존도, 특히 의사결정권이 없는 분공장경제.
- 기능적 취약성 : 분공장경제의 한계로 연구개발 등은 취약하나 지역산업생태계
전반의 기능적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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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의 전자산업
-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기업 의존도
- 기능적 취약성 : 다른 지역에 비교적 양호나 전자산업의 특성상 그 경쟁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불리
- 도시기반 취약성 : 불리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고급인력 유치에 불리하며, 이로
인해 중심 대기업의 주요 기능이 수도권으로 이전
□ 분석 결과 종합과 시사점
∙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지역은 대기업이나 지역 등 특정 시장 의존도가 높고, 산업의
다양성이 낮은 지역
∙ 지역 내에서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 및 도시기반 취약성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일의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
∙ 산업도시 쇠퇴의 요인과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접근 필요

5.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 기본방향
∙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정부-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산업과 고용 및 사회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 수립, 단기적 현안과 장기적 방향의 조화
□ 추진방안
∙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체계 구축
∙ 기업 및 생산체계 특성을 반영한 위기 대응방안 마련
∙ 산업도시 위기에 대한 超지역적 대응체계 구축
∙ 장기대책과 단기대책 연계를 위한 중간단계 대책의 추진
∙ 상시적·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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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이 장에서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세계화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1970년대 이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거점역할을 하였던 산업도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선산업 집적지에서 시작된
산업도시의 침체와 위기는 동남권과 호남권의 임해산업도시를 거쳐 구미 등 내륙지역
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도시의 쇠퇴는 우리나라만이 경험하는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럽의 주요 산업국은 전통적 주력 산업도시, 특히
중화학공업으로 특화된 도시의 극심한 쇠퇴를 경험하였다(Tödtling-Schönhofer &
Davies, 2013; Ferry & Polverari, 2018).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이나 기술발전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나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따라서 촉발된 대규모 산업구조조정 결과 서구의 많은 도시는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당면하기도 한다(Guidoum et al, 2010).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1990년대 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지역 특히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던 몇몇 도시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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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실업을 경험하였다. 또 중국 등 후발 산업국가의 성장 및 국내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인해 전통적인 주력산업에 의존하던 산업도시의 일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위기와 침체는 일차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후발국가와의 경쟁심화, 세계적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 등과 같은
세계적·국가적 여건변화에 기인한다. 물론 세계적·국가적 여건변화 속에서 각각의
산업도시가 받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도시마다 주력업종이나 산업기반이 다르고,
지역경제의 주력산업 의존도나 다각화 수준 등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라는 공통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1970년대에 건설된 중화학공업도시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의 제도를 통해 쇠퇴하는 산업도시에 있는 기업과 그 종사자를 지원하고, 도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기업과 시민이 받는
경제적 충격이 대기업의 철수나 구조조정 같은 변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업 지원이나
일시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과 같은 응급조치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산업도시의 위기가 세계적·국가적 여건변화 속에 나타나는
장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응급조치만으로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도시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Ferry & Polverari, 2018). 주력 산업의 쇠퇴가
산업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경제의 표피가 아닌 근본적 토대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도시의 위기극복과 재활성화는 결코 쉽지 않으며, 어쩌면 산업기반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산업거점을 형성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여건의 변화가 새로운 산업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도시는 기존 주력산업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적으로 다른 산업의 전환을 추구하고자 하여도 지역 내 기존 기업 등이 그러한
전환을 쉽게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산업도시의 쇠퇴에 관한 접근은
대부분 선제적‧예방적 관점에서 산업전환을 추진하기보다는 고용위기가 심화된 이후에
사후적 대책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오랜 산업도시의 기업들이 기존 산업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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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기피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던 서구의 산업도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학자들은 이를 고착현상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Grabher,
1993),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시도가 학자나 정부에 의해 추진
되었다(Eurofound, 2014; OECD, 2019 참고). 그리고 일부 도시는 새로운 활력을 찾아
성장한 반면 다른 일부 도시는 산업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궁극적인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위기도 먼저 산업화를 경험하였던 선진국 산업도시의
역사와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가령 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던
수출경공업으로 특화되었던 몇몇 도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산업도시의 위기를 과거의 경험과 동일한
잣대로 보고 대처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수출경공업 육성을 위한 도시가,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도시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이들 도시 중 수출경공업으로 특화된 도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해당 산업의 쇠퇴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였으나
중공업이나 첨단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유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건설된 중화학공업도시들은 이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경제성장률의 저하,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는 첨단산업의 입지특성, 중화학공업
도시로 고착된 지역 이미지나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지역산업생태계 등의 특징으로
인해 이들 산업도시의 위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의 주요 산업도시가 중화학공업 육성기에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산업도시의 쇠퇴가 전국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박소영 외, 2019; 이두희 외, 2019; 황수경 외, 2020).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통계분석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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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수준에서 산업도시의 위기 가능성을 예측하고, 산업도시를 유형화하며, 이를
통해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명확하다. 산업도시의 위기는 세계적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나 대응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필요로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2a;
Giannakis & Bruggeman, 2017). 산업도시의 위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도시의 위기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과 더불어 개개 지역차원에서
외부의 충격이 도시의 위기로 전파되는 과정 및 이에 대한 지역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최근 수행된 산업도시의 위기에 관한
연구들이 산업도시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산업도시를
유형화하고자 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외부환경의 변화가
산업도시의 위기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에 대해 지역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자하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함으로서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도시의 위기와 쇠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목적
산업도시 쇠퇴는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 지역의 입지경쟁력 변화, 기술변화에 따른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며, 그 원인에 따라 정책적 대응 또한
달라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도시의 쇠퇴를 설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업도시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이두희 외, 2019). 그러나 개개 산업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사례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환경의 변화가 산업도시의
위기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에 처한 산업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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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극복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쇠퇴가 현재는 물론 향후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정책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산업도시의
분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산업도시의 위기를 이론적 맥락이나 과거의 경험 분석보다는 통계적 유형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도시의 위기를 산업발전
생애주기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또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과 기업의
지속적 대응전략의 결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그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산업도시의 침체와 위기에
대한 기존 연구 등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도시의
위기는 우리나라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선진국의 대부분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기적 침체이던 또는 주력 대기업의 철수에 따른 급작스러운 쇠퇴이던 산업도시의
침체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들의 경험이나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도시 위기와 쇠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론 연구 등에서 도출된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산업도시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유형화하고자 한 연구는 이미 이두희 등(2019)에 의해 자세히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역량을 3대 역량, 6대 부문, 29개 구성요소로 구분한 그들의 접근(이두희 외,
2019, 94쪽)은 학술적 관점에서 유용하나 지역의 특성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지역의 취약성 분석에 관심을 둔 박소영 등(2019)의 연구를 일부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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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제 산업도시의 위기가 어떠한 이유에서 시작되고 지역내에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지역의 취약성이 바로
산업도시의 위기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쇠퇴 하는 산업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지역정책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산업위기지역과 산업도시의 개념
이 연구에서는 산업위기지역을 지역산업의 침체나 구조전환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역을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의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8의2에서 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정한 ‘고용위기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산업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연구에서 말하는 산업위기지역은 서구의
연구에서 말하는 노후 공업지역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단어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노후 공업지역이란 공업화의 역사가 오랜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이미 오래전 산업화가 추진되고, 외부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전환역량이
부족한 지역을 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Koutský et al, 2011, 167쪽).
또한 산업도시라는 용어도 제조업의 비중 등을 특정하기 보다는 제조업이 특화된
도시를 칭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 연구의 목적이 산업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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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집적된 도시가 어떠한 이유로 쇠퇴에
당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공간적 범위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의 기본단위는 전국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분석을 시행하기보다는 각
연구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3장의 통계분석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산업도시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되는 17개 지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제4장의 사례조사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5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 제도개선방안을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시간적 범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은 지역고용이나 지역산업의 단기적인 급락을 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결과 대상 지역에 대한 대응책 또한 단기적 대책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가령 이들은
최근 1년 또는 최근 6개월간의 경기변동을 주요한 지표로 활용하여 해당 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토‧지역 정책적 차원의 대응과제와
대응방안 마련에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장기에 걸친 지역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 대안 또한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내용적 범위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하여
이 연구는 크게 4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산업위기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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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배경과 그 대응책에 대한 이론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기본 관점과 산업도시의 위기를
분석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산업도시의 현상 진단 및 구조적인 쇠퇴원인 분석으로, 이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업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 및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산업도시의 쇠퇴원인과 과정 및 그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산업도시의 쇠퇴 실태를 분석하고 그 정책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였다.
비록 최근 임해지역 중화학공업도시의 쇠퇴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위기는 경공업의 쇠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취지에서 이미 쇠퇴를 경험한 대구의 섬유산업과 부산의
신발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위기에 직면한 산업도시로는 군산과 거제 및
구미를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향후
산업도시의 쇠퇴 극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및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연구방법론 및 연구 관점의 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산업의 위기에 대한 연구와 산업쇠퇴지역의 재생 또는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에 따라 산업도시의 위기를 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과 회복력 및 이와 연관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문헌연구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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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은 미시적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특히 기업
빅데이터 및 고용보험자료 등을 활용하여 쇠퇴 산업도시의 지역산업생태계 및 클러스터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산업도시 중 개개 요소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그 취약성의 유형도 다양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의 미시적 통계분석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취약한 산업도시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근거이자
지역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근거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지표와 그 선정 근거 등은 제3장과 부록에서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지역에 밀착된 연구를 위해 지역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실태
분석을 추진하였다. 지역별 산업도시의 맥락과 현황을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 각
지역전문가 집단과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함과 더불어 지역연구기관의 협업 및 외부 전문가
원고를 통해 주요 사례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과정 및 잠재된 산업역량에 대한 논의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결과의 해석 및 정책제언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산업위기가 도래한 배경이나 이유 및 산업위기에 따라
지역이 체감하는 현실 등을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언론
기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언론기사 조사는 산업위기를 경험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당시의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부산 및 대구의 사례조사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군산, 거제, 구미시의 연구에서도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는 군산 등 최근 위기가 도래한 지역의 경우에도 그 위기의 양상은
오랜 기간을 거쳐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산업위기지역 담당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제도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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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개개 산업의 쇠퇴와 도시경제의 침체를 연계하여 설명한 연구는 과거에도 많이
추진되었다(김승진·김태훈, 1995; 부산발전연구원, 1995; 이춘근, 2010). 그러나
산업도시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들은 주로
2010년도 중반이후 추진되었다. 먼저 장철순 등(2014)은 업종 특화와 다양성 등 지역
산업구조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도시들의 지속가능성 및 취약성을 실증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산업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산업도시의 위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도시의 산업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서 향후 추진된 산업도시의 취약성 분석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산업도시의 위기나 산업위기지역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김선배 등(2016)은 혁신생태계와 스마트특성화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논의를 수렴하고 국내 맥락에서 재해석해 향후 新성장동력 산업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위기 지역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향후 쇠퇴 산업도시의 재도약 전략 수립 등에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조성철(2019a, 2019b)은 자동화와 세계화가 지역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후 지역산업의 고용변화가 자동화의 수준과 연관되며, 이는 지역내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바 있다. 이 연구는 그 자체로 산업도시의
쇠퇴나 위기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자동화라는 흐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히
제시함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도시의 쇠퇴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박소영 등(2019)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산업도시의 위기극복 전략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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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현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뿐만 아니라 유사한
구조적 한계에 처한 한국의 지방 중소 산업도시들을 회복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합적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지방
산업도시의 고용 및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 지방 산업도시의 취약성 진단, 지방
산업도시의 제조기업 입지분포와 거래관계 특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도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연구는 이두희 등(2019)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지역산업위기 유형분석과 위기대응방안 및 산업전환 전략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역 특성과 산업위기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 비교
분석과 실증분석 및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산업위기 유형화에 따른 위기 유형별ㆍ
지역별ㆍ산업별 맞춤형 산업위기 극복방안과 지역산업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산업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수명주기와 산업역량지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또한 지역의 위기를 단기적 위기와 장기적 위기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업도시의 위기가 장기적 지역발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현안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통해 지정된
지역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역량 및 산업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업혁신역량의 취약(지역요인)과 중장기 산업구조쇠퇴가 산업위기의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한원미 등(2018)은 산업위기 지역내 기업실태와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다른 선행연구들이 산업도시의
취약성과 위기를 진단하였다면 이 연구는 산업위기지역 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정책사업 수혜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구 결과 그들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R&D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지원의 체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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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지역별 산업도시의 실태평가와 향후 신산업 육성방향을 진단해 지역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최근 선행연구와는 접근방식 및 연구목적에서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도시의 취약성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개 산업도시의 위기가 도래하는 과정과 위기에 대응한 지역의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총량적 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산업도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 반면, 이 연구는 지역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성적 특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철순 등(2014)이 업종 특화와 다양성에 집중해 산업구조 취약성을 진단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산업도시의 취약성 원인을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그러한
요인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선배 등(2016)이
지역수준에서 총량화된 지표를 이용해 스마트특성화 관련 역량을 진단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의 대규모 사업체 표본을 분석해 산업도시별 클러스터
역량과 취약성·잠재력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지역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한원미 등(2018)이 산업위기지역의 기존 대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혜여부 조사에 중점을 둔 반면 이 연구에서는 산업쇠퇴의 원인진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두희 등(2019)의 연구는 산업위기지역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두희 등(2019)의 연구는 산업위기지역 진단을 위한
유형구분 및 총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이 연구는 위기에 처한
산업도시에서 지역의 취약요인이 실제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박소영 등(2019)의 연구는 그 궁극적 목적이
산업쇠퇴지역의 문제를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해소하고자 함에 비해 이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산업쇠퇴지역의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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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 산업구조 및 일자리 안정성 진단
∙ 주력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추정
∙ 산업도시의 경쟁력 진단
∙ 지속가능한 산업도시 성장정책 방안

∙ 과제명 : 스마트특성화 기반의 지역맞춤
형 지역산업 육성전략 과제
∙ 연구자 : 김선배 외(2016)
2 ∙ 연구목적 : 혁신생태계와 스마트 특성화
에 대한 논의에 기초해 신성장동력 산업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방안을 모색

∙ 국내외 문헌연구
∙ 해외 사례 심층조사
∙ 혁신역량 및 산업발전 기반
통계지표 발굴 및 계량분석
∙ 지역산업 전문가, 운영기
관, 관련기업의 정책 세미
나 및 심층인터뷰

∙ 지역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진단
∙ 스마트특성화 전략의 내용 검토
∙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유형 분석
∙ 지역산업 정책모델로서의 스마트지
역혁신생태계 정책 틀 제안

∙ 과제명 :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실태와
지원과제
∙ 연구자 : 한원미 외(2018)
∙ 연구목적 : 산업위기 지역 대책에 대한
기업의 수혜여부와 애로 사항을 조사하
고 정책방안을 도출
∙ 과제명 :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
생방안
∙ 박소영 외(2019)
∙ 연구목적 : 한계에 처한 한국의 지방
중소 산업도시들을 대상으로 회복력 있
는 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재생방안 마련
∙ 과제명 : 지역산업위기 유형분석과 위기
대응방안 및 산업전환전략
∙ 이두희 외(2019)
∙ 연구목적 : 사례 비교 분석과 실증분석
및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산업위기 유형
화에 따른 위기 유형별ㆍ지역별ㆍ산업
별 맞춤형 산업위기 극복방안과 지역산
업전환 전략을 모색
∙ 과제명 : 산업위기지역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 연구목적 : 쇠퇴하는 산업도시의 원인진
단과 실태분석 및 국내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문헌검토(이론 및 해외 정책
동향)
∙ 국내외 사례조사
∙ 산업위기 지역내 입지한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및
정책 수요 조사
∙ 문헌분석(지역산업쇠퇴요
인 및 회복력제고방안 등)
∙ 기업간 거래 자료, KTDB의
OD자료를 활용한 네트워
크 분석
∙ 기업 및 노동자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정책자문
∙ 문헌검토(이론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 산업위기 및 지역산업혁신
역량에 대한 통계분석
∙ 지역산업 전문가와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 기업의 설
문조사
∙ 정책자문 및 협의
∙ 문헌연구(지역산업의 쇠퇴
에 대한 이론분석)
∙ 기업DB 분석 및 산업클러
스터 분석을 통한 산업도시
취약성·잠재력 진단
∙ 산업도시 현황 진단 및 사례
조사를 통한 산업도시별 위
기 요인 등 분석

∙ 주력 제조업과 산업위기지역의 동향
분석
∙ 산업위기지역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례 조사
∙ 산업위기지역 기업실태 및 정책수요
∙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지방 산업도시의 고용 및 제조업 부가
가치 변화
∙ 지방 산업도시의 취약성 진단
∙ 지방 산업도시의 제조기업 입지분포
와 거래관계 특성 분석
∙ 산업위기지역 체질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방안 도출
∙ 지역산업위기 유형화 및 유형별 특징
분석
∙ 공간회귀분석을 통한 산업위기결정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산업위기극복정책의 방향과 과제
∙ 지역산업위기 유형에 따른 산업별
지역별 위기 극복방안 도출

주요
선행

연구방법

∙ 과제명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 국내외 문헌 검토
발전방안 연구
∙ 도시 수준의 지표들을 활용
∙ 연구자 : 장철순 외(2014)
한 실증분석
1 ∙ 연구목적 : 지역산업구조 관점에서 우리 ∙ 해외 산업도시 구조개편 사
나라 대표 산업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실 례와 정책동향 조사
증분석하고 향후 지역산업 정책의 개선
방안 제안

3

연구

4

5

본 연구

∙ 쇠퇴 산업도시에 대한 이론연구
∙ 산업도시의 현상 진단 및 구조적인
쇠퇴원인 식별
∙ 국내‧외 산업도시의 쇠퇴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
책방향 및 추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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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정책적 기대효과
이 연구는 산업도시의 쇠퇴 원인과 그 영향 및 이에 대한 정책방안의 효과 등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도시의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산업도시 쇠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도시의 실태분석을 통해 산업도시 쇠퇴의 양상과
문제점 및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현안 문제 지역 및 향후
예상되는 산업도시 쇠퇴문제를 반영한 지역정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산업도시의 쇠퇴 양상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배경에는 지역산업의 구조 이면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업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정책이 필요함은 많은 연구들이 주장하여
왔다. 이 연구는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신산업 발생 잠재력을 교차한 유형화
분석을 통해 지역 맥락에 맞게 차별화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술적 기대효과
이 연구는 산업도시 쇠퇴의 원인과 그 영향을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도시의 쇠퇴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연구를 재정리하여
향후의 산업도시 쇠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법론 측면에서는 시계열 추이를
분석해 지역 산업도시의 쇠락요인을 식별하는 방법이나 대규모 사업체DB를 활용한
클러스터 잠재력·취약성 분석은 방법론적 독창성을 갖고 있어 후속 연구에 활용될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량분석과 정성적 접근 중심의 사례조사를
병행함으로서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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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산업의 위기 :
이론연구

산업도시의 위기와 쇠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서구의 경험 및 이와 관련된 다양
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장에서는 산업도시의 쇠퇴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산업도시의 취약성과 회복력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산업도시
의 위기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3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취약성 진단과
제4장의 사례분석 및 제5장의 정책방안 마련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역은 번영과 쇠퇴를 경험한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모든 지역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이 기존의 전통 제조업
쇠퇴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경로 창출에 성공함에 비해 다른 어떤 지역은 해당 산업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 동일 산업의 경우에도 어떤 지역에는 새로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쇠퇴하거나 공동화된다(Hudson, 2002, 275쪽). 최근 많은 연구들은
유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과 발전역량의 지역 차가 나타나는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Elola et al., 2012; Crescenzi et al., 2016; Boschma
et al., 2017).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이와 연관된다.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전통적 연구들은 수출기반이나 누적적 인과모델, 생산 요소의
이동성, 제품수명주기 등과 같은 관점을 강조하였으며, 최근에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Boschma & Lambooy, 1999; Press, 2006).
기존 연구동향을 종합하여 Hassink(2010, 48쪽)는 지역경제의 적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로의존성과 고착현상, 경로창출, 연관다양성, 공진화, 매몰비용, 클러스터
수명주기, 학습 지역 등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산업도시의 쇠퇴 및 재도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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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러스터 수명주기모델과 산업도시의 변화
1) 클러스터 수명주기의 개념과 추진 동력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지역산업클러스터라는 개념적 틀을
가지고 지역산업의 성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클러스터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관찰되는 클러스터
효과만으로는 클러스터의 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Viederytė, 2018, 62쪽). 집적의
경제적 효과가 클러스터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대한 정태적
연구는 한때 클러스터의 경제적 우위를 대변하던 요인이 여건 변화에 따라 오히려
클러스터 발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Hassink, 2010, 51쪽).
이러한 점에서 Elola 등(2012, 259쪽)은 지역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수명주기의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수명주기 개념을 이용하여 산업도시의 쇠퇴를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두희
등(2019)은 산업도시 쇠퇴의 유형화를 위해 지역의 내적 역량과 산업수명주기라는
두가지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정미애 등(2020, 9쪽)은 전통 주력제조업의 위기를
산업수명주기에 따른 성장 한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클러스터 수명주기는 제품·산업수명주기 개념을 차용(Brenner & Schlump, 2011,
1365쪽)한 것으로, 클러스터가 제품수명주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Menzel & Fornahl, 2007; Menzel & Fornahl, 2010; Perry, 2005). 산업‧제품
수명주기 모델은 산업 등이 단계를 거치며 변화한다는 전제(Dalum et al., 2002,
3쪽)하에 그 단계별 특징과 이행의 원동력을 찾고자 한다(Press, 2006, 24∼35쪽).
클러스터 수명주기에 대한 초기 연구도 이와 유사하다. Menzel과 Fornahl(2007)는
클러스터의 생애를 형성-성장-지속-쇠퇴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나타나는 직접적
특징과 시스템의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은 클러스터 발전단계는 기업과 종사자
규모 변화로 나타나며, 단계별 속성은 다양성에서 획일성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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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클러스터 생애주기 단계별 특징
정량적 특징

정성적 특징

직접적 특징
소수의 기업과 종사자
시스템 특징
낮은 집단적 행동 가능성
직접적 특징
고용의 증가
시스템 특징
집단행동과 인식 및 제도 구축
직접적 특징
정체
시스템 특징
클러스터가 지역의 성격을 규정
직접적 특징
기업과 고용의 감소
쇠퇴
단계
시스템 특징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
출처: Menzel & Fornahl, 2007, 36쪽
형성
단계
성장
단계
지속
단계

높은 이질성
낮은 통합 가능성
집중분야 형성
개방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
기존 역량과 지역편향적 행태
외부지역과의 개방적 네트워크
협소한 발전경로에 집중
적응력을 저해하는 폐쇄적 네트워크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기준으로 클러스터의 발전단계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요소마저도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이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라도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다양한 기업이 각기 나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Rabellotti, 1995; Izushi, 1997; Shin
& Hassink, 2011). 각각의 클러스터가 서로 다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는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는다(Perry, 2005, 50쪽). 이러한 차이는
초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나 초기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Elola
et al, 2012, 257쪽). 심지어 동일 클러스터 내에서 어떤 부분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다른 부분은 이보다 진보된 단계에 있을 수 있다(Menzel & Fornahl, 2007,
28쪽). 클러스터 수명주기와 그 특징이 각각의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석에는
보다 유연한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는 Martin과 Sunley(2011)의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 수명주기에 대한 여러 연구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진화를 결정하는 요인에
있다(Suire & Vicente, 2014, 159쪽). 전통적 연구는 집적의 단계별 발전을 거래
비용이나 교역비용, 외부규모경제나 역사적 경로의존성 등으로 설명한다(Press, 2006).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산업의 성쇠를 순수한 산업‧기술적 특성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물리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Koutský et al., 2011).
클러스터 발전과 관련한 제반 요소 중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새로운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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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파괴적·근본적 기술혁신(Dalum et al., 2002)과 클러스터 내부의
다양성(Menzel & Fornahl, 2007, 32쪽)이다. 클러스터 내 지식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클러스터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행한다. 역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이질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단일 구조의 클러스터는 과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쇠퇴한다(Menzel & Fornahl, 2010, 210쪽). Menzel과 Fornahl(2007, 19쪽-20쪽)에
의하면 클러스터 내 다양성의 증가는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첫째는 점진적인 것으로
기존 지식과 연관된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는 것이며, 둘째는 보다 급진적인 것으로
완전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고, 셋째는 클러스터의 발전 지향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클러스터 진화에서 지식 흡수역량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Tödtling-Schönhofer & Davies, 2013; Brenner & Schlump, 2011).
한편 클러스터의 다양성이 외부지식의 유입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4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러스터 내의 다양성은 클러스터
내의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Menzel & Fornahl, 2010,
219쪽). 즉, 기업의 특성이나 전략에 따라 지식의 다양성이 클러스터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Crescenzi & Gagliardi, 2018, 792쪽). 둘째, 클러스터 내의 다양성은
클러스터의 규모와 관련된다. 가령 대규모 클러스터 내에는 기술적 다양성도 매우 크게
존재하는 반면 소규모 클러스터는 그렇지 않다. 즉, 클러스터의 규모와 기술적 다양성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Menzel & Fornahl, 2007, 17쪽). 셋째, 클러스터의 고착 수준
(Tödtling & Trippl, 2004, 1192-1193쪽)이나 외부 충격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Suire & Vicente, 2014, 155쪽)은 클러스터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착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에 폐쇄적 구조일수록 새로운 지식의 영향력은 낮아진다. 넷째,
클러스터의 진화는 그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과정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Santner, 2018, 176쪽). 즉, 클러스터 내부
구성원의 전략은 그 외부환경이나 네트워크 내 다른 구성원의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Martin & Sunley, 2011, 1315쪽). 외부 지식의 도입과 활용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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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 생애주기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접근
클러스터 수명주기 모델은 옹호 못지않게 많은 비판을 받는다. 가장 일반적 비판은
이들이 클러스터 진화에 대해 결정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Press, 2006; Martin
& Sunley, 2011). 지역 산업은 다른 속도와 다른 방식으로 경쟁 압력에 대응하는 수많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로 전문화된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수많은 주체는 각기
고유한 진화경로를 지닐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다양한 새로운 경로를 형성할
수도 있다(Martin, 2010, 12쪽). [그림 2-1]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 산업·기술의 대안적 진화경로 예시

출처: Martin, 2010, 10쪽

클러스터 생애주기 모델은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그 구성원이
단일한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가정한다.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모든 클러스터는 동일하게
대응해야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른 가정이다(Press, 2006, 35쪽). Martin과 Sunley
(2011, 1315쪽)는 어떤 상황에서 지배적 체제가 존재하고, 클러스터가 수명주기 경로를
따라 진화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클러스터의 진화가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하나의

제2장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산업의 위기: 이론연구 ․ 23

동력이나 과정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클러스터 생애주기 모델을 결정론으로 비판하는 연구는 대부분 그 대안으로 복잡계
또는 복잡적응계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Bristow & Healy, 2015; Martin
& Sunley, 2011). 복잡계로서 클러스터는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고자 한다(Curzio & Fortis, 2002,
5쪽). 복잡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개의 주체는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타인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움직인다. 따라서 외부 충격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지역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
행위자간의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Bristow & Healy.
2015, 244-245쪽). 지역발전경로에 대한 기본 모델은 경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나 클러스터 생애주기 모델은 그렇지 못하다는
Martin(2010, 12쪽)의 비판이나 클러스터 생애주기 모델이 인식론적·방법론적 환원
주의에 불과하다는 Martin과 Sunley(2011, 1315쪽)의 비판은 이러한 관계성과 현실적
다양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수명주기 모델이 가지는 장점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생애주기 개념은 기술(記述)적 성격이 강한 지역클러스터나 산업생태계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고할 수 있다(Cantner et al., 2020). 이는 지역산업발전을 동태적
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단순화된 경로를 제공하고(Belussi & Sedita, 2009, 509쪽),
경로의존성이나 고착효과 및 경로창출과 같은 현상을 동태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한다(Hassink, 2010, 51쪽). 또, 수명주기 관점에서의 접근은 산업도시의 발전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 클러스터 발전단계에
따라 암묵지의 중요성(Audretsch & Feldman, 1996, 254쪽)이나 성공요인이 달라
진다는 점은 결국 클러스터 발전단계별로 각기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Brenner & Schlump,
2011)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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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와 충격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
1) 지역경제의 취약성 요인
학문 분야에 따라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Gallopín, 2006, 294-297쪽)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단어는 위험이나 위해(危害) 또는 불안정에
노출 되어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이란 해당 지역이 외부의
경제적 힘에 노출된 결과 그 힘에 의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Angeon & Bates, 2015, 140쪽; Briguglio, 2004, 43-44쪽). 즉, 취약성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Adger, 2006, 269쪽)으로, 지역의 위기는
취약성이라는 요소와 회복력이라는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다만, 취약성과
회복력에 대한 학문 분야별 관심이 서로 다르기에(Faulkner et al., 2020, 2332쪽)
취약성과 회복력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이견(Hudson, 2010; Martin, 2012;
Smallbone et al., 2012)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수 학자들은 지역의 위험은 취약성과 회복력이라는 상반된 요인의 결과이며,
취약성은 본원적·항구적인 반면 회복력은 정책으로 개선 가능한 가변적인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Briguglio, 2004; Briguglio et al, 2009). 이 주장은 취약성보다 회복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취약성과 회복력을 동일한 수준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취약성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회복력은 내부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이원화된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Gallopín, 2006). 사회시스템은 외부환경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이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은 변화한다(Gallopín,
2006, 295쪽). 외부충격과 같은 변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관계의 틀 내에서
취약성으로 구체화된다(Adger, 2006, 273쪽). 즉, 취약성은 외부환경과 내부특성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내부 특성에 따라 확대 재생산되거나 축소된다.
취약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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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요인은 대외적 개방성과 대외 의존도이다. 국가나 지역경제의 외부 개방성과
의존도는 인구 등 지역의 내수 시장 규모나 지역의 자원부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요인은 지역 자체의 대응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지역의 본원적 특성에
가깝다. 이러한 유형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는 취약성을 극복하기보다는
적응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례로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로 대규모 수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세계적
경제 변화 등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내수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내 수요 확보도 어렵다. 스웨덴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나 인력 감축을 통한 산업합리화를 생존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Bergström, 2009, 7쪽). 즉, 이 경우의 취약성은 Briguglio 등(2009)이 말하듯이
지역의 본원적 특징의 하나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소하기 어려우며,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적 개입을 통해 서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취약성 요인은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다. 과도하게 전문화된 지역이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은 유럽의 많은 도시가 과거에 심한 산업쇠퇴를 겪은 것은
대부분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이며, 오늘날 유럽 도시들이 특정 부문이나
기업 또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이러한 경험과 연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Guidoum et al, 2010, 13쪽; Wren & Taylor, 1999, 511-512쪽).
과도한 전문화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쇠퇴하는 산업도시의
사례에서 특히 많이 지적된다(Trippl & Tödtling, 2008 ; Skokan, 2009). 특정부문
으로 과도하게 전문화된 지역이 취약한 것은 외부의 충격에 지역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이질성과 다양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과 관련된다(Menzel & Fornahl, 2010, 210쪽).
물론, 전문화된 지역경제가 다각화된 지역에 비해 취약성이 높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Perry(2005, 68-69쪽)는 다각화와 특화가 지역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서 상이한데, 가령 성숙된 전통산업 지역의 경우에는 다양성이 큰

2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Simonen 등(2019, 5쪽)은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옹호하는 연구들은 모든 지역은 그 지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고도로 다각화되고,
기술적으로 연관된 산업구조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적의 다각화된 구조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Crescenzi 등(2016, 28쪽)은 충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적어도 단기적 영향에 관한 한 전문화는 경제위기가
지역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서 나아가
Annoni 등(2019, 17쪽)은 위기에 충격을 받는 정도와 회복속도는 산업구조 등에 따른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경제의
전문화가 위기 상황에서 지역에 주는 충격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의 성격이나
위기의 지속기간, 해당 산업의 성격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지역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에 대한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기업이
경제활동의 공간분포와 그 변화의 주체(Krumme, 1969)이며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주체이자 주도자(Smidt & Wever eds., 1990 참고)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라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Acs & Audretsch, 1990;
Donckels & Miettinen eds., 1990 참고; Giaoutzi et al. eds, 1988 참고) 이다. 또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친 유럽의 경제침체기에 보여준 제3이탈리아 지역의
발전은 네트워크와 유연적 생산체계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지역발전방식으로서 중소기업
집적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Goodman & Bamford eds., 1989 참고; OECD,
1996 참고).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위기에 어떤 지역이 더 취약한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Smallbone 등(2012, 760쪽)과 Kitching 등(2011,
3쪽)은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대응을 취약성과 회복력이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취약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소기업은 충격을 분산하고 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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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는 역량에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경기침체와 같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충격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기 매우 쉽다. 반면에
회복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기업은 투입자원과 생산공정, 가격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침체기에 생존하고, 어려움을 해쳐나가기 용이하다.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받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주장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세계 금융위기 기간 중 뉴질랜드와 영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mallbone
등(2012, 770쪽)은 소기업은 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대기업보다 경제침체와
재정위기 기간 중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소기업은 재정적 문제와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 어렵고(Eurofound, 2013, 20쪽), 위기 대응을 위한 직원 재교육
등에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European Commission, 2012b, 125쪽).소기업이
대기업과 달리 시스템 내 다른 행위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또한 소기업
집적지역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경제 내에서 강력한 주체는 지역 내 다른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주체의 경우 그 적응 행동은 거의 전적으로 다른 주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Bristow & Healy, 2015, 247쪽). 이는 지역클러스터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은 지역 내 대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에
의존한다는 Trippl과 Otto(2009, 1219-31쪽)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달리 홍사흠 등(2016)은 지역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 산업 부문의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경제적 충격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 충격의 대응으로 대규모 감원과 같은 구조조정이 발생가능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 심하게 피폐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세계금융위기가
유럽의 지역경제 제구조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Guidoum 등(2010, 8쪽)은
지역에 뿌리내리고, 자기 자본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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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충격에 약한 영향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동일한 주제에 이와 같은 다양한 결과가 제기되는 것은 두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대기업 의존지역과 소기업 집적지역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나 지역경제의
전문화에 대한 취약성 논의가 상당부분 상황의존적이라는 것이다. Smallbone 등(2012,
773쪽)은 어떤 중소기업도 그 자체로 취약성이나 회복력이 높은 것은 아니며, 기업이
추구하는 적응전략에 따라 달라지나 그러한 적응전략의 채택 가능성은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위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지역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의 의사결정권과도 연계된다. 대기업 의존형 지역이 상대적
으로 취약하다는 주장은 대기업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통제에 의존하는 분공장경제
(Watts, 1981)에 대한 지적과 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나 중소기업 집적지역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은
분공장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중소기업 집적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Hudson, 2010, 17쪽).
한편, 지역경제의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대외적 개방성이나 의존도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인이 지역의 사회적 구조와 관계 내에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Adger, 2006).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는 구조재편의 범위와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는 세계화와 기술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OECD, 2002, 14-15쪽). 이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지역의 취약성이
재편성됨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집적지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보호무역 장벽의 폐지, 신흥 공업국의 세계시장 편입 등은 중소기업
집적지의 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Ceccagno, 2012, 48-49쪽)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역경제의 취약성은 외부환경에 대한 노출수준과 연관된다.
세계화 및 이에 따른 세계적 공간분업의 심화는 지역의 개방성과 대외 의존도를
증가시킨다. 산업의 공간구조, 심지어는 국내의 공간분업조차도 세계적 생산체계의 틀
내에서 결정된다(Massey, 1995, 80-81쪽).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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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이 지역경제에서는 중요해진다. 그러나 지역은 스스로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과 품질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역경제의 취약성은 더욱
증가한다(Hudson, 2010, 14쪽).
지역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술 집약도를 들 수 있다. 기술
혁신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유발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 28쪽). 산업별 세계화의 수준과 기술집약도에 따라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은
달라지며, 조정 압력에 많이 노출 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구조 조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European Commission, 2012b, 65쪽).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산업이 집적한 지역의 취약성은 증가한다. 세계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은
공간적·사회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Dittrich, 2016; OECD, 2018).
산업도시의 쇠퇴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다. 세계화와 기술변화라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새로운 발전경로를 찾지 못하는 지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지역에 주어진 본원적인 것만은 아니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일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국가경제의 취약성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Angeon와 Bates(2015)는 국가의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와 통제 가능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나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지역경제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데, 만약
취약성의 요인을 판별할 수 있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면, 왜 많은
지역이 자신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쇠퇴를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경로의존성과 고착현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지역경제의 고착과 경직화
지역경제의 취약성이 쉽게 극복되지 못하거나 회복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많은
연구들은 경로의존성과 고착현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경로의존성이란 과거에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건의 효과가 규모경제에 의해 증폭된 결과 더 합리적인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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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도 되돌아 갈 수 없는 불가역적 상태에 들어섬을 의미하는 것으로(Martin &
Sunley, 2006, 400쪽 ; Martin & Simmie, 2008, 186쪽), 경제발전의 지역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이유와 지역이 특정 경제 분야로 전문화되어 고착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Martin and Sunley, 2010, 62쪽). 경로의존성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QWERTY로 알려진 David(1985)의 연구이다. Martin과 Sunley(2006, 400401쪽)는 David의 경로의존성 개념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작은 역사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경제와 기술, 조직 및 시스템의 미래 발전경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둘째는 초기결정이 역사적으로 누적되면 더 합리적인 최적인
대안이 있어도 기존 경로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초기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기술적 상호연계성과 규모경제, 투자의 (준)불가역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고착된다는 것이다.
경제현상에 경로의존성이 존재할 경우 고착현상(lock-in)이 나타난다. 최초로 출발한
기술이나 지역은 규모경제라는 자기 강화적인 기제에 의해 다른 기술이나 지역 등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 보면 산업과 지역 환경의
조응은 지역과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창출한다. 한 지역에서 특정 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은 해당 산업에 적합한 여건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역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유리한 장소가 된다. 더욱이 지역이 특정 산업으로 특화됨에 따라 지역의 제도적․사회적
여건 역시 이러한 산업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Scott, 1988, 40쪽).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요소 모두가 특정 산업의 요구에
조응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며, 그 결과 지역은 다른 산업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고(Coenen et al.. 2015,
853-854쪽), 예기치 못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Grabher, 1993).
산업도시의 발전에서 과거의 성공요인이 미래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 Tödtling-Schönhofer와 Davies(2013, 17-18쪽)는
1970년대 급격한 쇠퇴를 경험한 유럽의 산업 지역은 과거에 장기간의 경제 성장을 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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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과거 번영의 원천이었던 산업과 인력 및 기반시설의
전문화가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지역을 취약하게 만든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파괴의 씨앗을 동반한다는 Malmberg와 Maskell(2010, 400쪽)의
지적이나 침체된 산업지역을 과거 성공의 희생자라고 칭한 Tödtling과 Trippl(2004,
1192쪽)의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지역경제의 고착현상은 기업 간 연계나 네트워크 형성에서 시작된다. 기업 간 거래는
시장탐색 비용이나 지식 공유 등 거래를 위한 유·무형 투자와 비용을 필요로 하며, 거래선
변경 또한 그렇다(Sornn-Friese & Sørensen, 2005). 이 결과 기존의 연계관계는
시장관계가 아닌 소수협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실질적으로는 폐쇄적인 것으로 변모한다.
또한 긴밀한 거래관계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강해지면 클러스터와 외부의 교류가 제한되고, 클러스터의 기업 등은 외부환경
변화와 자신들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역량을 잃게 된다(Grabher, 1993; Poude
& John, 1996; Cho & Hassink, 2009). 지역 내의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는 지역발전
초기와 성장단계에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나 충격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관성과 경직성의
원천이 되며(Pouder & John, 1996, 1213쪽), 긴밀한 네트워크는 장점이 아니라 부담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Uzzi, 1997, 58-59쪽).
인식의 과도한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Grabher(1993) 인지적
고착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그 일차적 원인을 정보획득의 편향성에서
찾고 있다(Uzzi, 1997; Pouder & John, 1996; Grabher, 1993). 집적지역 내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외부 충격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정부, 연구기관, 공급자,
산업관련기관 등이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취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강력하고 폐쇄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인해 지역
내에는 경제적 활력에 필수적인 새로운 피의 수혈이 제한된다. 기업과 지방정부는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의 성공경험이나 발전경로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소규모 지역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Lazzeroni, 2020,
193쪽). 다만 Maillat 등(1996)이 지적하듯이 외부에 개방된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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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쇠퇴에는 정보 취득의 폐쇄성 못지않게 정보의 편향적
수용과 해석도 큰 영향을 미친다. Grabher(1993, 262쪽)는 산업집적지역 내에는 그
나름의 특정한 세계관이 사회적 재강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어떤
현상을 인식하고 어떤 현상을 무시할 것인지가 결정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정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세계관의 공유는 기업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
정부나 지역의 제도화된 조직 또한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과거의) 특정한 사고
방식을 고수하여, 혁신을 위한 정책 구조의 도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치적
고착이라고 한다(MacKinnon, 2008, 1456쪽). 이는 지역에 만연하는 폐쇄적 세계관의
공유나 지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이념의 공유(Grabher, 1993, 264쪽) 등의
결과 나타난다.

그림 2-2 | 변화요인과 지역적 고착효과 및 쇠퇴 산업지역 재구조화 간의 관계

출처: Hassink, 2010, 454쪽

지역 내에 투자된 고정자본 또한 정치적 고착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Hudson(2010, 21쪽)은 지역경제의 경로의존성과 고착현상에 있어 기존 건조 환경에서
발생하는 관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건조환경의 가치는 긴 시간이 경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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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데, 지역의 주체들은 기존 사회경제적 구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그 변화의
속도를 늦추어서 기존 고정자본 투자 가치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초기 고정비용을 강조하는 Arthur의 경로의존성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Martin & Sunley, 2006, 401쪽). 기업도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로비 등과 같은 집단행동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Menzel &
Fornahl, 2009, 227쪽). 그러나 정치적 고착은 클러스터의 수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기존 네트워크 내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혁신적 변화 유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입은 지역산업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
하기보다는 쇠퇴를 지연하고(Sweeney et al, 2020, 133쪽) 지역의 내생적 역량과 창조적
발전을 저해(Hassink, 2010, 452쪽) 하는데 그친다.
한편, 고착현상은 지역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기존의
강점을 취약성으로 전환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 즉, 경로의존성은 지역경제가 최적이
아닌 상태에도 고착되게 하며, 고착현상은 지역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악화시키고,
외부충격에 대응한 산업도시의 구조개편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연구는 산업도시의 본원적·구조적 취약성과 극복 가능한 가변적이고
내생적인 취약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러한 취약성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공고화되며 외부적 변화에 대응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3) 변화와 충격에 대한 지역의 적응역량과 회복력
외부충격에 당면하여 위기에 처한 모든 산업도시가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지역은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나 새로운 산업의 이식을 통하여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특정산업이나 지역이 고착된
발전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발전경로로 진입하는 과정이나 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Martin & Sunley, 2006, 395쪽; Coenen et al.,2015,
850쪽). 이러한 점에서 지역 회복력은 변화에 대한 지역의 적응역량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점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Simonen et al., 2019, 3-4쪽).

34

회복력이란 개념은 생태학과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학문 분야에 따라 그 정확한 의미는 다소 다르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Brand
& Jax, 2007).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에 관한 연구는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회복력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회복력은 특정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교란
(스트레스)을 흡수하고 시스템이 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는
역량(Bristow, 2010; Brand & Jax, 2007) 또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돌발적 상황을
극복하는 시스템의 역량 및 환경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과 관련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역량(Gallopín, 2006)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Martin과 Sunley(2015, 3-4쪽)는 회복력의 개념 등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크게 본다면 충격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과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및 충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적응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칭하고 있다.
한편, Martin과 Sunley(2015, 3쪽)가 지적하였듯이 지역경제의 회복력이라는 용어가
쇠퇴하는 산업도시의 재활성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칭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Martin
등(2016)의 연구나 Annoni 등(201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경우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회복력이라는 상자 속에 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일부 학자들은 많은 연구들이 회복력을 지역발전의 조건의 하나로 강조하나 그
의미나 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서 개봉되지 않은 블랙박스(Wellstead et al,
2013)로 남아 있거나 학제적 연구에는 요긴하지만 진단과 처방의 혼재, 서술과 규범의
혼재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어려운 경계물(Brand
& Jax, 2007)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Christopherson 등(2010)은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은 모두 동일한 변화의 동력을 가진다는 ‘지역
경쟁력’ 연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Bristow와 Healy(2015,
242쪽)는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 요인을 통해 회복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관행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즉, 구조에 대한 강조는 회복력 있는 경제체계의 특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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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중점을 두게 하는 반면 어떻게 회복력이 형성되고, 어떤 활동이나 정책적 개입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 수 없게 하므로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분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적응역량을 지니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산업의 회복력은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국가와 지역의 경제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 자본, 제도의 질적 수준, 투자 여력, 기술적 준비성,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으로의 전문화 수준 등에서부터 지역기업의 연령구조나 임금수준,
노동력의 숙련도, 일자리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Annoni et al., 2019,
6쪽; Martin et al., 2016, 570쪽)).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 중 가장 일반적으로
칭해지는 요소는 산업구조와 인적자원이다. 앞서 지역경제의 취약성에서 논하였듯이
지역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에 편중된 지역은 해당 산업의 외부충격이 가해질 경우
지역경제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 반면에 지역 산업구조가 다양하게 구성될 경우 해당
산업의 외부충격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력산업이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를 막아줄 수 있다.
Martin(2012, 11-12쪽)은 경제구조는 충격에 대한 지역의 민감성 또는 저항력을
규정하는 핵심역할을 하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각화된 경제구조는 지역의
저항력을 강화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산업들은 그 자체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다소 다른 관점에서 Simonen 등(2019, 15쪽)은 노키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오울루(Oulu)지역이 쉽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 산업에서 일했던
많은 직원들이 다른 기술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면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가 크게 향상되고, 충격에
대한 지역의 적응능력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관련하여 많이 지적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다각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지역경제의 다각화는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새로운 활동으로 다각화할 때 지역의 기존 역량을 활용함으로서
다각화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Boschma et al., 2017, 33쪽; Trippl &
Otto, 2009, 1221쪽). 쇠퇴단계에 있는 클러스터의 구조개편이나 전환은 별도로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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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가 아니라 기존 지역혁신체계에 연관을 두고 새로운 산학협력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지적(Tödtling and Trippl, 2004)이나 기존 산업지역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산업분위기나 각종 기반시설은 지역이 가진 공공재로 이들이 지역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는
연구(Pisano and Shih, 2009)는 이와 연관된다.
물론 지역의 다각화가 연관 다각화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 그렌란드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Underthun 등(2014, 129-130쪽)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산업도시의 점진적인 진화 역량과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존역량의 창조적
재활용이나 기존 기능과 연계된 분야가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의 도입을 통해서도
지역경제가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각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전문화와
관련되어 있던 기존 연구·교육시설의 방향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클러스터의 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Trippl과 Otto(2009, 1221쪽)의
주장이나 여건에 따라 선도적인 초국적 기업의 유치도 클러스터 개편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Tödtling과 Trippl(2004, 1177-1178쪽)의 지적도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역발전 경로에는 비연관 다각화 또한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지역 활동과는 매우 다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능력을 구축한
주체(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Boschma et al., 2017, 33쪽).
다만 산업구조의 문제를 반드시 업종별 구성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다. Hudson(2010, 18쪽)은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화가 필요하나 이는 포드주의
에서 말하는 다각화 즉, 탈숙련화된 요소생산이나 조립생산을 수반하는 분공장경제를
통한 다각화가 아닌 다양한 산업,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기업, 다양한 기능과 숙련 및
직업에 바탕을 둔 다각화라고 말하고 있다. 또 Martin 등(2016, 573쪽)도 산업구조가
중요하나 이는 산업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특성의 문제이며, 경기변동에 대한 지역의
대응에 있어서는 산업구조보다 지역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적 요인은 인력 또는 지역노동시장의
적응능력이다. 양질의 숙련 노동력의 존재는 기업이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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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서 지역경제가 위기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artin et al., 2016,
578-579쪽). Simonen 등(2019, 6-15쪽)은 적어도 오울루지역의 경우 근로자의
회복력이 지역 회복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직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성과 역량이 저학력자들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Giannakis와 Bruggeman(2017, 1410쪽)은 교육수준이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 증가를 유발하며, 경제성장과 침체시기에 나타나는 지역차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다만, 잘 교육된 숙련 노동력은 지리적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나 주택금융시스템 등과 같은 지역의
제도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tin et al., 2016, 579쪽).
지역의 혁신기반 또한 중요하다. 혁신환경의 존재는 지역경제의 발전이나 노후공업
지역 재생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Koutský et al, 2011, 168쪽).
스웨덴 Norrköping의 재활성화에 대한 연구에서 Svensson 등(2012, 518쪽)은 관련
주체의 긴밀한 협력,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 협력이 쇠퇴하는 도시의
재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Simonen 등(2019, 6쪽)의 연구 또한
스타트 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의 재교육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충격에 저항하고 적응하는데 유리하며, 산·학·관 협력도 지역의 회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지역의 혁신기반이 지역의 회복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성격도 중요하다. 외부 지식의 활용에는 기업의 흡수 능력과
더불어 다른 기업의 전략이나 기업 문화 및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enzel
& Fornahl, 2010, 220쪽; Crescenzi & Gagliardi, 2018, 792쪽).
한편 산업도시의 혁신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발전경로에 고착된 지역에서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시도는 새로운 발전경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발전경로 내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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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쇠퇴하는 지역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쇠퇴하는 지역이나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현존하는 경쟁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높은 혁신활동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혁신은 기존의 성숙된 기술경로나 이미 쇠퇴해가는 기술경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고(Menzel & Fornahl, 2010, 227쪽), 급진적인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공정의 최적화와 다른 효율지향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oenen et al.. 2015, 853쪽), 공간적으로는 기존 허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OECD, 2019, 16쪽)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도로
발전하고 전문화된 지식창출과 확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쇠퇴하는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과 기술부문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한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다수는 성숙된
산업이나 기술로 전문화된 대기업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량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로서 지역의 혁신역량과 관계없이 소기업의 혁신과 기업가적 활동은
낮은 수준에 그친다(Menzel & Fornahl, 2010; Coenen et al.. 2015).
지역의 회복력은 국가와 지역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많은 지역은 당면한 위기의 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매력도 증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회복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idoum et al, 2010, 18쪽).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시책이나 경제위기 지원프로그램 등은 지역 회복력의 지역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artin et al., 2016, 580쪽). 한편 이러한 적극적 시책과 더불어 스웨덴 같은
국가는 그 본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 조정을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파트너 간의 단체 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이직을 상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도 한다. 이는 지역의 취약성을 전제하고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Bergström, 2009, 7쪽).
지역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들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역 회복력 향상 방안에
대해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회복력이 가진 다양한 특성에 기인한다. 먼저
Bristow와 Healy(2015, 252-253쪽)는 영국 웨일즈의 사례 연구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단기적 적응이 지역의 장기적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따라서 지역 주민의 단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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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역량과 장기적인 회복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 회복력과
장기적 회복력의 문제는 Martin과 Sunley(2015)가 말한 회복력의 개념과도 연관되는데,
그들은 지역경제변화의 장기적 과정과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진화론적 접근에서 말하는 적응과정으로서 회복력(Simmie & Martin,
2010, 31쪽)이라는 개념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장기적 적응에 따른 성장과 구분되는, 충격의 반작용으로 유발되는 적응역량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Martin & Sunley, 2015, 14-16쪽).
지역 회복력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지역의 발전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Annoni 등(2019)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 각 지역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분석하여,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핵심 지역에서는 양호한 제도, 높은 투자 비중,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된
경제구조, 낮은 중등교육 이하 인구 비중 등이 1인당 국내총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변부 지역에서는 높은 고등 교육 인구 비중 및 첨단기술기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nnoni et al., 2019, 17쪽).
회복력의 기준 또한 중요하다. Crescenzi 등(2016, 28쪽)은 지역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지역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이
결과 인적 자본만이 지역생산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지역적 요소였으며
연구개발 집약도나 산업구조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역고용의 단기적 변화에는 산업부문별 구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연구개발이나
인적자본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회복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구성요소가 명확히 달라지는 것이다.
충격에 대한 지역의 저항력과 적응력은 외부충격의 경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지역은
오랜 역사를 거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다. 현재의 지역은 과거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충격을 경험하였던 지역은 외부의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인다(EU URBACT Programme, 2010, 43쪽).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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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아시아 외환위기의 경험으로 인해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황수경 외, 2020, 16-21쪽). 문제는 지역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충격의 강도나 지속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는 높은 회복력을 보이는 지역이 더 큰 충격이나 연속된 충격에는 더 낮은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Simonen et al., 2019, 6쪽). 이는 앞서 말한 단기적 회복력과
장기적 회복력의 개념 차이와도 연관된다.
지역 회복력이 외부충격의 속성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회복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지역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동일한 정책도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Tödtling-Schönhofer
& Davies, 2013, 19쪽) 지역 실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b, 62쪽). 이러한 점에서 Guidoum
등(2010, 20쪽)은 지역이 당면하는 다양성은 총량적 통계 등에 기초를 둔 하향식
연구만으로는 다룰 수 없으며, 국가와 지역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도시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산업구조조정과 산업도시의 위기극복 전략
1) 충격과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산업 구조조정
앞서 살펴본 취약성과 회복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취약성은 일차적
으로는 외부의 노출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고착효과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심화된다.
지역의 쇠퇴는 제품수명주기 모델에서 말하듯 도시규모의 성장에 수반되는 집적
불이익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며(Boschma & Lambooy, 1999, 4쪽5쪽) 외부환경 변화나 충격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과 회복력의 상호작용(Weichselgartner
& Kelman, 2015, 253쪽) 결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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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의 취약성과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산업도시의 위기나 쇠퇴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두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취약성과
회복력을 ‘전체로서 지역’이 지닌 특성으로 보는 접근이다. 이는 두가지 문제를
수반하는데 하나는 초국적기업 등에 의해 나타나는 초지역성의 문제(MacKinnon, 2012;
Trippl et al., 2018)이며, 다른 하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이전트의 행동이나 전략의
문제이다(Bristow & Healy. 2015). 두 번째 쟁점은 일반적 지역발전 과정과 산업도시의
변모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Martin과 Sunley(2015)의 연구와
관련된다. 가령 전문화된 공업도시는 대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다각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회복력으로 보는 것은 용어를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위기와 쇠퇴는 충격에
대응한 산업도시의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회복력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아니라 급진적 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경제적 변화의 영향은 그 성격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누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누적된 변화가 임계 수준을 넘을 경우에만
파괴적 충격이 된다(Martin & Sunley, 2015, 16쪽).
지역생산체계에서 볼 때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에 노출되고, 이에 대응하는 일차적
주체는 기업이다. 충격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이 이에 적응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행위자간의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이며, 이들 중 기업, 특히
주도적 대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행태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Bristow & Healy.
2015, 242-245쪽). 지역경제의 성공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역량에 의존한다는 지적
(Hudson, 2010)이나 지역생산체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와
초국적 기업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MacKinnon, 2012)은 산업도시
변모의 일차적 주체로서 기업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 대한 강조가
전체로서 지역의 역량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Bristow와 Healy(2015, 245쪽)가
지적하듯이 개인의 행동은 시스템이 처한 전체적인 맥락과 환경 및 지역의 규범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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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구조조정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European
Commission, 2018, 28쪽).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에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국가의 정책이 이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Judge & Dickson, 1987, 32-33쪽). European Commission(2012b, 64쪽)은 산업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기술집약도와 세계화에의 노출 정도를 들고
있다. 세계화에의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은 높아지며,
기술집약도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경쟁전략과 경쟁방식이 달라진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나,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다. Lai 등(2016, 126쪽)은 경기침제기에
소기업이 주로 임금동결 등과 같은 비용절감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대기업은 인력
감축이나 신규 채용 동결 등과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은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선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의존하는
분공장지역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외국인 투자, 특히 제한된 범위의 중공업과 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였던 영국 웨일즈의 사례(Bristow & Healy. 2015)나 영국
스완지의 사례(Simmie & Martin, 2010, 41-42쪽)는 외부자본이 설립한 기업이
신기술보다는 노후화된 기술에 고착되고, 여건변화에 따라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
으로서 지역경제에 치명적 침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에 점점 더 깊게 편입되고, 지역경제
구조의 성공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역량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이 스스로 세계시장에서 가격과 품질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세계적 생산네트
워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지역 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Hudson, 2010,
14쪽). 지역의 발전이 그 내부적 요인 못지않게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 변화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이다. 지역이 세계적 생산시스템에서 결정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거나
핵심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은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자산이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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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것이고 지역에 입지한 기업 또한 쉽게 대체가능한 기능에 머물 경우 그 지역은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조 재편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 지역과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의 주도적 기업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MacKinnon, 2012, 238쪽).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기업의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주요한 주체로서 지역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한다. 대기업, 특히 수출부문의 대기업은 정부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편하여 지역 내에 계층적인 지역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지역의
의존도는 점차 증가한다(Hancké, 2003, 510-520쪽).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지역산업생태계와 지역의 제도적 환경 전체를 훼손한다.
Trippl과 Otto(2009, 1221쪽)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의 분공장과 달리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지역경제에 뿌리내린 외국기업은 새로운 클러스터의 출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후공업지역은 새로운 발전경로 창출을 위해 필요한
내부적인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지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도
낮다(Trippl et al., 2018, 696쪽). 즉, 노후 공업지역의 가장 약한 곳이 학습역량과
관련된 부분(Boschma & Lambooy, 1999, 18쪽)이고, 그 내부자원만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역량이 부족(Koutský et al., 2011, 167쪽)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분야 외국
기업의 지역 내 뿌리내림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초국적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위의 연구 결과들은 산업도시의 쇠퇴나 변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회복력을 특징짓는 과정은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틀에서 형성된다(Weichselgartner & Kelman, 2015, 258쪽).
산업도시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세계적 생산체계라는 두가지
범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이 초국적 기업을 통해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에
고착되며, 경로의존성과 고착현상에 포함된 진화의 개념이 이들 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MacKinnon(2012, 236쪽)의 지적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그림 2-3 | 산업도시 변모에 있어 지역과 세계적 생산체계의 관계

출처: 저자 작성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집적지역 또한 그 지역을 구성하는 전문화된 산업부문 차원의
구조조정을 경험할 수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집적지역의 구조조정은 대기업 주도 지역에 비해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13세기부터 유럽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프라토 섬유산업지구는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중국계 의류업체의 진출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서로 다른
두 산업이 공존하는 구조로 변모하였다(Eurofound, 2013, 10-11쪽). 이는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와 세계 섬유산업 내부구조변화 및 ‘메이드 인 이태리’ 상표를 필요로 하는
중국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업체의 프라토 진출(Ceccagno, 2012, 48-49쪽) 등이
복합된 결과이다. 프라토 섬유산업지구의 쇠퇴는 중소기업 집적지역의 쇠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지닌 외국기업의 진입을 현지 기업의 세계화와
구조고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과 이민자의 지역내 뿌리내림을 위한
경제·사회·제도의 개편과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프라토는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였으며(Dei Ottati, 2009, 1831쪽), 오히려 성격과 지향점이 서로 다른 두 산업의
공존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예측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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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Eurofound, 2013, 27쪽). 특히 프라토의 기업은 지역 및 산업의 변화와 그 영향을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발전경로에 고착되어 구조재편을 꺼려하였다(Eurofound,
2014, 37쪽). 이는 기업인의 인지적인 고착 결과만은 아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과
시장변화의 전략적인 장기 모니터링과 관계되어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지역생산체계는 변화를 예측하고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전략적인
메커니즘이 없으며,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Eurofound, 2013, 20쪽). 이는 구조 조정이 전략적
으로 결정되고 계획되는 대기업 구조조정 사례와는 다른 것이다(Eurofound, 2014,
37쪽). 이러한 점으로 인해 Eurofound(2013, 9쪽)는 프라토 섬유산업지구의 구조
조정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으며,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사업과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 집적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조 조정과 달리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
구조조정은 사전예측과 대응이 용이하다. 그러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예측과
대응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Eurofound(2014, 38쪽)는 프랑스 Arc International의
구조재편은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그 기업의 사업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수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최초의 발표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특히 주도적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지방정부와
시민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형태가 무엇이던
간에 기업 구조조정은 자본의 논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영향을 받는 노동자나
지역사회는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다(Stafford, 1989, 95쪽).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당면하여 지역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여도, 그러한 노력의 목적이 기업의
공장폐쇄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또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과 지역의 합의를
도출한다고 할지라도 그 합의는 대부분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장 가동은 유지하되
대규모 감원은 감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McNulty, 1987, 45-47쪽). 최근 다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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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장의 지역 내 뿌리내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가 있으나 앞서 서술한
웨일즈나 스완지의 사례(Bristow & Healy, 2015; Simmie & Martin, 2010)는 초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지역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정책이 기업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Chisholm(1990, 135136쪽)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그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관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의사결정은 지역 내에서가 아니라 세계적 생산네트워크 내에서 결정되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한다(Hudson, 2010).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국가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대기업 내부적
으로도 공식적인 인력관리 기준을 지니고 있는 반면 소기업은 이러한 보호장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Lai et al., 2016). 따라서 공장의 폐쇄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종사자가 받게 되는 실질적인 충격은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이탈리아 법률에 의하면 소기업에는 구조조정시 기업가와
근로자 대표의 사회적 대화가 의무화되지 않는다. 프라토에서 소기업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대응할 기회를 놓친 것은 이와 관련된다(Eurofound, 2013, 20쪽).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이 받는 충격은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의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도 다르다. 지방정부의 실업 대책이나 창업지원,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전직 지원, 지역 내 종사자의 재숙련을 위한 교육·훈련 등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지역은 지역노동시장에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Guidoum et al, 2010).
한편 주도적 대기업이나 주력산업의 쇠퇴는 도시 공간 자체의 침체를 야기한다. 장기적
실업과 직업의 안정성 부족 및 기업 활동 침체에 따른 공공재정의 감소는 더 넓은 사회적
혼란과 더 넓은 사회 문제로 야기하는데 이는 주로 도시 내 건조(建造)환경에 대한 투자
악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쇠퇴하는 산업도시는 지역경제구조와 지역노동시장의
개편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재생과 신산업의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의 개선 등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Tödtling-Schönhofer & Davies, 2013,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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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는 많은 노후 산업도시들이 도시의 물리적 재생을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이자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Boschma & Lambooy, 1999, 19쪽)은 이러한
점과도 연관된다.

2) 기업·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지역의 대응과 산업도시의 변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유사하게, 지역은 그 경제를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발전과 새로운 경로 창출을 위해 그 구조를 조정하고자 한다(Park , 2015, 117118쪽).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불가피한 과정(European Commission, 2012b, 62쪽)이기 때문에 지역은 단기적
으로는 일시적으로 예견되는 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에 대처하거나 사후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그 경제구조를 재편하고자한다.
지역산업의 변모나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대부분 지역이 당면하는
단기적 현안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 중 후자에 주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지역경제의 발전경로를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서술하거나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Trippl과 Tödtling(2008, 7쪽)은 노후 산업지역이
쇠퇴에서 벗어나는 유형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혁신기반의 조정
과정을 거쳐 기존발전경로를 일부 변경하는 점진적 변화, 둘째는 지역에는 없던 기존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을 넓히는 다각화 전략, 셋째는 가장
급진적인 변화로 지식 집약적 산업에 기반을 둔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Trippl과 Tödtling(2008) 외에 많은 학자들이 지역산업의 발전경로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가령, Grillitsch 등(2018, 266쪽)은 이를 세분하여
경로 확장, 경로 개선, 경로 이식, 연관 다각화, 비연관 다각화, 경로 창출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이들 중 경로개선을 다시 세계생산네트워크에서의 역할 개선, 경로
갱신, 틈새시장 개발 등 3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틀에서 Grillitsc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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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eim(2018)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경로 유형을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다각화,
신산업 육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7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표 2-2 | 새로운 지역 산업 발전경로의 유형
유형

메커니즘

구조 고도화
1. (글로벌)생산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 상향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치를 상향시키는 것.
∙ 숙련이나 생산역량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가치사슬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

2. 경로 재조정

∙ 신기술 도입이나 조직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탐색
∙ 상징적 지식(symbolic knowledge)*의 결합을 통해 틈새시장을 발굴
*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등 심미적 속성을 지닌 지식

3. 틈새시장 발굴
다각화
1. 연관 다양성

∙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연관산업 분야로 다각화

2. 비연관 다양성

∙ 기존 산업과 다른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다각화

경로 생성
1. 산업 유치

∙ 지역의 기존 산업과 관련이 없지만 이미 알려진 산업을 도입

2. 신산업 창출

∙ 급진적 기술이나 과학적 발견에 기초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용자 기반의
혁신, 사회적 혁신을 통한 탐색과정의 결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등장

자료: Grillitsch & Asheim, 2018, p1641 (박소영 외, 2019, 34쪽 재인용)

Grillitsch와 Asheim(2018)의 연구와 같이 발전경로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역산업의 현대화 유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OECD, 2019, 27쪽).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산업도시의 대부분은 급진적 변화보다
기존 경로의 틀 내에서의 변화를 모색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취약성과
고착현상에 대한 위의 논의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역이 채택할
수 있는 발전경로의 목록이 아니라 경로의존성이나 기존 구조에 고착된 지역산업의
여건 속에서 기존의 부정적 고착현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추구하는 방법일 것이다.
Martin과 Sunley(2006, 419-423쪽)은 지역이 기존의 부정적 고착현상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5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에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내생적 발전경로 창출하는 방안, 지역 내에 존재하는 기존 자원의
재조합 등을 통해 지역의 에이전트와 기술, 제도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 지역 외부에서 새로운 조직형태, 급진적 신기술이나 산업과 기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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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로 유치하는 방안, 기존의 핵심산업이나 기술과 연관된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여
다각화하는 방안,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역산업기반을 근본적으로 향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Trippl과 Otto(2009, 1220쪽)는 이를 보다 세분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경로에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의 지식기반, 네트워크 및 제도, 정책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의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Martin과 Sunley(2006)의 연구나 Trippl과 Otto(2009)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이들이 지역발전경로 개편의 주요 원천중 하나로 외부 기업의 유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에 의한 새로운 발전경로의 창출은 쉽지만은
않다. Martin과 Sunley(2006)가 스스로 말하듯이 외부기업의 유치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분공장경제화를 통해 오히려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기업, 특히 분공장의 유치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분공장이 지역의 새로운
발전경로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많다. 지역 내 물자연계가
강화되고,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뿌리 내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분공장을 통해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Cumbers, 2000; Phelps,
2009; Kleibert, 2016).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Vale, 2004; Perkmann, 2006;
Trippl et al., 2018)는 외부자원과 지식의 도입경로이자 기술과 조직혁신의 출발점으로
다국적 기업의 분공장이 가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분공장의
역할은 지역 기업과 제도 및 조직의 특성(Vale, 2004, 138쪽)이나 산업 부문별
특성(Perkmann, 2006, 432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지역의
전략과 역량 및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경로 창출자로서
분공장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onn과 Lee(2012, 254쪽)는 다국적
기업의 분공장을 지역의 발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투자자 성격
및 분공장에 대한 투자자의 계획 등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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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도시의 쇠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향후 과제
1) 산업도시 쇠퇴 극복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개개의 산업도시가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업도시의 위기와 쇠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는 산업도시는 내부자원만으로는
새로운 변화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Koutský et al, 2011,
167쪽). 산업도시의 쇠퇴 극복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Tödtling & Trippl, 2004,
1177-1178쪽; OECD, 2019, 27쪽)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대규모의 급진적 산업구조조정이나 산업도시의 점진적 쇠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urofound(2014, 69쪽)는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수반하는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역정책적 접근을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imonen 등(2019, 14-16쪽)은 노키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울루의 주요 주체가 공동 설립한
OIA(Oulu Innovation Alliance)로 인해 노키아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유럽 도시에 미친 영향에 대한 EU URBACT Programme
(2010, 43쪽)의 연구는 대부분의 다른 도시와 달리 몇몇 도시는 스타트업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업의 증가에 따른 창업가의 자발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정부에
의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시설지원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은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같은 전통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네트워크 활성화,
클러스터 내 시스템의 강화 및 지역혁신체계의 개선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노후 산업도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쇠퇴하는 산업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발전경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학습과정이
중요하다(Trippl & Otto, 2009,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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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도시의 위기극복 정책의 특성
산업구조 변화나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받는 충격과 그 극복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Eurofound, 2014 ; OECD, 2011
; Ferry & Polverari, 2018). 이들 개개 정책은 대부분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 기업
및 산업경쟁력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미 존재하던 기존 정책을 여건변화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개개 정책수단의
내용보다는 산업도시의 쇠퇴와 위기라는 관점에서 이들 정책이 지니는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의 결합
산업도시의 위기와 쇠퇴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나 지역이 받는 실질적 충격의
크기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들은 단기적인 목표, 가령 공장의 폐쇄로 인한 실업의 보완대책과
같은 단기적 목표와 지향하는 경제부문으로의 발전과 같은 장기적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Ferry & Polverari, 2018, 6쪽). EU URBACT Programme(2010,
45쪽)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많은 도시는 신용보증이나 공공지원,
기업설립 비용의 절감, 공공구매나 지역산품구매 운동 등을 통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에 대응하고자 한다. Eurofound(2014, 58쪽)가 유럽 도시의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용 및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장기적·전략적 대책보다 단기적 대책이 많은 반면
경제 및 기업 분야의 정책에서는 단기대책보다 장기대책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산업지역의 구조재편에 대한 최근의 정책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한다(Ferry & Polverari, 2018, 2쪽). 지역의
장기적 회복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 가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방정부 등이 택하는 대책은 기존의 학술적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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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령 Svensson 등(2012, 505-506쪽)은 산업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이나 분공장을 유치하는
전략, 첨단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 기존시장과 새로운
시장을 위해 전통기술과 신기술을 결합하는 복합적 전략의 3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한다.
또 Guidoum 등(2010, 16-18쪽)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럽도시의 활성화 전략을 살펴본
후 지역의 대응방안을 ① 스마트, 녹색 일자리의 창출 ② 일자리 창출역량이 높은 다양한
기존 산업과의 연계 ③ 도시 삶의 질의 향상과 장기적인 도시 매력도 증진을 위한 투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3 |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대책 사례
긴급하고 단기적인 대책

고용
및
노동
시장
분야

사업
및
경제
분야

기타
분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책

∙
∙
∙
∙
∙
∙
∙
∙

구직, 매칭, 면접 등 지원
다른 지역 기업으로의 임시 재배치
인턴 제도
공공사업 추진
퇴직 전 대책
통근 지원
고용 보조금
실업자에 대한 소득 및 재정 지원

∙ 지역 내 취업기회의 조사·분석
∙ 교육훈련 등 직업지도 및 취업방향 조정
∙ 창업 지원 (상담, 교육, 재정)

∙
∙
∙
∙

자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문제 해결형 실무 그룹 지원
재정 지원

∙ 지역의 경제여건과 구조 및 성장·발전 잠재력 분석
∙ 창업 지원 (상담, 교육, 자금 지원), 기업 유치 등
기업가 정신 촉진, 폐부지 활용 등 활성화 대책
∙ 네트워킹 및 클러스터링 대책(업무단지 개발 등)
∙ 다각화 대책
∙ R&D 및 혁신 지원
∙ (세금 등) 투자 인센티브
∙ 지역 마케팅 및 브랜드화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행사 등과 같은
동기부여 대책

∙ 제도적 조정과 역량 개발
∙ 주택 대책
∙ 지역사회 목적(문화센터 등) 달성을 위한 폐부지 재개발

출처: Eurofound (2014) 58-59쪽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의 추진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이들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단기적 대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지만은 않는다. 즉, 단기대책은 지역이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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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피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Guidoum et al, 2010, 10쪽).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단기 대책이 경기부양계획이나 실업대책 수준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정책 목표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2b,
62쪽). 단기대책은 가능한 한 신속히 설계되고 추진되어야만 기간 지연에 따른
정책효과의 감소를 피할 수 있다(Eurofound, 2014, 73쪽). 반면에 독일 루르 지방의
경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경제의 구조재편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산물로
20년 이상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OECD, 1993, 13쪽). 따라서 실제 현실에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조화시키고, 이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한편 산업도시가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지방정부는 공공재정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 재정투입을 줄이면서 사회적·환경적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이
위기에 처한 도시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Guidoum 등(2010,
19쪽-20쪽)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① 전략적
우선순위에의 집중 ② 다른 정부 및 다른 지역공공·민간 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③ 새로운
금융수단의 개발과 토지가격 및 이자율의 절감 방안 강구 등과 같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다양한 부문에 걸친 종합적 접근
산업구조조정이나 지역 구조개편의 영향이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장기적이고, 순환적
으로 나타나고(Eurofound, 2014, 5쪽), 위기와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도시의 위기와 쇠퇴에 대한
정책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야 한다(Ferry & Polverari, 2018, 6쪽).
산업도시의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고용 및 노동시장 분야와
기업 및 경제 분야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들 외에 특히
중요한 분야는 사회적 포용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으로, 이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포용이라는 관점에서의 대책이

54

지역의 사회적 안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회복력 제고에 대한
연구에서 OECD(2011, 69-70쪽)는 위기 처한 지역에서 고용정책이 상대적으로 쉽게
일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계층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로 복귀가 어려운 계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후자(後者) 특히 노령 근로자 등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그들이 조기퇴직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떠날 경우 지역은 미래에
숙련노동력 부족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약집단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노동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 산업지역, 특히 대기업이
지역생산체계의 정점에 있는 산업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의 중소기업
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특히 단기적인 대책은 구조조정 기업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Eurofound, 2014, 69쪽).
산업도시의 위기극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의 하나는 도시의 물리적 정비나
재생이다. OECD(1993, 22-23쪽)에 의하면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전통적 대책은
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생산적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서부유럽의 전통적인 산업지역들은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내
기반시설 건설을 강조하였던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접근성 등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
개선 및 기업입지 공간의 정비와 주로 연관되어 있다. Boschma와 Lambooy(1999,
19-20쪽)는 유럽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연구에서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의
대부분 지역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 가령 방치된 노후 주택 및 공장 정비, 기반시설
및 공해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쇠퇴하는 산업도시의 개편을 위한 사업은 ① 물리적 환경 개선 ② 실업대책
및 민간투자 촉진 ③ 제도적 역량 정비 ④ 새로운 경쟁우위 기반 구축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물리적 환경개선이 먼저 추진된다는 것이다. 실업대책과 민간투자
유치대책은 노후 산업도시 개편의 초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데, 자본에 의한 고용감축을
우려하는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유치 등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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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여 문제가 심각해지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후
산업도시 재활성화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Tödtling-Schönhofer와 Davies(2013,
51쪽)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들은 유럽 산업도시의 쇠퇴 극복 사례연구 결과
침체된 근린공간의 재건과 주택 재고의 구조 조정, 공장 부지의 재생,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도심공간의 개선 등이
공통적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산업도시의 쇠퇴에 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물리적 기반시설 건설이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회복력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회복력이라는 측면 또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Weichselgartner & Kelman, 2015,
259쪽).
한편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는 것이 곧 종합적 대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의 다양한 부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들 각 부문별 대책은 고립적·분절적으로 추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정렬되고 조화된 패키지형 대책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Eurofound,
2014, 72쪽).

(3) 지역 주도의 대책과 지역간 협력에 의한 대책
산업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정책은 지역환경의 특성과 그 환경 속에 있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Crescenzi & Gagliardi, 2018, 792쪽) 따라서
지역의 우선순위와 특수성에 바탕을 둔 장소기반의 정책을 필요로 한다(Giannakis &
Bruggeman, 2017, 1411쪽). 지역 주도의 접근은 예상되는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과
지역의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도 중요하다(European Commission, 2012a,
15쪽). 많은 지역들은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후를
판단하는 것이 지역차원에서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 부문의
생산량, 신규 주문, 무역 흐름, 고용 및 신용수준 변화에 대한 월별 분석, 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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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특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2b, 62쪽). 그러나 상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예측은 지역 수준에서의
전략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보다 쉽게 이루어지며, 다양한 관련주체를 그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Bergström, 2009, 58쪽). 즉, 지역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비공식적인 모니터링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 등 지역의 주요 주체는 구조조정에 대해 적기에
대비하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Eurofound, 2014, 70-71쪽).
그러나 산업도시의 위기가 지역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이 지닌 자원배분권이 각 지역의 혁신전략수립에 영향을 미치며
(Zukauskaite et al., 2017, 339쪽), 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MacKinnon & Phelps, 2001, 266-267쪽). 나아가 어떤 다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은 지역의 분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입지한
본사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Eurofound(2014, 74쪽)는 구조조정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은 대상 지역 내에 국한되지 말고,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Tödtling-Schönhofer과 Davies(2013, 10쪽)는 유럽 노후 산업지역의 구조개편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지방정부 단독의 노력보다는 인근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있을 경우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와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Ferry & Polverari, 2018, 11쪽), 경우에 따라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과도 연계되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2b, 302쪽).
실제로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해 접근하는 공간단위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다수 국가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는 광역적 지역이나 다수의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가령
구조조정 대책의 주요 집행단위인 영국의 Northern Powerhouse와 Midlands Engine은
영국 북부와 중부 지역을 포괄하는 대단위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일부 국가는
기초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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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고, 중요한 정책 수립권과 역량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때로는
다수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도 하는데, 가령 노르웨이의 경우 다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산업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편지역 지정을 응모하기도
한다(Ferry & Polverari, 2018, 11-13쪽).

표 2-4 | 공간규모에 따른 산업도시 위기극복 정책의 사례
구분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

포괄적 대책
중 산업위기
대응 대책

광역적
특별프로그램

사례

목표

(이탈리아) 복합적
산업위기지역지원

산업 활동의 재 활성화 지원, 고용 보호,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의 도입,
신규투자 유치, 물리적 환경의 복구와 현대화

(노르웨이)
구조재편지역지원

특정 지역의 급격한 고용 변화에 대한 대응 제공
궁극적 목표는 기존 또는 대체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일반적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 증가를 지향

(영국) 엔터프라이즈
존

해당 지역과 관련된 부문의 성장 지원, 개발에 대한 구조적, 장기적
장애요인(예 : 인프라)의 극복 및 신규 투자 유치

(핀란드) 급격한
구조변화에 대한
예방적 대책

지역화복력 강화와 경제재건 촉진을 위한 신속하고 실험적인 조치 도입
경제재건, 경제 및 기업 성장과 세계화 지원,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 촉진

(폴란드) Silesia에
대한 투자프로그램

지역이 경쟁 우위를 보유하거나 구축 할 수 있는 부문에서 지역 경제의
경쟁력과 혁신 제고
전통 산업의 구조적 변화. 지역 내 기능 통합. 노동 시장에 대한 인력의
질적 수준 개선

출처: Ferry & Polverari, 2018, 10쪽 일부 발췌

이러한 공간범위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구조개편이나 위기극복에 대한 정책
집행 단위나 대책의 성격 또한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어떤 국가는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소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반면, 다른 어떤 지역은 광역적 범위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그 정책의
성격 또한 산업도시의 위기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수단을 포함한다. 또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구조조정 대책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기도 한다(Ferry & Polverari, 201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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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정책의 과제
산업도시의 위기와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과제는 현실에서는 쉽게 추진되지 않으며,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한다. 가령 구조조정의 사전예측을 위한 대화와 소통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갈등을 재생산하기도 한다(Bergström, 2009, 58쪽).
또 구조재편이 부드럽고 고통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단기대책이나 응급처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해야하기 때문에(Eurofound, 2014, 53쪽) 이를 지역의 장기적
발전목표와 연계되도록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Eurofound(2014, 66-67쪽)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지역적 접근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다. 이에는 제도적 틀 변경에 대한 개방성 (예 : 새로운 주요 지역 주체의 개입을
허용하거나 의사 결정 권한을 가장 적합한 계층으로 위임), 정책적 개방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경로와 전략의 추진 등), 사업 모델의 개방성
(새로운 기본 조건에 부합하게 변경), 고용 측면의 개방성 (중장기 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과도한 고착하기보다는 직업적 또는 지리적 이동성을 고려)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공동으로 현안과제를 처리하고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결과를 가져 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관련 지역주체간의 상호지원 및 적극적 참여이다. 이는 지역 내에 사전에
확립 된 제도적·문화적 특성,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지역 내 협력과 의사소통 전통 및
경험, 법적 또는 사회적 참여 의무 등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셋째는 다양한 정책분야
(특히 산업/경제 및 노동 시장 정책, 혁신 및 사회 정책)와 다양한 대상 집단을 고려하는
종합대책(장기 및 현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효율적 집행체계의
수립이다. 넷째는 대책의 신속한 설계와 적시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역발전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활동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단일의 사업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 종합적 접근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발전(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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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가령 지역 자체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영향을 극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협력하여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이다. Eurofound(2014)가 제시한
과제별 주안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 지역 차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향과 정책적 주안점
대응 전략과 과제
사전에 확립 된 지역주체간의 협력체계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지역전략 마련을 쉽게
하고, 당사자 간 승자-패자 구도 형성을 피할
수 있게 함

정책적 주안점
공동의 비전과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공통의 인식형성 촉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전략적 접근 방안의
마련과 실행이 필요

다양한 정책 분야(경제, 노동시장, 사회) 와 대상 집단을 포괄하
는 단기·긴급 및 장기·전략적 (경로 의존성을 넘어서는 )조치;
적절한 실행메커니즘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치
명확한 책임 부여, 개개 수단의 조율, 접근성 보장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 및 서비스 제공을 조정
다른 지역의 경험 (교류, 접목 가능성 평가)을 활용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마련

정책적 개입의 지연은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므
로 빠른 방안마련과 실행이 필요
정책적 개입의 효과는 지역 주체들의 역량 및
전문성과 밀접히 연관됨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많은 비용을 소요
되므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가 필요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및 사회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측적 지역위험 관리)
지역의 주체에게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에 있어 적정 수준의
유연성과 자율성 부여
지역주체에게 정책개발과 집행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 기존
관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
유럽기금 등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는 재원확보 모델 구축
투자재원의 효과와 그 보완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
평가와 모니터링 방안의 실행
지역의 전문화와 다각화 간 균형 모색

건강한 경제와 노동시장구조는 사회적 양극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한 상황과 수요에 대한 고려 및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
망의 구축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저학력 근로자 등) 지역근로
자와 주민을 줄이기 위한 지역 대책 마련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 및 생활환경 저하를 막기 위한 지역노동
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원칙 마련

출처: Eurofound, 2014,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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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산업위기 취약성 분석

본 장은 산업위기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을 구성한 뒤 이에 대응되는 지역단위
지표들을 추정해 각 산업도시의 산업위기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산업위기 취약성의 구조적, 기능적,
도시기반적 취약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추정한 뒤 분석결과에 기초해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1. 분석 개요
1) 산업도시의 구조적·기능적·도시기반적 취약성
본 장에서는 산업위기에 대한 각 지역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적응역량(adaptive
capability)를 다면적인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위기의
중요한 동인은 기술변화와 세계화의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변화란 자동화
기술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기존의 중간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동화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효과는 근로자의 직무가 반복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루틴직무(routine tasks)일수록 크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객과 대면해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직종이나 복잡하고 창의적인 인지능력을 활용하는 전문직종은 기계에
의한 대체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반면, 제조업종의 생산직 일자리는 자동화 기술에
취약하게 노출된다. 한편, 세계화로 인한 산업위기는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대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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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오프쇼어링을 통한 고용대체를 통해 발생한다. 생산네트워크가 글로벌화되면서
표준화되기 쉬운 단순조립형의 생산직무는 인건비가 낮은 후발산업국가로 쉽게 이전
(labor offshoring)되고 있다. 후발산업국가들이 약진하면서 선진국 내에서 생산되던
다수 품목이 수입 대체됨에 따라 생산공정에 투입되었던 일자리 기반이 소실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1 |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도

자료: Martin (2012, p.12)의 자료에 기초해 저자 국문 번역

문제는 기존의 주력산업이 쇠퇴할 때 특정 지역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쇠퇴하는 경로를 보이는 반면, 특정 지역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며 새로운
성장경로를 탄력 있게 모색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지리학 문헌들은 후자의 성장경로를
보이는 지역들을 산업위기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갖는 지역이라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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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2012, p.12). Martin (2012, p.12)의 정의에 따르면, 산업위기에 대한
회복력은 외부충격을 분산시키고 흡수하는 역량(resistance), 외부충격에서 신속하게
회복하는 역량(recovery), 쇠퇴한 경쟁력을 재생해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드는 역량
(renewal), 위기에 반응해 지역 산업기반과 기술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역량
(re-orientation)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 특정기업에 대한 의존도, 인적자본 및 숙련구조, 기술 및 창업역량, 도시
기반의 활력과 같은 종합적인 요소들이 개입된다. 역의 조건으로, 회복력이 부재한
지역은 산업위기가 도래했을 때 빠르게 일자리 기반과 생산역량을 소실하며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지 못하고 쇠락할 것이다. 이 같은 지역은 산업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도시의 취약성 및 중장기적인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기능적·도시기반적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전국 시ᐧ군ᐧ구
행정단위를 분석단위로 하되, 제조업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을
산업도시라 조작화하고 이를 기본적인 분석범위로 포함하였다. 제조업 고용비중이 높은
지역에 분석을 제한한 까닭은, 제조업 고용비중이 낮은 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제조업체
표본 확보가 어려워 추정 자체가 어렵거나 이상치(outlier)가 추정되어 전체적인 추세의
해석을 왜곡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후술할 지표 중 루틴직무집약도나
업종다양성 같은 지표들을 제조업 비중이 낮은 지역까지 포함해 추정할 경우 지표 추정이
왜곡되어 산업도시들의 트렌드가 효과적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비중을 측정했을 때, 전국 제조업
고용비중을 상회하는 시군구는 62개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전국 광역시 내
행정단위를 분석에 포함시켰고,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된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는 영암군, 군산시,
익산시, 당진시, 화성시, 완주군, 경산시 등의 18개 지역으로서 전국 평균보다 제조업
비중이 낮으나 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 분석에 포함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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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취약성 지표 선정의 논리
본 장에서 구조적 취약성은 도시 내 산업기반이 얼마나 다각화되어 있는지, 혹은
특정그룹에 수직적으로 집중된 구조를 갖고 있는지와 같은 구조적 측면에서 파생되는
취약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특정업종이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고착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경기 침체나 대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존 문헌들은 주로 업종
특화도를 활용해왔다. 대개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 형태로 측정되는
업종특화도는 해당지역의 사업체 수나 고용이 특정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전국적인 업종 구성비와 대비해 분석한다. 업종 특화도는 학술적인 문헌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략·특화산업 선정기준이나 최근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에도
사용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의 기준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업종특화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특정산업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기술변화에 따라 제품·공정 패러다임이
급전환할 때 강한 충격과 조정 압박을 받기 쉽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업종특화도는 여전히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부분적으로만 대변하는
지표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업종 구성이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의
네트워크와 기술구조가 충분히 다각화되어 있다면 구조적인 취약성이 반드시 높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다. 즉, 동일하게 자동차 산업에 특화도가 높은 지역 중서에도 하나의
대기업 분공장에 전체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복수의 앵커기업이
상이한 기술 구조를 특화시키며 경합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전자의 지역보다 거래망이 다각화되어 있는 후자의 지역이 급격한
외부충격에 휩쓸려 취약성을 노출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특정 업종에 대한
특화도가 아니라 ‘어떠한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이 필요하다. 모든 산업은
생애주기를 갖는다. 기술 패러다임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 양산체계 중심으로 가격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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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산업일수록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가거나(offshoring), 자동화 기술에 의해
루틴한 공정·인력을 대체해나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같은 구조조정 압력은 전체
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이겠으나, 당장 대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나
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축을 경험하는 지역경제의 관점에서는 강한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업종특화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세계화·기술변화
요인에 취약한 업종들에 특화된 지역이 있다면 이들의 구조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진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했던 업종특화도를 보완해
대기업 거래의존도,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수입대체 취약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였다. 대기업 거래의존도는 업종 내부에서의 기업거래 네트워크
구조의 쏠림 현상을 진단하며,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은 연관성이 있는 산업범주
내에서의 다양성 혹은 특화구조를 진단하고, 수입대체 취약도는 세계화 구조 속에 취약한
형편에 놓여 있는 업종들에 특정지역이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진단한다. 이 같은
논리에서 상기한 세 개 지표는 모두 기존의 업종특화도 중심의 지역경제 분석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기능적 취약성은 도시의 산업기능이 기술적 경쟁우위와 독자성을 갖는
고부가가치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지, 혹은 역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저부가가치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지표는 고기술업종에 대한 지역산업 구성비중일 것이다. 일례로, 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ISTANS(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는 전체 산업을 고위기술업종,
중고위기술업종, 중저위기술업종, 저위기술업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고위기술업종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고부가가치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종 단위에서 기능적인 취약성을 진단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따른다. 동일하게
고위기술업종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업종의 가치사슬 내에서 연구개발·
기획·설계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에 특화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단순조립·양산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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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지역이 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처럼 표준화되기 쉽고 반복적인
속성이 강한 단순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자동화 기술에 의한 인력대체나
해외 오프쇼어링에 따른 고용충격에 취약하게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고위·저위기술
업종구성비에 기준한 분석에서는 이 같은 지역 간의 기능적 노동분업 구조를 포착할
수 없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노동시장의 숙련구성에 대한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의 분석에서는 직종단위 숙련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특정지역이 얼마나 단순반복적이고 표준화되기 쉬운 루틴직무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또 인적자본 측정의 고전적인 지표인 대졸자 인구비중을 분석해
지역 간 고숙련인력 분포의 격차를 해석하였다. 이에 덧붙여, 지역 내 사업체당
평균특허건수와 R&D 및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업종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얼마나 고부가가치·저부가가치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지 진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적 취약성이라 함은 도시가 갖고 있는 정주·지원기능 및
사회문화적 활력이 지역경제의 회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진단하는 개념이다.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도시활력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경기가 침체될
때 지역을 이탈한 숙련인력이 다시 복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인재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문화적인 활력이
우수한 까닭에 신산업 육성과 창업·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재생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
지역산업의 도시기반적 취약성을 측정한 국내 연구사례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생활SOC 접근성 등의 지표를 통해 지역별 정주기반을 분석한 사례는 존재하지만, 이를
지역산업의 취약성과 연계해 해석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경향은
특정한 산업지구 단위에서 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해 정주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최근의 연구사례로서 조성철 등(2018b)은 산업단지
배후지역의 정주여건이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기업유치 실적에

68

대한 정주여건의 중요성을 해석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국토교통부 (2019)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을 위한 기초분석에서 각 지역의 생활SOC 평균접근성을 측정한
뒤 이를 지역경제의 낙후도 혹은 정주환경 취약성을 대변하는 지표로 해석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접근을 계승해 본 연구는 생활SOC 거점시설에 대한 지역 내
평균접근성을 측정해 도시기반적 취약성을 대변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어서
보완적인 지표로서 지역별 인구변화율을 해석하였다. 이상의 지표체계를 요약하면
이어지는 표 3-1과 같다.

표 3-1 |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산업도시 취약성 진단지표 구성 비교
구분

기존 연구 지표체계의 한계

본 연구의 지표체계 및 선정논리
특정대기업 의존도

구조적
취약성

기능적
취약성

도시기반적
취약성

업종특화도

지역산업 구조의 업종
편중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업종 내부에서의
네트워크 집중도에
대한 관찰 불가

고위·
저위기술
업종 구성

지역산업 전반의
기술수준을
대변할 수 있으나
동일업종 내에서의
지역 간 기능분업을
측정하지 못함

대학졸업자
비중

지역 인적자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일반
지표

종사자
정주환경
설문조사

전국 수준의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움

제조업종 내
업종특화도

지역 내 산업네트워크 구조가
특정 기업에 편중된 정도 측정
경제지리학의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개념을 적용해 제조업종
내 연관업종 범주 내에서의
업종 다양성 혹은 특화 정도 측정

수입대체 취약도

지역의 산업구조가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가치사슬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진단

루틴직무 집약도

지역의 직종구조가 자동화 기술에
취약한 단순반복 업무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 측정

제조업체 평균
특허등록 수

지역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평균 특허 수 추정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

R&D 비중 및 무형자산 비중으로
측정되는 기술형 제조업체의
비중 측정

대학졸업자 비중

지역 인적자본 측정지표로 활용

생활SOC 접근성

다양한 부문의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해
지역의 평균적인 정주기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해석

인구변화율

산업도시의 인구동학 및 활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

자료: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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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도시의 취약성 진단지표
1) 산업도시의 구조적 취약성 진단지표
(1) 지역 제조업체의 특정 대기업 의존도
산업도시의 산업위기 취약성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특정한
대기업에 거래망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국내 산업도시 다수는
대기업 분공장의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이에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납품업체의 위계적인
공급사슬(supply chain)이 발달되어 왔다. 국내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 동구의 경우
지역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지역경제 전체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군산시 지역경제의 침체경로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산업도시의 경우
기업의 경영적인 판단이나 실적 악화로 인한 리스크에 취약하게 노출된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역산업의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고용
전체에서 대기업에 소속된 고용규모가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측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지표 역시 유용할 수 있으나, 고용비중만으로는 지역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의존도를 온전히 측정하기 어렵다. 대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는
직접적인 고용규모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연계되어 있는 지역 공급업체의 비중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의 분석에서는 지역에 소재한 대기업과 1차
벤더기업이 지역 제조업체의 공급망에서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에 근거해 지역의
대기업 의존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대표적인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의 주요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였다.

(2) 지역경제의 특정업종 의존도
산업도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특정기업에 대한 의존 뿐만 아니라 특정업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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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존도로도 표현될 수 있다. 지역 산업구조의 업종 특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중간재와 노동력의 공유를 통해 요소비용을 절감하거나
지식ᐧ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역 전반의 혁신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이 그것이며
이를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라 한다. 반면, Grabher(1993)를 비롯한
지역경제학 분야의 문헌들은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기능의 중첩이
집적불경제(agglomeration diseconomies)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경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산업구조의 특화도가 일정한 임계점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전후방으로
연계된 기업 간의 지식교류와 생산요소 공유로 인한 집적경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나친 특화구조가 고착된 경우에는 기능의 중첩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집적불경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지역경제를 경기변동이나 기술변화로 인한
외부충격에 취약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계되어야 할 요소이다. 최근의
산업위기지역 사례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조선업종이나 자동차업종에 지역산업이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이들 업종을 둘러싼 시장구조가 악화되거나 기술조건이 변화할
때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와해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처럼 특정업종에 대한
의존도는 시장구조와 기술조건이 호경기를 맞이할 때에는 생산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불경기 조건에서는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장의 분석은 산업도시의 업종특화 정도를 구조적 취약성의 한 지표로서
측정하였다. 업종특화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의
역수로서 측정하였고, 지역고용의 업종별 비중에 기준하였다.

(3) 수입대체 취약도
산업도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진단함에 있어 세계화의 영향은 자동화와 기술변화의
영향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과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던
물자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오프쇼어링(offshoring)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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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국가와 중국의 기술역량이 크게 발달하면서
다수 품목의 오프쇼어링과 수입대체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본 장의 분석에서는 ASEAN 국가와 중국에 대한 수입침투 추이를 측정해 각
산업도시가 세계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ASEAN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가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들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 그 산업도시의 산업기반은 향후 세계화의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성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Autor et al.(2013)의 방법론을 국내 자료구조에 적용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국가 및 중국에 대한 업종별 수입규모 변화량을 측정한 뒤,
이를 각 산업도시의 업종별 고용비중에 대입하는 형태로 각 지역의 수입대체취약도를
추정하였다. 국가별 수입 및 수출실적을 업종과 연도별로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와 산업연구원의 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
(ISTANS) DB가 사용되었다.

2) 산업도시의 기능적 취약성 진단지표
(1) 루틴직무 집약도
산업도시의 기능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지역의 고용구조가 얼마나
표준화되기 쉽고 자동화 기술에 취약한 직무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처럼
단순반복적이고 자동화되기 쉬운 속성을 갖는 직무를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의 선례를
따라 루틴직무(routine tasks)라 명명한다(Autor, et al., 2013; Autor et al., 2003;
Autor et al., 2015; Autor & Dorn, 2013). 루틴성이 강한 직무는 대개 사무직종이나
생산직종 같은 중간숙련 직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람에게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나 인지능력을 고도로 활용하는 전문직종은 기계에 의한 대체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진행된다. 반면, 루틴성이 강한 직무는 우선적인 자동화 기술의 대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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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루틴직무의 지역별 비중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의
재직자 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은 700개가 넘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자 수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해 세부직종들의
업무수행능력, 지식수준 및 요건, 성격요건, 직업흥미요건, 작업환경, 가치관 특징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집계하고 있다. 루틴직무를 가리키는 직종특징으로서 본 연구는
‘작업환경’ 범주의 ‘반복동작 수준’, ‘동일업무(신체적) 반복수준’, ‘동일업무(정신적)
반복수준’, ‘자동화 정도’, ‘장비 속도에 보조 맞추기’ 속성정보를 활용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는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조사결과에서 이상의 5개 직무속성을 직종별로
평균해 루틴직무 점수를 측정한 뒤, 루틴직무 집약도가 상위 33% 내 들어가는 직종을
루틴직무에 특화된 직종으로 식별하였다. 이어서 각 산업도시의 루틴직무 집중도는 지역
전체의 고용에서 루틴직무에 특화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으로서 측정되었다.
직종분류는 세세분류(5-digit) 단위를 적용했으며 인구총조사 2010년 자료에 기준
하였다.

(2)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
기술형 제조업체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적 경쟁력을 주된 성장동력으로 삼는 제조
업체를 의미한다. 조성철 등(2018a)은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중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기술형 제조업체로 정의하고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입지분포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별 재무제표에 기준해 전국 산업도시의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을 측정하였다.
기업 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이란 개발비용, 소프트웨어, 지적자산 등 가견적인
물리적 구조를 갖지 않는 지적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즉, 무형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양산과정보다는 개념설계나 기술혁신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에 무게를 싣는
제조업체라는 점을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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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이 얼마나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내외
문헌에서 널리 활용된 바 있다.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을 조작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술제조업종을 산업단위에서
분석한 뒤, 그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체 전부를 기술형 제조업체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한 문헌에서는 업종 단위의 연구개발비용 규모나 무형자산 규모와
같은 총량화된 통계에 근거해 타 산업보다 월등하게 높은 실적을 나타내는 업종들을
기술형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전국사업체조사처럼 대표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업마다 기술수준의
편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가구제조업종이라 하더라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지능형 가구를 제조하는 기술형
제조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첨단업종이라 하더라도 단순조립기능에 특화된
저기술 제조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한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에 분석을 기준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능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을 사용하였는데,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이 낮은 산업도시일수록 기능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지역 제조업체의 평균 특허등록 수
산업도시의 기능적인 취약성을 진단하는 또 다른 지표로서 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체의
평균적인 특허(patents) 수를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역시 ㈜한국기업데이터의
CRETOP+ 기업DB가 활용되었다. 특허는 기업의 고유자산으로서 지적으로 독창성을
갖는 아이디어나 혁신성과를 법률에 의해 보호한 결과이다. 즉, 기업이 갖고 있는
혁신역량이 명문화된 결과물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객관적인 지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수 문헌들이 특허를 혁신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해왔다.
물론, 특허에는 근로자들의 숙련이나 발표되지 않은 생산기술 같은 명시화되지 못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역 간의 혁신성과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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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지표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본 장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평균 특허등록 수가 저조할수록 산업도시가 기능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석하였다.

(4) 지역별 대학졸업자 인구비중
산업도시의 기능적 취약성을 진단하기 위한 마지막 지표로서 본 연구는 각 지역의
대학졸업자 비중을 측정하였다. 대졸자 비중은 한 지역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지표로서 여러 문헌에서 활용되어 왔다. 경제학의 내생적성장이론
문헌들은 각 지역의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대학졸업자 비중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대졸자 비중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안정이나 기술혁신
같은 다양한 사회지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관되어 있다(Moretti, 2003). 대졸자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자료의 연도별, 학력별 인구집계자료를
활용했다. 즉, 각 시군구의 거주인구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중을 측정한 뒤,
대졸자 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산업도시의 기능적 취약성이 높다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산업도시의 도시기반적 취약성 진단지표
(1) 지역별 정주여건 수준
산업도시의 도시기반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본 장의 분석은 각 산업도시의
생활SOC 시설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주여건 수준을 평가하였다.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일상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각종 의료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거리를 진단한 지표이다. 각 산업도시의
정주여건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생활SOC 시설의 목록이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 제3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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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어 있는‘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평가’의 시설목록을 적용하였다.
해당 법 및 세부지침에 따르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는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등 8개의
기초적인 정주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이상 언급된 8개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해
전국적인 공간좌표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어서 각 산업도시의 시군구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각 시설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도로망에 기반한 네트워크 거리로서 측정하였다.
각 시설에 대한 지역 내 평균적인 접근성 수준을 표준화한 뒤 전체 시설의 평균적인
접근성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각 산업도시의 정주여건 진단점수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의 정주여건 지수는 필수적인 기초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불량할수록 낮은 값을 갖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산업도시의 도시기반 취약성을 진단하는 추가적인 지표로서 본 연구는 각 지역의
연평균 인구변화 경향을 측정하였다. 산업도시가 빠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기반 활력이 저조하다는 점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해석될 수 있다. 더
직접적으로는,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된 산업도시들에서는 기업들이 수요하는
충분한 숙련인력이 수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기반의 고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각 산업도시의 인구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 거주지 인구통계에 기준해 연평균
인구변화율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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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산업도시의 요인별 취약성 분석 결과
1) 산업도시별 구조적 취약성 진단 결과
전국 산업도시의 지역소재 대기업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진단했을 때, 크게 우세한
수치를 보인 지역에는 울산광역시 동구(83.9%), 포항시(60.5%), 거제시(57.3%),
광양시(57.0%), 구미시(48.1%) 등이 꼽혔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울산 미포국가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들에 대한 1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거래 의존도는
90.3%로 증가하였다. 포항시 역시 지역 대기업인 포스코 1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1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64.1%의 지역
거래망이 지역 소재 대기업에 수렴하였다. 거제시 및 광양시는 각각 두산중공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지역 전체 거래의 절반을 상회하였다. 구미시 역시
삼성전자·LG전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상기한 지역들의 다수는 실제로 지역 앵커기업의 실적 악화나 생산·R&D시설
이전으로 인해 최근 가파른 고용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일례로, 구미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수원시 이전과 스마트폰 생산설비 베트남 이전, 그리고
LG디스플레이와 아사히글라스의 철수계획 등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선업종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은 거제시와
울산시 역시 최근 조선업황의 급격한 변동과 글로벌 물동량의 침체로 인해 지난 몇 년에
걸쳐 제조업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기업 내부의 경영전략 변화나 급격한
실적 변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지역의 대기업들은 조직적·기술적인
유연성이 높지 못한 반면, 신산업 발생과 기술혁신을 견인해야 할 신생기업의 생태계는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은 산업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에서도 우려스러운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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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구조적 취약성 관련 지표의 공간분포 (좌 : 대기업 거래의존도 / 우 : 제조업종 내 업종 다양성)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기업DB를 활용해 저자 직접 추정

이어서 제조업종 내부의 업종 다양성을 HHI 지수의 역수로 추정했을 때, 수위를 점한
지역에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의 대도시가 꼽혔다. 중소도시
중에서도 의왕시, 김포시, 광주시, 남양주시 등의 제조업종 내 다양성이 높은 수준을
차지했고,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등의 다양성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제조업종 내 다양성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거제시, 통영시,
영암군, 울산광역시 동구, 목포시, 광양시, 포항시, 고성군, 당진시의 순서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영암군은 전체업종의 다양성을 측정했을 때에도 가장 낮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제조업에 대한 산업구조의 편중이 매우 심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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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산업경기 사이클의 갑작스러운 쇠락이
전개되었을 때 지역경제가 취약하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지역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신산업의 발생은
기존 업종의 창조적인 융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보통임을 생각할 때에도, 업종
다양성이 빈약하다는 것은 장기적인 혁신역량 뿐 아니라 산업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건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세계화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각 산업도시의 수입대체
경향을 분석했을 때 지역별로 매우 상이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대우중공업 등이 위치한
조선업종 산업도시인 거제시의 거제시의 경우, 후발산업국가에 대한 수입침투가 매우
집중되어 전개된 지역임이 드러난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수출성장의 규모는 미미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수원시나 이천시와 같이 고부가가치 제조업종이 발달해 있는
지역에서도 수입대체침투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수입대체의 규모를
상회하는 수출증가가 관찰되어 전체적으로서는 세계화 요인에 의해 여전히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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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구조적 취약성 관련 지표의 공간분포 (좌 : 수입대체 취약도 / 우 : 수출성장 집약도)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기업DB 및 통계청 지역별 업종통계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해 저자 직접 추정

2) 산업도시별 기능적 취약성 진단 결과
전국 산업도시 중에서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전광역시였는데,
전체 제조업체의 약 19.2%가 무형자산 비중과 연구개발비 지출액 규모가 우월한 기술형
제조업체에 해당하였다. 광역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을 기록한
지역은 수원시와 성남시로서 두 도시 모두 약 8.5%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광역시의 경우가 7%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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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으며, 전라북도 완주군이 4.8%의 비중을 나타내 비수도권 지역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현재 제조업 부침에 따른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 중에는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통영시(0.6%), 목포시(0.6%),
영암군(0.8%), 거제시(0.9%), 창원시(1.5%), 칠곡군(1.7%) 등의 도시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이 관찰되었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도시 중에서도 군산시(2.3%), 구미시(2.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이 관찰되어 기술적인 잠재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체당 평균 특허 개수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는데,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은 실적을 보인 지역은 대전시로서 제조업체당 3.21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역시 1.395개의 높은 평균 특허개수를 기록했으며, 울산의
제조업체들도 평균적으로 1.212개의 특허를 갖고 있었다. 포스코가 지역 전체 특허의
90%를 보유했던 포항시 남구 등 다수 지역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앵커기업이 지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특허 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평균 특허 등록개수 측면에서 산업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임해공업지역 산업도시
들은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거제시(0.019개), 영암군(0.033개), 통영시
(0.043개), 목포시(0.043개), 창원시(0.044개) 등이 그러했다. 이렇게 제조업체가
보유한 특허개수가 평균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은 지역 내 R&D 역량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 제조업의 기술구조가 자본·노동집약적인 가공·조립형 양산체계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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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기능적 취약성 관련 지표의 공간분포 (좌 :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 / 우 : 평균 특허 수)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기업DB를 활용해 저자 직접 추정

동일한 업종의 가치사슬 내에서도 각 지역은 상이한 기능에 특화될 수 있는데,
표준화된 반복형 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자동화 기술의 심화에 따른 고용충격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각 지역의 노동자 풀이 얼마나 표준화되기
쉬운 루틴업무에 특화되어 있는지 측정했을 때, 33.95%의 고용이 루틴직무에
특화되었던 구미시를 필두로 칠곡군, 거제시, 아산시, 창원시, 양산시 등에서 높은
수치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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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기능적 취약성 관련 지표의 공간분포 (좌 : 루틴직무 집약도 / 우 : 대학 졸업자 비중)

자료: 시군구별 통계청 자료 및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조사 DB를 활용해 저자 직접 추정

전국적인 시·군·구 고용통계를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의 분석을 수행했을 때, 전 국토의
루틴직무집약도는 약 11.96%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도시
다수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루틴직무집약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산업도시들의
노동시장 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조작원 등의 생산직종 다수가 루틴직무
집약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루틴직무에
특화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향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자동화 기술의 단위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계에 의한 인력대체가 가속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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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학졸업자의 전체인구 대비 비중을 측정했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수준이
관찰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들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인적자본
수준을 드러냈다. 특히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영암군 같은 산업도시의 경우 대학졸업자가
전체 인구에서 1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해 숙련인재의 지역 내부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거제시나 통영군 등 임해공업지역의 전통적인 산업도시 다수는
대졸자 비중으로 측정된 인적자본 수준에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3) 산업도시별 도시기반적 취약성 진단 결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에서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지역은 경기도의 오산시와 화성시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산업도시의
가파른 인구증가는 상당 부분 지역 산업기반의 확장에서 견인되었다고 해석된다.
생활SOC 접근성 수준에 기준해 각 산업도시의 정주환경 지표를 평가한 결과, 전국
산업도시들은 수도권 경기남부의 일부 산업도시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수준을 드러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활SOC 관련시설들이 대부분 수도권
대도시들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추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된다. 특히 거제시,
영암군, 충주시, 영천시, 경주시 등의 산업도시들은 정주여건이 전국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서는 산업도시 종사자들의 실제 생활기반이
해당도시의 정주환경에 착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직장과 주소지의
불일치로 인한 장거리 통근이 보편화되고,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과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이 불일치해 소득의 역외유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특히 지역에
생활기반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에서의 급격한 충격과 경기하락이 발생할 경우
숙련인력의 산업도시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기 쉽다. 더불어, 이렇게 빠져나간 인력의
대부분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생활기반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떠난
종사자들이 복귀하지 않게 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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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도시기반적 취약성 관련 지표의 공간분포 (좌 : 생활SOC 접근성 / 우 : 인구변화율)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생활SOC 접근성 통계를 활용해 저자 직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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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은 기존 문헌들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결과를 종합해 산업도시의 산업위기
취약성을 구조적, 기능적, 도시기반적 취약성의 세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국내
최근 가용자료들을 적용해 각 범주의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전국의 산업도시를 제조업 종사자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10가지
지표에 대한 공간적인 추이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산업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지역과
부문마다 상이함을 탐색하였다.
본 장의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도시의
기능적인 취약성과 도시기반적 취약성은 비슷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기능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도시기반적 취약성도 높은 반면, 역의 경우도 그대로
성립되었다. 산업도시의 기능적 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산업인력 대다수가 자동화 기술에
취약한 단순작업에 특화되어 있고, 지역 자체적인 혁신역량과 인력양성역량이 부족해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어두운 지역들을 뜻한다. 이어서 도시기반적 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인구가 이탈하며 지역 전반의 활력과 정주기능이 침체되어
있어 적극적인 기능 고도화와 혁신생태계 육성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지역을
의미했다. 양 범주의 취약성은 생산기능에 특화되어 있던 임해공업지역 산업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에는 산업경기의 침체가 도시기능의 활력
저하로 연쇄되는 악순환의 늪에 고착되어 있는 지역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도시에 대해 종합적인 처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적인 접근과 도시기능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도시의 구조적인 취약성은 산업전망이 어두운 지역 뿐 아니라 전망이
우수하고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중에도 높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 벨트이자 제조업 R&D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남부
산업도시들의 경우, 기능적인 취약성이나 도시기반적인 취약성에는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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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등의 경우 쌍용자동차를 위시한 자동차 산업의 고차 벤더기업들에 대한 지역
거래망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드러냈고, 경기도 화성시 역시 대기업 의존도와 지역
전반의 산업구조가 매우 특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구조적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 시점의
경제지표에서 문제가 크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산업위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업종의 경기가 원활할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특화구조가 오히려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환경변화나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성장모델에 지나치게
고착된 지역들이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신산업의 육성과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와 같은 구조적인 다각화 노력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산업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취약요소의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
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 표현된 것과 같이 구조적인 취약성이 두드러
진 사례로서 광양시와 포항시의 경우를 언급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타 지표보다도
상대적으로 대기업 의존도와 지나친 특화로 인한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의 지역의 경우 산업구조와 산업기능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산업구조에 뿌리내린 지역 강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아래 그림 [3-8]에 예시된 진천군이나 시흥시의 경우처럼 기능적인 취약성이
두드러진 지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시흥시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구조적인 취약성보다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설계역량 부재에 따른 기능적
인 취약성이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되었다. 이 같은 지역에서는 인력양성 체계 및 R&D
역량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개진하는 동시에, 가치사슬 내에서 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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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구조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지역의 사례

자료: 분석결과를 종합해 저자 직접 작성

그림 3-8 | 기능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지역의 사례

자료: 분석결과를 종합해 저자 직접 작성

마지막으로 경주시나 옥천군 등의 사례는 타 부문의 역량에 비해 도시기반 취약성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지목되었다. 이 같은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을 복합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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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산업도시로서의
활력을 재생하는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3-9 | 도시기반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지역의 사례

자료: 분석결과를 종합해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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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산업도시의 산업위기 실태분석:
사례 연구

이 장에서는 산업도시의 위기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례조사는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등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거제, 군산, 구미 등 최근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포함하여 수행하였다. 사례분석은 제3장의 취약성
분석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산업도시의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수출 경공업의 쇠퇴와 지역산업의 위기
최근 나타나난 산업도시 위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 우리나라는 수출경공업의 쇠퇴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과거의 경험과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과거에 가장 급격한 지역산업 쇠퇴를
경험하였던 부산의 신발산업과 대구의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그 쇠퇴의 배경과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산시 신발산업의 쇠퇴와 지역의 대응
(1) 부산 신발산업의 위상과 쇠퇴 추이
부산의 신발산업은 가장 극명한 성쇠를 겪은 대표적 지역산업이다. 통계청의
산업총조사에 의하면 1986년 전국의 신발제조업 종사자는 140,854인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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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종사자의 4.3%, 전체 산업 종사자의 1.6% 수준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대부분이 부산시에 집적하여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비록 종사자 규모는 많지 않으나 신발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1990년도에는 전기·전자와 섬유류에 이어 3위의
수출상품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10대 수출상품의 하나로 위상을 유지하였다(한국무역협회, 1997년 무역연감).
부산시는 1986년 당시 전국 신발제조업 종사자의 71.1%를 차지하는 최대의
신발산업 집적지로 부산 신발산업의 흥망성쇠는 곧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흥망성쇠를
의미한다. 1986년 당시 부산시의 제조업 종사자는 457,047인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48.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신발제조업의 종사자는 100,144인으로 부산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5%, 제조업 종사자의 21.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상 신발제조업에 속하지 않으나 이와 밀접히 연관된 고무제품제조업을
포함할 경우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신발산업의 비중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 신발산업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급격히 쇠퇴하여,
1991년 102,915인에서 1997년에는 20,950인으로 6년 만에 8만명 이상의 고용이
감소하였다(그림 4-1). 연관 고무제조업체 등을 포함할 경우 동 기간중 해당
산업에서의 고용감소는 10만인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4-1 | 부산 신발산업의 종사자 수 및 전체 제조업에서의 비중 추이

출처: 통계청, 산업 총 조사 및 전국 사업체 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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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부산시와 그 외 지역의 신발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

출처: 통계청, 산업 총 조사 및 전국 사업체 조사, 각년도

물론 당시는 전국의 신발산업 전체가 쇠퇴를 경험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의 신발제조업체가 더욱 빠르고 큰 폭의 쇠퇴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산
신발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4-2). 부산 신발산업의
본격적 쇠퇴는 1990년대에 들어 급격히 진행되는데, 이 시기부터 부산을 대표하던 소위
5대 대기업이 부도에 처하거나 생산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아래 표는 부산 신발산업을
대표하던 소위 5대 주요 기업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1990년대 전반에 진양과 태화,
삼화가 폐업하였으며, 국제와 동양은 폐업과 다름없는 규모로 생산을 축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 부산 신발산업 대표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기업명

생산 규모(천 족)

수출액(천 US$)

1991

1993

1995

1991

1993

1995

국제

9172

1744

437

128056

30241

8452

진양

5015

0

0

33775

0

0

태화

5266

2592

0

78571

31305

0

삼화

10938

0

0

118160

0

0

동양

28551

9227

257

456681

182673

2475

출처: Shin Dong-ho, 2004,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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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신발산업의 쇠퇴 원인
□ 구조적 취약성
부산의 신발산업은 1989년에서 1992년에 부도가 집중(차성수, 1993, 78쪽)되었는데
이는 다국적 브랜드 기업의 주문량 감소에 일차적 원인이 있으며, 그 배경에는 임금의
상승, 원화의 평가절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무역협회 부산지부, 1992).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1995, 22쪽)은 부산 신발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임금인상,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 제조원가 상승과 후발국으로의 기술 및 생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주요 요인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외에 해외 투자에 따른
부메랑효과, 가령 해외 진출 국내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 등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표 4-2 | 무역협회의 부산 신발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 조사 결과
구분

전체

완제품
소계

Brand

OEM

Local

부품

제조원가 상승

38.9

40.0

41.7

40.0

37.5

37.7

기술/생산기지의 개도국 이전

37.2

35.0

25.0

35.0

50.0

39.6

OEM 수출에 지나친 의존

15.0

15.0

25.0

12.5

12.5

15.1

소재, 부품, 기술개발 노력 부족

6.2

8.3

8.3

10.0

-

3.8

해외시장 정보의 부족

2.7

1.7

1.7

2.5

-

3.8

자료: 무역협회 부산지부, 1992 (부산발전연구원, 1995, 22쪽 재인용)

그러나 장지용(2016, 86-87쪽)은 신발산업의 쇠퇴에 원화 절상과 임금 상승이 일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근본원인은 세계적 생산체계의 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1985년 9월부터 1987년 말까지 우리나라 원화 평가절상이 있었으나
신발수출의 주요 경쟁국인 이탈리아와 대만은 우리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한
임금 상승은 신발산업 분야보다 자동차나 철강 등 다른 부문에서 더 급격히 진행되었다.
즉, 문제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 원화 평가 절상 등에 따른 비용 상승을 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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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구조에 있었다는 것이 장지용(2016,
87쪽)의 지적이다.
많은 학자들은 부산 신발산업 쇠퇴의 일차적 원인을 당시 신발산업 세계적 생산체계의
특성과 및 이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의 역량부족에서 찾고 있다(차성수, 1993; 김석관,
2000; 신원철, 2007; 권오혁, 2014; 장지용, 2016). 당시 부산의 신발산업은 디자인과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시장 지배력을 지닌 소수의 초국적 기업과 그 주문생산을 담당하는
소수의 국내 대기업 및 이들에게 납품하는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생산체계로
특징 지워진다. 1991년 당시 부산 신발산업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 나누어 현황을
보면 업체 수는 대기업이 3.4%를 점유하고 중소기업이 93.5%인 반면에 종사자 수로는
대기업이 51.7%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은 54명으로 주로
신발부품이나 봉제부문에 종사하였으며, 대기업은 1,637명으로 주로 조립완제품 생산을
담당하였다(부산발전연구원, 1995, 20쪽).

표 4-3 | 부산 신발산업 중 종사자 수 1천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
종사자 1천 이상 대기업

년도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 수

구성비(%)

종업원 수

구성비(%)

1981

786

129705

51

6.5%

99799

76.9%

1985

1134

134550

59

5.2%

96943

72.0%

1990

1123

148110

51

4.5%

88983

60.1%

1991

960

104479

33

3.4%

54042

51.7%

주: 고무제품이 포함된 자료이므로, 본문내의 다른 표와 비교할 수 없음
출처: 부산발전연구원, 1995, 20쪽

문제는 조립완제품을 생산하는 소수 대기업이 국내 산업생태계를 이끌고 있었으나
이들 대기업도 세계 시장에서는 주도력을 지니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한국의 신발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나이키, 리복 등 세계적 브랜드 기업과
부산에 입지한 대규모 조립완제품 생산기업의 거래망이 형성되면서 수출산업으로 성장
하였다(신원철, 2007, 9쪽).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산의 신발산업이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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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에 편입되었으나 지역 기업체의 대부분이 시장 주도력이 취약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 기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편중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외적 요인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부산발전연구원, 1995, 20쪽).
시장 주도력이 결여된 생산구조 하에서 동남아시아의 산업화는 부산 신발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저가의 신발생산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출을 주도하던 국내 대기업은 가격협상력을 상실하였으며
(부산일보, 1992.10.05.)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야 하는 적자생산에
빠져들었다(서울신문, 1991.10.03.). 이러한 와중에 해외 다국적 기업은 생산단가의
인하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요구하였다. 나이키 등 브랜드 대기업들은
신발생산가격의 하락효과를 노리고 주기적인 생산기지 이전 전략을 취해왔는데, 1987년
이후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 기업 생산시설을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옮길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차성수,1993, 80쪽; 신원철, 2007, 10쪽). 일부 국내 대기업이 고유
브랜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라는 구매기업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부산에 기반을 둔 중소 신발기업의 쇠퇴로 연결되었다
(한겨레, 1991.9.12.).

그림 4-3 | 나이키(NIKE) 신발생산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 변화

출처: NIKE INC Annual Reports (10-K) 1995년 및 2001년을 바탕으로 저자 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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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방식의 생산체제에서 브랜드 대기업 혹은 바이어의 지배력은 완제품
업체만이 아니라 부품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신발
기업은 해외진출 초기에는 부산 본사에서 주문을 받아 원부자재를 부산에서 공급받았다.
그러나 브랜드 대기업은 경비절감을 위해 신발소재업체에 대해서도 해외로 이전을
요구하였다. 특히 1998년을 전후로 나이키는 나이키와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생산 선도기업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에게 인가된 부품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도록
요구하였다(신원철, 2007, 13쪽).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내에 남아있던 신발 부분품
제조업체등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부산 신발산업의 해체에 가까운 쇠퇴를 야기한 것이다.

□ 기능적 취약성
대기업이나 특정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하여도 생산제품이 나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쉽게 국내 신발산업을 다른 국가로 대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신발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하면서 한국의 기업이 상품사슬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계속 담당하면서
해외공장의 생산관리를 맡기도 하였다(신원철, 2007, 3쪽).
그러나 이는 공정기술과 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신발산업의 핵심기술인 디자인 및
설계기술은 세계적 브랜드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의 신발기업이 자체적인 기술과
시장역량 강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건변화에 대해 부산의 신발제조업체
중 일부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서 벗어나 자체브랜드부착방식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장지용, 2016, 89쪽). 그러나 자체 브랜드 개발 노력은 국제상사의 자체
브랜드 개발 실패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국제상사는 1983년 프로스펙스 상표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했으나 큰 손실을 보고 미국시장에서 철수하였다. 당시 국제상사는
우리나라 신발업계의 대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의 실패는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
브랜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부정적 선례로 작용하였다(김석관,
2000, 221쪽). 기업들의 자체 브랜드 확보 실패를 이미 1980년대 다국적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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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시기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이보다는
기술력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석관(2000, 222쪽)은 당시 국제상사
직원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품에서 뒤쳐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중략)∼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도 못되는 말입니다. 다른 신발은 몰라도 적어도 운동화는 인체공학적으로 기능이 특출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제품이 먼저이고 마케팅이 그 다음입니다. 나이키나 리복도 기능적으로
특출한 제품을 내놓고 여기에 마케팅으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과 비슷한 신발을
만들었다면 그들도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김석관, 2000, 222쪽).

신발산업에서 고유 브랜드란 단순한 외양이나 마케팅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적
기능의 신발을 고안하고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을 전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 기업은 브랜드의 마케팅 그 자체에만 주력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 개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쇠퇴 요인의 하나로는 보수적인 경영자의 인식이 지적되기도
한다. 기업 대부분은 OEM 체제에 만족했고 자체 브랜드 개발을 시도한 업체들도 혁신적
기능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자체 브랜드 확보에
실패한 대기업은 모두 종합상사로의 변신에 주력하여 신발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다른 사업부문의 확장에 투입하였으며(김석관, 2000, 222쪽),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나
근로자의 질적 개선과 근무 만족도 제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내부적 노력도
소홀히 하였다(부산일보, 1991.09.16).
한편 1990년대 초반 부산 신발산업의 위기가 다국적 기업의 가치체인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를 일시적 불황으로 보고
중장기적 경기를 낙관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부산일보, 1992.04.15.). 이러한
경향은 폐쇄적인 산업집적지에서 비교적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럽의 산업지구
등의 쇠퇴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의 하나로도 지적된다. 즉, 199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
신발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회자되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신발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산업집적지 외부에서 발생하는 세계생산체계에 눈 돌리지 못하는 폐쇄적 집단의
근거 없는 낙관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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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세계 신발시장의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다 후발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계가 올해 세계 신발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워낙 신발경기가 저조하자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는 주력 시장인 미국의 내수회복과 합리화조치로
경영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사태악화에 대비한 전략을 소홀히 해왔다(부산일보, 1992.04.15).

(3) 부산 신발산업 쇠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 성과
수출 주력산업이자 부산시 주력산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부는 1992년 신발산업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1992.2.21., 상공부 공고 제1992-9호)하고 합리화 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다. 신발산업의 합리화업종 지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보도(한겨레, 1991.11.02.)에 의하면 신발
산업의 합리화업종 지정은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합리화업종의 지정이 대기업에게 유리할뿐
영세기업은 자금지원에서 배제하고 도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노동단체에서도
신발산업의 합리화업종 지정에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부산일보, 1992,04,15).
이는 합리화업종 지정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침체에 당면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이해가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 도입배경을 떠나 신발산업합리화대책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선호도 낮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발전
연구원(1995, 26-27쪽)은 신발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만연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적인 융자신청이 어려웠으며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융자관행
등으로 인해 신발산업 합리화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신발산업의 합리화업종에 전국 및 부산시 신발산업의 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4-4에 나타나듯이 신발산업합리화 추진시기
중이나 그 이후로 신발산업 고용에서 주목할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수출액 기준으로도
산업합리화 대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연감 자료에 의하면
신발 수출액은 1990년 43억 7백만 불(US$), 국가 전체 수출액의 6.6%로 정점에 달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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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신발산업합리화 대책과 신발산업 종사자 수 변화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 보고서 및 전국 사업체 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4-5 | 신발산업합리화 대책과 신발산업의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 연감, 각 년도

한편 정부는 2000년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하나로 부산신발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1,136억원을 포함하여 총 1,840억원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은 노동집약산업인 신발산업을 지식집약산업으로 개편한
후 자체 브랜드에 의한 수출전략산업으로의 전환하고자 하였다(감사원, 2005). 그러나
감사원(2005)의 조사에 의하면 신발산업 진흥사업은 부산시 신발산업의 구조고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액과 수출액, 고용규모 모두 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추진과 관계없이 과거와 유사한 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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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부산 신발산업 진흥사업 사업목표 대비 실적 현황
생산액(억원)

수출액(억 달러)

고용(천명)

사업 전(1999년)

11,410

4.8

19.6

2003년 목표(A)

17,290

12

36

2002년 실적(B)

7,660

3.5

13.4

목표 대비 실적(A/B)

44.3%

29.2%

37.2%

자료: 감사원, 2005, 21쪽

신발산업 진흥사업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완제품에 대한 생산
지원 또는 하드웨어 구축 위주의 투자 등 사업방향 설정이 불합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감사원, 2005, 21-22쪽). 즉, 1990년대 들어 생산시설을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완제품 생산시설 확충사업은 지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실제
자금 배정은 이들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 집행실적도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동호(Shin Dong-ho, 2004, 93쪽)는 부산의 신발산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합리화정책과 전문화(지역산업진흥사업)정책은 부산 제조업의 침체를 1980년대
중반의 정점으로 되돌리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1990년 부산의 신발산업종사자는 17만 9천명에서 2001년에는 3만명으로 감소하여
적어도 고용에 관련하여서는 신발산업의 구조재편 정책은 산업쇠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4) 소결
부산 신발산업의 쇠퇴는 세계적 생산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국적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세계적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초국적기업에 의한 지역경제의 경로의존성(MacKinnon,
2012)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자 산업도시의 쇠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세계적
생산체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Weichselgartner와 Kelman(2015)의 지적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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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발산업의 쇠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가령 지역 내 기업 간의 과당경쟁, 노후화된 시설과 낮은 기술혁신역량 등은 무엇보다
우선 제기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 산발제조업체들이 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는가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생산체계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 브랜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부산의 신발산업은 그 생산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나 쉽게 대체가능한 부분에 불과하였을 수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산에 소재한 신발제조업체가 보유한 생산공정 상의 역량이었지 부산이라는 장소에
뿌리내린 자산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비교적 쉽게 부산 소재 기업의 입지를
세계적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 부산에 뿌리내린 일부 기능, 가령 시제품 생산 등과 같은
기능이 있었으나 이들이 부산신발산업의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제품생산과 대량생산의 공간적 분리를 통한 국제 분업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단순하게 볼 때 시제품생산 기능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루어진 단순생산기능 비해
상대적으로 고차적인 기능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산 신발산업의 사례는 세계적
생산네트워크 상의 위상이 지역산업의 성쇠와 무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속에서 지역기업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한계가 있었다. 주문자상표방식에
특화된 기업은 제품혁신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부산의 기업들은 초국적 기업의
요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적응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발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업가의 낙관적 인식이나 혁신역량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 또한 부산신발산업의 쇠퇴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부산 신발산업 생산체계의 특성이나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위한 국내 대기업의 노력 등을 볼 때 그러한 기업인들의 대처가
Grabher(1993)가 말한 ‘자신들만의 세계관’인지 또는 Bristow와 Healy(2015)가 말한
‘장기적 대응의 한계 속에서 나타난 단기적 적응’의 결과인지는 불명확하다. 물론
지역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었고, 이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하에 미래
지향적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차치하더라도 초국적 기업에 의해 고착된 생산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에 충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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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시 섬유산업의 쇠퇴와 지역의 대응
(1) 대구 섬유산업의 위상과 쇠퇴 진행 추이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저임의 우수한 기능인력,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 선진
섬유산업국 중저가 품목의 해외이전 등 내외적 요인에 의해 1991년에 세계 총 섬유수출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 지위에 있었다(유재선, 1994, 4-5쪽).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1980년대까지 대표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대구시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독보적으로, 1981년 대구 산업종사자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산업의 20.3%, 제조업의 52%에 달한다(표 4-5).
표 4-5 | 사업체 종사자에서 섬유산업 종사자의 비중 추이
섬유산업종사자

전산업 비중

제조업 비중

1981년

1986년

1991년 1981년 1986년 1991년 1981년 1986년 1991년

전국

451,503

445,323

455,849

6.8%

5.0%

4.0%

17.6%

13.5%

10.8%

대구

92,918

96,025

87,998

25.8%

20.3%

15.8%

52.0%

48.9%

41.4%

출처: 통계청, 총사업체조사, 각 년도

섬유산업 위기론은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볼 때
섬유산업의 쇠퇴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며, 특히 섬유쿼터의 폐지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송무호, 2005, 61쪽). 통계청의 총사업체 조사 등에 의하면 우리나라
섬유산업 종사자는 1991년 약 45만6천인에서 2006년에는 그 1/3 수준인 약 15만
5천인으로 감소하여 동 기간 중 약 30만인에 달하는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시의 섬유산업 종사자는 1987년 약 10만 8천인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6년
이후 현재까지 2만명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지역 제조업체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 2010년 16.3%, 2018년 13.4%로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섬유산업이 지역산업의 주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대구시 제조업 고용도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산업이 성장하면서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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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 대구 제조업 및 섬유산업 종사자 수 추이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각년도

(2) 대구 섬유산업의 쇠퇴 배경과 원인
□ 구조적 취약성
부산의 신발산업이 그러하듯이 대구 섬유산업의 쇠퇴 또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쇠퇴는 일차적으로는 교역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기본적으로는 풍부한 저임금의 숙련노동력에 의한
가격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이외에 다자간섬유협정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쿼터제도는 특정국가 간의 섬유수출물량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일정 물량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역할도 하였기 때문이다
(송무용, 2005, 61쪽).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국제경쟁력 약화와 무역환경 악화에 따라
성장이 둔화된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생산구조의 고도화 지연에
일차적 이유가 있다. 즉, 국내 섬유산업은 저임금노동력에 크게 의존하여 왔지만
1980년대의 높은 임금상승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도 지체되었다. 이에 비해 후발 개도국은
급속히 성장하여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기존 다자간 섬유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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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 우리나라의 섬유기업은 세계적 경쟁에 노출되면서 위기에 따지게 된다(신현종
외, 1993). 섬유산업 수출규모의 절대적 감소와 더불어 높은 경쟁으로 인한 수출 단가의
하락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표 4-6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수출 규모 및 단가 추이
구분

1990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19년

금액(백만불)

14,766

15,578

18,112

15,603

13,016

16,052

13,807

12,959

물량(천톤)

2,863

1,676

2,744

3,327

2,694

2,765

2,768

2,734

단가($/kg)

5.16

9.29

6.60

4.69

4.83

5.80

4.99

4.74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현황 http://www.kofoti.or.kr/textile/indstrPresent.do 재인용)

그러나 대구 섬유산업의 쇠퇴를 교역환경의 변화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구
섬유산업은 교역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이 받은 평균적 영향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현종 등(1993)은 당시 대구 섬유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생산구조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요구하는 고도화·
개성화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성, 수요구조면에서 중간소재를 중심으로 특정한
시장에 대한 지나친 수출 편중, 새로운 교역 자유화를 수용할 만한 정보력이나 국제적
감각 부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요구되는 동태적 고도화 노력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한 언론의 기사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당면한
대내·외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서울신문, 1993.4.19.).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인 홍콩시장의 경우 1달러당 12원 수준이었던 인민화폐가 지난해 7월 9원으로 절상되면서
현지 수입상사들이 우리 상품의 수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국내 염색가공물량 가운데 상당량이 클레임에 걸려 수입선
을 변경하고 있는데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국내업체끼리 덤핑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섬유산업의 위기에 당면하여 우리나라 섬유기업이 보인 가장 대표적인 대응책의
하나가 주요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라는 점은 이와 연관된다. 즉, 기술적 취약성을 가격
경쟁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곧 해외이전인 것이다. 섬유산업의 해외투자는 비용
절감을 주목적으로 추진하며, 직물제조업 합리화계획에서도 해외투자를 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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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2003년 발표한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섬유·의복산업은 최대 투자사유로 비용절감을 지적한 기업이 전체의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신발·가죽산업(비용절감 83.6%)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송무호, 2005, 59쪽 재인용). 이러한 결과 1980년대 0.5% 수준이던 섬유산업의 해외
현지투자 설립 건수(1980년부터의 누계기준)는 1994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법인의 6.4%까지 급증하게 된다(그림 4-7).
그림 4-7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2020.5.20. 접속

□ 기능적 취약성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구 섬유산업의 쇠퇴는 세계적 교역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0∼
1990년대 대구의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저렴한 인건비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기술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만이나 홍콩보다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서울신문, 1993.4.19.).
이러한 낮은 기술력에는 혁신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섬유산업의 여건변화에 대한 지역 및 기업체의 인식의 부재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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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다. 대구 섬유산업의 쇠퇴에 외부적 요인이 결정적인 것은 분명하나 이외에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구 섬유기업의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이와
연관된다. 신현종 등(1993, 208쪽)은 대구 섬유산업의 위기와 관련하여 대부분 과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공통적 과제이나 대구·경북지역이 특히 고려해야 할 자구 노력과
산업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서정교(1994)는 대구
섬유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구 특유의 의식구조 문제, 특히 세계화를 거부하는 지역업계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섬유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저해해 온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섬유업계에 종사하는 지역기업인들의 보수적
인 기질과 자구노력의 부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역의 업계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패션·디자인 산업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 섬유인들은 너무나 안일한 경영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국제화나 개방화의 물결이 들이 닥치면 마치 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가버린 양,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서정교, 1994, 4쪽).

이에서 나아가 조명래(Myung-Rae Cho, 2006, 185쪽)는 대구 섬유산업의 구조
개편과 관련한 연구에서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내에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저항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즉, 대구의 섬유기업과 생산자단체는 대구의
섬유산업이 직조나 염색 같은 중류 산업에 경쟁기반을 두고 있고, 그 분야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마케팅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기
과신이 새로운 혁신의 도입을 지연시키고 지역산업의 쇠퇴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3) 대구 섬유산업 쇠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 성과
대구의 섬유산업 육성 및 구조개편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1986년 상공부 공고 제86-38호로
직물제조업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고 그 합리화계획을 발표하였다. 합리화업종
지정은 1986년 7월 16일부터 1989년 6월 30일가지 3년간을 기한으로 하였으나, 그
후 수차례 연장을 거쳐 1997년 12월 31일까지 약 11년 5개월간 지속되었다.
직물제조업에 대한 합리화계획은 인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 해외 투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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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전업과 폐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가격경쟁력의 회복과
국내기업 간 과당경쟁의 방지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적하였듯이 직물제조업 합리화계획은 최초 3년간을 목표로 지정
되었으나 그 후 수차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어 1997년 말에 종료되었는데, 이에는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 연장 기한 완료 시점
(1992.6.30.)이 다가온 1992년 5월 6일 대구를 방문한 부총리 및 같은 날 대구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상공부 관계자가 합리화 업종 재지정이나 직기 등록제 존속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점(한국일보, 1992.05.07), 2차 연장을 하면서 정부는
공고문(상공부 공고 제1992-32호) 내에 “동 기간 종료 후에는 더 이상 추가연장은 하지
않음”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2차 연장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설명 없이 3차 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직물산업 합리화가 섬유산업 부활에 미친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구 섬유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합리화 대책의 하나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있었고, 그 이후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면 반드시 긍정적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합리화업종 지정이후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으로 인해
타 업종으로의 전업이 증가하였으나 이들 기업이 경험부족으로 부도에 처하는 상황이
빈번히 유발되었다는 점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문화일보, 1992.07.16).
합리화계획 종료 후인 1999년 정부는 ‘밀라노 프로젝트’로 칭해지는 지역산업진흥
사업을 추진하였다. 합리화계획이 자동화(성력화)와 시설과잉 방지에 주목적이 있었다면
‘밀라노 프로젝트’는 구조 개편과 고도화, 특히 섬유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패션디자인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섬유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안정 및
지원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춘근, 2010).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성과평가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각 연구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가령 이문희(2010, 32-33쪽)는 밀라노 프로젝트가
대구 섬유산업의 기반시설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지적한다. 이와 달리 2005년
이루어진 감사원의 대구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그 성과에 부정적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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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05, 12-13쪽)은 섬유산업 도시인 대구시에서 산업기반이 전혀 다른
패션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의 비현실성, 연구개발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기간 중 섬유산업 현황을 당초 계획과 비교해보면
생산액과 수출액이 모두 사업추진과 관계없이 과거와 유사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구 섬유산업의 고용이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감사원, 2005, 9-13쪽). 밀라노 프로젝트와 같이 장기적 구조개선을 추구하는 사업의
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추이를 살펴보아도
대구 섬유산업과 밀라노 프로젝트가 주목적으로 하였던 의류산업의 종사자 수는 사업
추진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4-7 | 대구 밀라노프로젝트의 사업목표 달성률
구분

생산액 (억원)

수출액 (억 달러)

고용 (천명)

사업초기(1999년)

49,890

15.8

51

2003년 목표

120,000

100

-

2002년 실적

43,810

12.5

46

출처: 감사원, 2005, 9쪽

그림 4-8 | 대구 섬유산업의 종사자 수 추이

출처: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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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 대구 의류산업의 종사자 수 추이

출처: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각년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구 섬유산업이 쇠퇴에서 벗어나고
구조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정부가 대구
섬유산업이나 부산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전국은행연합회는 섬유와 신발을 사양산업으로 분류하여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기업의 재정적 취약성을 심화시켰다(관계부처 합동, 2019.
06.26). 또한 밀라노 프로젝트는 사업별·기관별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주체간의 연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설계되었다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이문희, 2010). 한편 조명래(Myung-Rae Cho, 2006, 186쪽)는 대구의
섬유산업이 패션이나 디자인과 같이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부문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에는 대구 기업인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와 함께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도움을 요청하는 정치 의존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도 관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밀라노
프로젝트’ 등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존 기업인들이 반대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흥미롭게도 최근 정부는 합리화계획과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직물제조업 합리화 계획’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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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는데, 2019년 6월 관계부처 합동(2019.6.26.)으로 발표한 ‘섬유패션
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는 대규모 생산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국내 제조기반의
붕괴를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주요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서 나아가 정부는
과거의 섬유패션산업 육성 정책이 기술력 제고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편중하여 실질적
수혜자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미흡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 사례로 밀라노 프로젝트를
들고 있는데, 이에서는 대구·경북을 패션·디자인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아래
지역의 특장점인 화섬 등 직물산업과 무관한 패션·디자인 관련 인프라 구축에
치중함으로서 정부와 업계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기하였다고 적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9. 6. 26).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을 현재의 시각에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사원(2005)의 조사결과 등을 볼 때 대구 섬유산업의 재활성화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며 실현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대구 섬유산업 구조고도화에서 나타난 정치적 고착현상에 대한
조명래(Myung-Rae Cho, 2006)의 지적도 정치적 고착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이해
조정과 참여 유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대구 섬유산업의 쇠퇴는 부산 신발산업의 쇠퇴와 달리 소수 초국적 기업의 전략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무역체제의 개편과 일차적으로 관련된다. 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섬유업계는 국가별 쿼터라는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체계를
고수하였으며, 다자간섬유협정의 폐지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당시의 대구 섬유산업계는 세계화나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최고’라는 낙관적이면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고, 그 결과
세계적 구조변화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정부의 섬유산업 합리화 및 구조개편 정책도 세계적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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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는 미흡하였다. 다른 지역과 다른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년 이상 지속된
합리화 업종 지정 기간 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자동화와 성력화, 해외투자의 촉진, 신규
기업의 진입제한 등과 같은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정책방안들은 최근 우리나라 섬유 및 패션산업을 취약하게 만든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9. 6. 26). 최근 정부 지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나 무역체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짐
으로서 작게는 대구 섬유산업의 쇠퇴를 극복하고, 크게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데 미흡하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산 신발산업의 경우와도 유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집결하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도 소홀
하였다. 하향식의 정책설계 결과 지역의 역량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데 미흡하였으며,
심지어는 섬유산업 등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간극 또한
조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하였다.
한편, 대구 섬유산업이 패션산업보다 오히려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07)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구조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섬유산업은 패션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한 여러 지적에서 제기되었듯이 적어도
대구의 경우 이들 두 산업은 서로 다른 산업기반을 요구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기대보다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비해 최근의 대구 섬유산업은 산업용 섬유나
기계산업 등으로 진출을 통해 자동차산업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는 대구라는 특수성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다른 모든 지역의 섬유산업이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수년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전문화, 특히 연관다양성의 추구가 왜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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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제시 조선산업의 위기와 대응
1) 거제 조선산업의 위상과 추이
거제는 조선산업으로 특화된 대표적인 특정 산업 의존 지역이다. 2017년도 전국
사업체조사의 업종별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제조업 특화도를 보면 거제시는 울산 동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229개 시·군·구 중 특화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거제시는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지역산업취약요인을 적용할 경우 취약 요인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높은 특정 산업 의존도, 높은 대기업 의존도,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 노동력에 의존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집적지에 해당한다.
거제 조선산업의 고용은 201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거제 조선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준)의 종사자는 2014년
51,370인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14년보다
1만7천인이 감소한 34,327인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거제에 소재지를 두지
않은 조선소내의 협력사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거제 조선산업에서 발생한 고용감소는
이를 크게 초과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산업 종사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에서 나타나듯이 조선산업 경기는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거제 조선산업의 침체 또한 단일의 급격한 변화가 아닌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거제시 조선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고용의 증가가 거의 없다가 최근 일시적 증가 후 다시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 고용이 2010년 이후 단기적으로 급증하였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미 이 시기에는 거제시 조선산업이 본사의 직접고용보다는
거제시에 소재하지 않은 협력업체 중심의 고용체계를 확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경남도민일보,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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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거제 조선산업 종사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그림 4-11 | 우리나라 조선산업 종사자의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해 거제시가 받은 충격은 섬유산업 쇠퇴로 인해 대구가 받았던
충격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거제
조선산업의 쇠퇴를 대구의 섬유산업과 비교해보면 대구 섬유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른 부문의 성장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 자체는
증가하였던 대구에 비해 거제는 제조업의 대부분이 조선산업과 연계되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과 다른 제조업의 고용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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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거제시(좌) 및 울산시(우)의 조선산업과 그 외 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2000년 = 100)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대안적 산업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거제시의 총 취업자는 2015년 상반기 13만
9천인에서 2018년 상반기에는 12만인으로 약 1만 9천인 이상이 감소하였으며, 고용률도
67.1%에서 58.6%까지 감소하였다. 2018년 상반기 이후 취업자 수의 일부 증가세가
나타나나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제시가 체감하는
고용위기는 통계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연도인 2015년 105,744인(그중 조선업 76,098인)에서 2018년
72,667인으로 33,077인이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중 조선업 피보험자는 32,751인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99.0%를 차지한다. 2015년도 거제시의 인구가 255,828인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제시 대다수 가구가 조선업 침체의 영향에 직접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표 4-8 |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구분

피보험자 수

거제시
증감

증감율

피보험자 수

2010년
71,907
-2,645
-3.5
51,968
2011년
74,356
2,449
3.4
53,839
2012년
84,011
9,655
13
61,434
2013년
93,460
9,449
11.2
67,255
2014년
100,895
7,435
8
73,931
2015년
105,744
4,849
4.8
76,098
2016년
94,205
-11,539
-10.9
64,547
2017년
75,825
-18,380
-19.5
47,397
2018년
72,667
-3,158
-4.2
43,347
2019년
77,082
4,415
6
46,424
주: 2019년은 상반기까지 자료임
자료: 거제시청 (https://www.geoje.go.kr/stat/) 2020.5. 20 접속

조선업
증감
-2,422
1,871
7,595
5,821
6,676
2,167
-11,551
-17,150
-4,050
3,077

증감율
-4.5
3.6
14.1
9.5
9.9
2.9
-15.2
-26.6
-8.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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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제시 자료에서 유념해서 보아야 할 점은 지역 내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의
고용이 통계청의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사들이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중심으로 급속히 개편한데 따른 것으로 사내협력사 근로자 비중은
1995년 24.7%에서 2015년 66.8%로 증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6.30.). 즉,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의 협력사를 포함한 양대 조선소의 고용만 2015년 81,035인
에서 2019년에는 53,944인으로 약 2만7천인이 감소하여 앞서 통계청의 자료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4-9).
표 4-9 | 거제시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종사자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계
직영

협력사

계

대우조선해양
직영
협력사

65,554
69,033
74,673
81,035
73,678
50,839
47,512
53,944

24,493
25,104
26,440
26,905
22,618
19,951
19,297
18,809

41,061
43,929
48,233
54,130
51,060
30,888
28,215
35,135

36,399
38,874
40,018
44,069
35,050
27,692
26,927
26,183

12,799
13,023
13,701
13,540
11,137
10,144
9,797
9,461

23,600
25,851
26,317
30,529
23,913
17,548
17,130
16,722

계
29,155
30,159
34,655
36,966
38,628
23,147
20,585
27,761

삼성중공업
직영
협력사
11,694
12,081
12,739
13,365
11,481
9,807
9,500
9,348

17,461
18,078
21,916
23,601
27,147
13,340
11,085
18,413

자료: 거제시청 (https://www.geoje.go.kr/stat/) 2020.5. 20 접속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양대 조선소 직접 고용인원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협력사의 고용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대우해양조선의 협력사 종사자가
급감하였는데, 이는 해양플랜트사업에서 누적된 적자로 인해 다른 조선소보다 먼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2015.08.13.). 이는 그림
[그림 4-13]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인 강선제조업
보다 그 협력업체가 대부분인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에서 고용이 급감하고, 이외에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큰 폭의 고용감소가 있었다. 이는 이들 산업이
업종분류상 조선산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기설비 설치나 도장 등 실질적으로는
조선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외부화된 부문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대우해양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의 사례에서 그 협력업체들의 고용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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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거제시 주요 산업의 종사자 수 변화(2015∼2018년)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2015년 및 2018년

이러한 결과 경상남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던 곳으로 일컫어지던 거제시의 상가도
최근에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상가공실률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는
2010년대 중반 거의 0%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경남 평균
공실률을 넘어서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14%를 초과하고 있다(그림 4-14).
경남에서 가장 활황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던 거제시의 상가공실률이 경남 평균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거제의 지역경제가 받는 충격의 한 단면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4-14 | 거제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각 년도 각 분기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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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제 조선산업의 쇠퇴 배경과 원인
(1) 구조적 취약성
거제시는 그 도시성장에서부터 조선산업 집적지로 계획되었으며, 지역경제의 발전은
현재 양대 조선소인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성장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거제시의 지역경제는 이들 두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태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경제 대부분이 두 개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의 지역경제는 이들 대기업의 경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문제는 조선업이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겪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즉, 거제 조선업의 위기는 조선업의 주기적 경기변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도시의 위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연관된다. 그러나 친환경선박이나
LNG선 등 틈새수요의 증가로 인해 조선업의 불황기에 중소조선소와 대형조선소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았으며, 이 결과 조선업 집적지역이 위기에 빠지는 시기와 과정도
달라진다.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형조선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환율급등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호황기에 매입하였던 외환파생상품의
투자손실이 급증하면서 붕괴에 가까운 상황에 봉착하였다(양종서, 임종수, 2019,
12쪽).대형조선소 역시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었으나 LNG 선박과 해양
플랜트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일시적이나마 또 다른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수주 받은 해양플랜트 사업이 적자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곧 대규모
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귀결되었다. 해양플랜트 산업에서의 실패는 이와 관련한 기초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은 관련 전문가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해양플랜트는 가장 기저에 있는 유가 전쟁을 모르고 뛰어들면 안 된다. ∼(중략)∼조선 경기 악화로 대형 건조시
설이 놀게 되자 조선 3사가 해양플랜트를 본격적으로 수주하며 첫발을 뗐다. 하지만 기본 설계라는 핵심 기술
없이, 유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자재와 부품 국산화율은 극히 낮은 상태에서, 메이저 오일사들 전략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채 뛰어들어 지금 혹독한 수업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경남도민일보,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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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 거제시와 통영시 조선산업 종사자 추이로 본 지역산업의 위기 시점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동일한 조선산업 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생산체계인 거제시와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체계인 통영시 중 통영시가 더 빨리 위기에 당면한 것은 중소
조선업체로서는 새로운 틈새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관계된다. 이는 동일한
업종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지역이 유사한 충격에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점 및 대기업 중심의
지역생산체계가 위기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2) 기능적 취약성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거제시는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이나
기업 당 특허 수 등 기능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다. 물론 지역의 산업기반이나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 면면을 살펴보면 거제 조선산업이 취약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대규모 조선업체가 지역생산체계의 정점을 구성하고 있으며, 조선산업
관련 고등교육기관이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조선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센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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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집적하여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내 대부분의 산업 및 기술기반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의 조선 부문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그 외의
다른 발전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운 발전경로의 발굴은 대규모 조선사에
의해 가능할 뿐이며, 따라서 이들 대기업이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경로에 적응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지역 내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이 좌우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대기업의 해양플랜트 진출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 대규모 조선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진출하였던 해양플랜트는 지역의 기존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참여가 극히 어려운 분야이다. 2010년 당시 당시 해양플랜트산업의
국산화율은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발주처가 그 부품 납품업체까지 지정하는
산업특성상 당장의 시장진출에도 한계가 있었다(양종서, 임종수, 2019). 이러한 결과
대형 조선소들은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였으나 지역 내에 집적한
조선기자재산업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조선산업이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이라는 점으로 인해 지역내
기업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조선산업 위기극복 방안
연구에서 박창민(2018)은 조선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는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나, 조선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업체는 상대적으로 사업
다각화 추진비율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완전한 업종 전환은 기업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기업들은 조선산업을 완전한 사양산업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조선업의 위기가 결국은 극복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더라도 조선
산업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박창민, 2018, 225쪽).

3) 거제 조선산업 쇠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 성과
조선산업의 위기가 주기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
조선산업의 불황 중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80년대 후반에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상공부공고 제89-39호」로 조선산업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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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경기불황이 끝날 때까지 조선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
하는데 주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조선시설의 신·증설 억제와 저가 수주 및 과당경쟁의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조선산업 불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09.4.30). 이 방안은 한계·부실 조선사 구조조정, 우량 조선사 및 중소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선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불황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10월에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16.10.31.a)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6.10.31.b)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조선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조선사 부실의 주요 원인인 해양플랜트는 공급능력
축소와 함께 부족한 핵심 역량을 보완하고, 저가수주 방지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강도 자구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감축도 명시하고 있는데, 업체별
자구계획상 2015∼18년까지 직영인력 6.2만명을 4.2만명으로 32% 감축하며,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직영인력을 41%(2018년까지 5.5천명)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 등 조선산업 집적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감축의 기본 방향은 이 시기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조선업에서 시작된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등 조선연관업종 사업여건의 집중 개선 ② 조선업 보완 먹거리 발굴‧육성을
통해 조선연관업종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구조 개선 ③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제도 신규 도입 등이다.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서 특기할 것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도입을
명시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과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기대책은 금융‧세제, 신규수요창출,
고용안정 등 신속한 위기대응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질개선 대책은 사업재편․

제4장 산업도시의 산업위기 실태분석: 사례연구 ․ 123

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 구축 등 지역산업구조 다각화와 중장기 발전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으로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구조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보완산업은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의 산업 및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하여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10 |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 중 조선 보완산업 발굴·육성 관련 사항
구분

주요 계획 내용

규제프리존 연계형

시·도별 2개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중 조선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전후방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지원

고유자원 활용형

조선업 역량·인프라에 바다, 간척지 등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접목해 사업다각화
추진(거제·통영·고성 - 레저선박, 영암·목포 - 해상풍력, 군산 - 농·건설 기계)

주변산업 연계형

원전·화력발전소 등 주변의 발전플랜트산업 기반을 활용해 친환경플랜트, 발전용 설비
부품 분야로 조선기자재 진출 유도(울산 동구·울주 - 친환경 플랜트, 부산 강서·영도
-발전용 설비·부품)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10.31. b

거제의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 연구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보완산업의 설정에 있어 관련 기업의 참여 여부와 관련된다. 과연
조선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산업의 선정은 지역의 산업특성과 기업의 역량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때 관련기업의 참여 여부는 대책의 실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는 지원대책 수립 시기의 적절성이다. 통영시 등 중소조선업체 밀집지역은 세계금
융위기 이후 쇠퇴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정부가 대책을 발표
하였으나 본격적인 대책은 대규모 조선업체 집적지역이 위기에 도래하면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일부 중소조선업체 밀집지역은 되돌리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
인력감축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2016년에 감축규모가 발표되었으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년 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간적 간극이 좁히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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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거제시의 산업위기는 지역기업과 지역산업기반의 과도한 전문화와 조선산업경기의
주기적 변동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산업기반 전체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역사회의 구조가 조선산업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선산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
결과 지역 중소기업은 생산체계의 거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거나 사업을 다각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거제시의 사례는 동일한 산업생태계 내에서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따라 위기의
전파과정이나 그 영향이 상이함을 잘 보여준다. 이는 주로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외부화
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개개 기업의 경영전략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의 정책이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중심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플랜트사업으로 진출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주력기업의 생산체계 조정이 반드시 지역산업생태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력기업의 전략은 기존 산업
생태계를 뛰어넘어서도 가능한 반면에 주력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기존
산업생태계의 틀 내에서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연구나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이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거제시의 사례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지역 간에도 위기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거제시는 대규모 조선업체 중심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중소규모
조선업체로 구성된 통영과 같은 지역은 위기에 대한 감내력이 낮고, 새로운 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산업도시의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업종의
위기 못지않게 지역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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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시 운송기기산업의 쇠퇴와 대응
1) 군산 주력산업 규모와 쇠퇴 진행 추이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의 하나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2018년 현재 군산시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광·공업 종사자 비중은 22.1%로
나타난다. 이는 전국 평균 18.5% 및 전라북도의 16.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13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3년
29.3%에 달하였던 광·공업 종사자 비중은 2018년에는 22.1%로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도 2013년 29,893인에서 2018년 23,101명으로 6.792명이 감소하였다.
군산시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두 업종의 동시 쇠퇴에 따라
나타났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철수로 2017년부터 제조업 고용이 급감하였으며, 지역경제도 위기에 봉착하였다.
군산시의 제조업 고용은 2013년 29,842인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8년에는 23.1%
(6,882인)가 감소한 22,960인을 기록하였다. 2013∼2018년간 고용감소인원 6,882인
중 이들 두 업종의 고용감소가 75.2%를 차지한다. 다만, 거제의 사례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조선산업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내 파견형식의 고용자가 많아
상세한 고용감소인원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라북도의 조사에 의하면 사내
파견인력을 포함할 경우 조선업에서만 약 5천인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4-11).

표 4-11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전·후의 블록제작 및 조립 협력업체 현황
구분
가동 중단 이전
가동 중단 이후

업체수
85개 사
(사내 39, 1차 8, 2차 38)
18개 사
(1차 6, 2차 16)

출처: 전라북도, 2020,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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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주생산품

5,250

사내 인력파견 39, 블록 37, 도장 5,
소조립 3, 의장 1

230

블록 14, 도장 2, 소조립 1, 의장 1

이러한 결과 군산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이들 두 업종의 비중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2007년 군산시 제조업 고용의 31.9%를 차지한 후 조선산업 성장에
따라 2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15.0%로 급락했다. 조선산업은 2013년
군산 전체 제조업 고용의 8.3%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1% 이하로 감소하여 사실상
군산시에서 기반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아래 그림 4-16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두 산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군산의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중심 기업의
폐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급격한 고용감소를 단기간에 경험하고 있다.

그림 4-16 | 군산시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고용 추이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각년도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쇠퇴가 군산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산시와
호원대학교(2020)는 한국 지엠 군산공장의 전북 내 전후방 산업 근무 인원을 13,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조선소에서
5천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85개 협력업체의 고용 5,250명 중 95%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최대 가동 시기였던 2011년의 경우
군산시 수출의 52.5%, 전북 수출의 30.4%를 차지할 만큼 지역의 핵심 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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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또한 그동안 연간 인건비 규모가 1,975억 원, 가계 소비지출
규모 연간 약 600여억 원, 지방세 납부 규모 연간 약 50억 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쇠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군산시 인구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7).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산시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이후 제조업 고용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와 인구 증가는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인구와 제조업 종사자가 모두 전년도보다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7 | 군산시 인구 및 제조업 종사자 수의 전년 대비 변동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및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의하면 군산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라북도 평균이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 전북 평균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2분기에 급증하여 2019년 말에는 25%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중심기업의
폐쇄와 그로 인한 협력업체의 침체로 인해 지역 내 서비스업 또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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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 군산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각 년도 각 분기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

2) 군산 운송기기산업의 쇠퇴 배경과 원인
(1) 구조적 취약성
다른 산업도시와 달리 군산시의 산업단지는 특화 업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군산시 제조업의 주요 입지지역인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비교적
다양한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조선산업의 입지를 위해 개발한
거제시나 전자산업의 입지를 위해 개발한 구미시와 차이를 보인다. 군산시 지역산업의
위기는 대기업 공장의 폐쇄에 직접적 연관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는 그 자체의 직접적인 고용감축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폐업이나 역외 이전을 야기하였다. 문제는 이들 두 대기업이 폐쇄한 이유를
단순한 경기변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가령 자동차 산업의 고용 추이를 보면
울산과 전북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군산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비해 군산시에서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한국 지엠과 같이 승용차를 생산하는 울산의
고용규모도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지엠 군산 공장의 폐쇄를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의 경기변동을 통해 설명할 수 없으며, 군산시에서의 생산차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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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공간분업체계 내에서의 위상 등과 같은 맥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2018)은 군산시의 산업위기는 산업의 이탈에
따른 것으로 산업의 대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구미시나 집중산업이 쇠퇴한 거제시와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 4-19 | 군산과 울산, 전북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각 년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모두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분공장
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해당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고 대외 경쟁이 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는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반의 불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2018,
27-28쪽)이 지적하듯이 1차 조선업의 위기가 중소조선업체에 납품하는 부분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 2차 위기 국면에서는 고용조정이 대기업의
공간분업 위계구조 내 주변부부터 진행되었는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산조선소는 우리나라 대형조선소들이 일시적 호황을 누렸던 LNG선이나
해양플랜트가 아닌 전통적인 주종 선박인 벌크선과 유조선을 생산하던 곳이다. 이들
선종(船種)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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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의 해양플랜트산업 실패 이후 정부에 의한 조선업의
인위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설 가동 중단에 직면한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위의 거제시 사례에서 살펴본 바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는 지엠의 구조 재편 전략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2002년
지엠의 대우자동차 인수는 세계시장에서의 판매량 확대에 주목적이 있었다(한민수 외,
2019, 30-31쪽). 지엠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저렴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다른 아시아 시장과 유럽의 수출 거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Colias, 2018.
2.12.). 그러나 2009년 모기업의 파산 이후 지엠은 과거 판매량 중심의 전략에서
실질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전략, 즉 수익성을 위해 점유율을 포기하는 전략으로
개편하였다(정홍준 외, 2018, 16-19쪽). 이를 잘 보여주는 계획의 하나가 2013년 12월
5일 발표한 유럽에서의 브랜드 전략 강화 방안이다(GM Corporate, 2013.12.05.).
이 계획은 2016년부터 지엠은 유럽시장에서는 오펠(Opel) 및 복스홀(Vauxhall)
브랜드에 집중하고, 쉐보레(Chevrolet) 브랜드는 러시아 등 성장기회가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은 지엠이 축소를
결정한 유럽 수출 쉐보레(Chevrolet) 브랜드의 주 생산시설이다.
기업의 경영전략 개편은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의 개편으로 연결된다. 쉐보레의 유럽
철수 발표와 더불어 이후 지엠은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생산시
설을 철수한 반면(Eisenstein, 2019.12.16.), 중국에서는 생산시설 신설 등을 발표하
였다(GM Corporate, 2014.4.20.). 이 결과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었던 지엠의 글
로벌 생산 조직은 북·남미와 중국을 중심으로 축소되었다(정홍준 외, 2018, 19쪽).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세계시장에 대한
지엠의 전략과 밀접히 관계된다. 따라서 개별 국가나 지역정부의 노력을 통해 이를
수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한국지엠이 다른 사업장보다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지는
못하였다. 인건비 급증과 한국지엠이 주로 생산하는 차종의 수요 감소, 지엠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한국에서의 사업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막대한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White & Park, 2018.2.13.). 그러나 이러한 실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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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현철, 2018; 이영면, 2019).
황현일(2019, 158쪽)은 표면상으로 볼 때, 한국지엠 구조조정은 누적된 판매 부진과
부채 증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초국적기업의 모기업자회사의 관계라는 맥락 아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본사에서 발생한 위기가 기업의 전략개편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세계적의
펼쳐진 생산체계의 개편이 추진된 것이다.

(2) 기능적 취약성
제3장에서 수행한 취약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군산은 기술형 제조업의 비중이나
제조업체 1개사 당 특허등록, 지역내 대졸자 비중 등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지역의 산업기반시설 또한 특정 산업에 치중되기 보다는 비교적
다양한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전반의 지표가 기능적으로 취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운송기기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산업
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하였던 대규모 다국적·다공장 기업의 사업재편 전략이라는 점에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군산시의 산업위기는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군산에서 폐쇄된 2개소의
중심 대기업 공장은 다른 산업도시의 주력산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을 군산에서
조업한 후 일시에 철수하는 일종의 붐 타운(boom town)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심 기업이 군산에 입지한 역사가 짧고, 그 기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한 많은 분공장
중 하나에 불과하였기에 지엠과 현대중공업은 보다 쉽게 투자를 철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군산시 지역경제에서 보면 조선산업과 자동차(승용차)산업이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외부투자를 통해
성장하였기 때문에 군산의 기존 기업들은 이들 기업의 폐쇄 이후 보다 다양한 발전경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 물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초기에 협력업체들은
사업다각화 등 대안을 찾기보다는 불황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언론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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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그들은 언젠가는 현대중공업이 돌아오리라고 믿었으며, 특히 군산의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조선 기자재 인프라가 군산에서 사라지면 조선소가 돌아올 이유가 사라진다”며
군산시내 조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군산조선소 폐쇄가 장기화되고 그 종사자들이
흩어져 조선산업의 생태계가 해체되어 감에 따라 기존 기업들은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조선비즈, 2020.05.22.).
다만, 산업기반이 취약한 군산시에서 기업의 다각화 등 새로운 발전경로 모색이
가능하였던 것을 낮은 고착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일수록 산업전환에 용이하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사례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지역 내 관련기관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기업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박소영 등(2019)은 군산의 위기와 관련하여
지역산업이 취하고 있는 두가지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지엠
협력업체에서 대체 인증부품 시장 개척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사례이다. 기존에
지엠이라는 단일 대기업에 종속된 형태에서 벗어나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대기업
의존형 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부품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산에 소재한 전북 출연기관인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은
신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였다. 둘째는 조선산업의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연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다. 즉, 현대중공업의 협력사
중 일부 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업종전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존 조선업 기술과 연관된 분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3) 군산 운송기기산업 쇠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 성과
군산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위기의 도래 이전에
추진한 대책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을 통해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한 것이다. 둘째는 위기가 도래한 후 이루어진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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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영향을 받은 기업 및
실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연관된 것으로,
군산시에서의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전기차 기업 유치,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풍력발전산업으로의 업종전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정책은 아직까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군산의 산업위기
극복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강진(2020)은 군산 산업·
고용위기 2년을 맞이하여 나타난 일자리 변화를 진단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강진(2020)은 정부의 지원 등이 단기적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도움을 주었으나 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고용측면에서 보면 군산지역 조선·자동차 부문의
고용은 타 산업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고용수준이 일부 회복
되었으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는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 확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단기적 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지역고용의 양적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표 4-12).

표 4-12 | 군산시 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인)
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 외 산업
출처: 이강진, 2020,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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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8년

2019년

57,171
23,000
3,083
2,906
3,990
1,754
2,345
8,275
11,818

56,562
19,440
3,183
3,235
4,403
2,158
3,208
9,226
11,709

59,692
19,407
3,505
3,666
4,639
2,540
3,455
10,228
12,252

기간별 증감(인)
2016-18년 2018-19년 2016-19년
-609
-3,560
100
329
413
404
863
951
-109

3,130
-33
322
431
236
382
247
1,002
543

2,521
-3,593
422
760
649
786
1,110
1,953
434

물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산업전환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단기적
재정투입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기존 정책의 한계로 단언하기 어렵다.
군산은 지역 내 제조업의 중심이 되는 기업들의 유출, 폐쇄 등으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라 외부 충격을 지역 노동시장 내부에서 흡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서 노동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133쪽). 단기적 공공일자리
창출이 지역노동시장의 유지에 부분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를
부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산업전환의 지연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
에서의 인력 유출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유동훈과 강동우(2019,
16쪽)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지역 간 이동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로 군산을 떠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군산의 산업위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위기의 징후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의 문제이다.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해외의 연구(European Commission,
2012b; Eurofound, 2014)들이 ‘위기에 대한 사전예측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발생한 충격에 사전에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대기업(분공장)의 구조조정은 사전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다(Eurofound, 2014).
지엠의 경우 2013년 쉐보레의 유럽철수를 발표할 시점에 이미 한국에서의 생산에
대한 언급한 바 있었다. GM Authority(2013.12.13.)는 한국에서 생산 된 쉐보레가
더 이상 유럽으로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엠은 한국 생산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공장을 폐쇄 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엠의 생산시설 철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
(정홍준 외, 2018, 26쪽 참조)임을 고려할 때 이미 이 시점부터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비록 정부에서 기존 차종을 대체할 신차 배정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엠이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보조금을 요청하고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는 양보를 요구하는 경향(황현일, 2019, 183쪽)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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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 경우도 이미 2009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
하였고(기획재정부 외, 2009.4.30.),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군산시 조선산업 고용
보험 피보험자의 상당수가 울산광역시와 거제시로 이동(유동훈, 2019, 6쪽)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보다 면밀한 대처가 가능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지역경제에서 발생하는 파괴적 충격은 누적된
변화가 임계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발생하는 것(Martin & Sunley, 2015, 16쪽)으로
정부가 사전에 대처하기에 쉽지 않으며, 공장폐쇄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약할 수 있는
대안도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 구조조정의 징후는 지역에서 가장 잘 예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군산시의 산업위기 사례는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전 대응시스템의 구축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군산시는 조선을 시작으로, 완성차와 협력업체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까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고용은 물론 산업기반 전체가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 당면하였다. 군산은 승용차와 조선산업의 짧은 역사로 인해 그 산업생태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굳건하지 못하였으며, 군산시 산업기반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거제
등에 비해 특정 산업중심의 고착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군산 제조업의 성장이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입지와 더불어 진행
되었기에, 이들 두 기업의 공장 폐쇄는 지역산업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산업위기를 초래한 거대기업의 생산시설 폐쇄는 이들 두 시설 모두 기업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먼 곳에 위치한 분공장, 특히 생산품목 등에서 기능적으로
취약한 분공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들 두 시설의 폐쇄는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모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군산시 산업위기는

136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이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이는 초국적 기업의 공간분업체계
개편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공간분업체계 개편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리 많지 않다.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기를 유예할 수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대책은 아니다.
한편,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군산시 기업들은 전기차 분야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이들 기존 기업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군산의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돌파구 개척이 군산시 산업발전경로의 고도화로 까지 연결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발전경로의 위기에 따른 새로운 발전경로가 반드시
기능적으로 보다 상향된 발전경로로만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여건에 따라서는
수평적이거나 또는 하향된 발전경로의 채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Blažek et al, 2019).
군산의 새로운 발전경로가 상향식의 것이 될 것인지 또는 현상유지나 하향식의 것이
될지 여부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노력과 그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군산의 고용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나 고용 상태 등에서의 변화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지역과
지역 내 기업의 새로운 발전경로 모색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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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 전자산업의 쇠퇴와 대응
1) 구미 전자산업의 규모와 쇠퇴 진행 추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산업도시로서 구미의 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전자공업의 집중육성을 위하여 1969년 1월 28일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
하였다. 이 법에서는 상공부장관이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정부는 1970년 8월 24일는 청와대 수출확대회의에서 구미를 전자산업
단지로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류승한, 2009).
거제나 군산 등 다른 산업도시에 비해 구미시의 산업위기는 비교적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다. 2018년 현재 구미시 제조업 종사자 수는 89,744인이며, 그 중 전자산업 종사자는
전체의 43.2%인 38,744인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구미시 제조업 종사자가
최고점에 달하였던 2013년과 2018년의 종사자를 비교해보면 제조업 종사자는 약
12,089인이 감소하였으며, 전자산업의 종사자 수 감소는 이보다 미세하게 많은
12,323인에 달한다. 전자산업의 경우 종사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에 비하면
13,717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미시의 최근 제조업 종사자 감소는 거의
전부가 전자산업 종사자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0 | 구미시 인구 등의 전년 대비 증가 인원 추이

자료: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업체조사 각년도 및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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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조업 종사자 감소가 전자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발생함에 따라 구미 제조업
고용에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2007년 57.1%에서 2018년에는
43.2%로 하락하였다. 전자산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는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는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표 4-13 | 구미시 전자산업 주요 부문별 종사자 수 추이
구분
년도

반도체 제조업

2007
4,197
2008
4,681
2009
4,751
2010
5,243
2011
5,208
2012
5,692
2013
5,604
2014
5,783
2015
5,176
2016
5,066
2017
5,200
2018
6,266
자료: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 각년도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18,771
19,674
19,020
22,061
24,154
24,165
23,550
23,103
22,249
20,636
18,646
15,666

1,137
3,483
3,496
3,353
3,188
600
418
707
461
871
704
405

20,833
16,493
15,578
17,652
18,259
19,698
20,164
20,000
18,570
15,942
18,430
14,560

4,694
3,501
2,914
3,568
1,652
1,319
1,329
1,463
2,096
2,141
1,899
1,845

그림 4-21 | 구미시 전자산업과 그 외 제조업 고용자의 전년 대비 증가률 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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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업경제의 쇠퇴는 단기간의 급격한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1]은 구미시 전자산업과 그 외
제조업의 전년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2010년 이후 전자산업이 지속적인
고용 감소를 보임에 비해 그 외 제조업은 고용의 변화가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구미시에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할 때 전자산업의 침체가 다른
제조업에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전자산업의 쇠퇴는 지역노동시장이나 지역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 구미전자공고 졸업생들은 불과 4∼5년 전만 해도 대부분 구미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취업했으나 2018년 2월 졸업생(263명)의 절반이 넘는 59%가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구미에는 12% 정도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일보, 2018.
11.01.). 또한 포항 등과 더불어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7년 중반부터 경상북도 평균을 계속 상회하고 있어 도시경제
전반의 침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2 | 구미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각 년도 각 분기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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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미 전자산업의 쇠퇴 배경과 원인
(1) 구조적 취약성
구미시는 대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제3장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를 보면 구미시는 울산 동구, 거제, 광양, 화성시에 이어 대기업 거래 집중도가
높은 도시로 나타난다. 또 대기업 및 1차 벤더 거래집중도는 울산 동구, 광양, 포항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의 전문화 수준 역시 제조업 규모가 유사한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통계적으로 본다면 구미시는 구조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표 4-14 | 구미시 제조업 중 종사자 수 1천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 추이
년도
2000년
2010년
2018년

구분

전체 사업체
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 1천인 이상 사업체
업체당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 비중

제 조 업

2168

75298

34.7

14

25010

33.21%

전자산업

275

31957

116.2

10

19425

60.78%

제 조 업

2791

92695

33.2

12

35847

38.67%

전자산업

385

51886

134.8

10

33755

65.06%

제 조 업

4688

89744

19.1

9

25758

28.70%

전자산업

624

38744

62.1

6

22414

57.85%

자료: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각 년도

구미시는 전형적인 특정 대기업 의존형 도시로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극소수 대기업이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표 4-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미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종사자 수 1천인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현재 28.7%이며, 전자산업의 경우 57.9%에 달한다. 즉, 전자산업의 경우 6개 대기업이
전체의 60% 가까운 고용을 점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기업의 투자행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로, 이들은 그 자체의 고용규모면에서나 다른 기업과의 물자연계
측면에서 구미 지역산업생태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남기찬 등(2017, 22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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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사업체 중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1차 및 2차 납품업체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한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1차 납품업체와 2차 납품업체의 네트워크가 첨예한 클러스터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4-23 |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구미시내 1차·2차 납품업체 네트워크 분석

주: 2016년 기준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DB의 거래망 정보 분석결과임
출처: 남기찬 외, 2017, 22쪽

그동안 구미시 산업의 성장에는 이러한 특화·집중된 구조가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구조는 지역경제 안정적 성장에 있어 취약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고도로 전문화된 지역산업구조와 이에 잘 맞추어진 지역환경은 호황기에는 지역의
장점으로 작용하나 불황기나 구조 재편기에는 지역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기찬 등(2017)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특정기업에 강하게 의존해있는 공급사슬은 대기업의 역외이출에 따라 막대한 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 특정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구조 역시 해당제품의 시장조건이나 기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급격한 구조조정 압력을
야기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자부품·디스플레이 등 구미시가 특화해있는 제품의 경기가 여전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 산업국의 기술추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미시는 필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의 기로에 머잖아 당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남기찬 등, 2017, 26쪽).

구미시 산업의 쇠퇴는 이러한 특화·집중된 지역산업구조에서 핵심 대기업이 역외
이전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구미 전자산업의 쇠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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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핵심인 모바일·디스플레이 대기업이 해외나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협력업체들이 동반 이전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영남일보,
2018.12.03). 구미에 소재한 기업 또한 현재 지역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대기업의
역외이전에 따른 하청 축소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이철우·전지혜, 2018, 610쪽).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2007년 삼성전자가 건설 중이던 구미기술센터 건립을
중단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구미기술센터를 건립하여 구미사업장을
휴대전화 제조·개발의 메카로 유지하고, 중국공장 등은 신흥시장 공략거점으로 차별화
한다는 계획을 2007년 발표하였다. 그러나 총 수출액의 63%를 차지하는 LCD·휴대폰·
모니터 등 전자제품 수출 감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다(영남일보, 2018.07.30.). LG의
경우 수출·생산 물량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 인력을 수도권에 배치하였으며, 삼성전자
구미사업장도 상당수 인력을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하였다.
해외이전의 경우 해외 경쟁사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초기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후반 휴대전화 세계 1위이던 노키아가 동남아에서
3만원대 저가 무선전화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구미)에 생산해서는 아무리 낮게
해도 원가를 12만원 아래로 낮출 수 없었기 때문에 삼성의 베트남 이전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다(매일신문, 2012.12.24). 더욱이 삼성의 베트남 투자에는 구미에 소재한 협력
업체 중 50여 업체가 동반하여 이전함으로서 구미의 전자산업기반이 약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매일신문, 2012.12.24).

(2) 기능적 취약성과 도시기반의 취약성
2009년 LG와 삼성은 구미 소재 연구개발 인력 일부의 수도권 이전을 발표한다.
당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LG전자는 조직 효율성을 위해 구미사업장의 TV R&D 인력
150여명을 디지털미디어 기기를 생산하는 평택사업장으로 이동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삼성전자 역시 유사기능의 조직 통폐합 차원에서 구미사업장 일부 R&D 인력을
수원사업장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일신문, 2009.02.13). 연구개발
인력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들을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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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신 인력들이 정주여건이 열악한 구미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개발도상국의 성장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치열해 지고 있어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구미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연구개발은 장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수도권으로, 단순생산시설은 저렴한 생산이 가능한
동남아시아국가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업의 주장인 것이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 전자산업의 국내 투자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이 구미 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영남일보, 2018.07.25.). 또한, 2017년 9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주요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투자지역에서 구미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도권 입지는 2010년대 후반 삼성전자(평택)과 SK하이닉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 발표로 정점에 달한다.
표 4-15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투자계획
업체명

투자기간

투자금액

∼ 2021

21.4조원

SK하이닉스

∼ 2024

15.5조원

LG디스플레이

∼ 2020

15조원

삼성전자

지역
평택, 화성, 아산 등

투자 내용
메모리, OLED

청주

NAND

파주, 구미

OLED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9.15.

정부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구미시에 소재한 연구개발인력의
이전이나 전자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구미시와 시민은 구미 경제의
저성장이 삼성과 LG의 공간적 투자전략 변화에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그 이면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LG의 기능 축소에 대해
지역에서는 정치적 접근을 통한 반대에 나섰으며, 구미 시민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이슈화를 통해 이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며(중앙일보,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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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 또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물론 수도권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대구일보, 2019-12-16).
그러나 대규모 다국적 기업인 삼성과 LG의 공간재편전략을 철회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첨단기술은 첨단인력을 필요로 하며, 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대기업의
논리를 극복하기에 한계를 보인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구미가 전자산업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이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매일신문, 2010.02.16.)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아직 큰 성과는 없으며, 최근
까지도 지역 기업은 이를 구미시의 주요한 약점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이철우 외,
2018, 42-44쪽).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미의 전자산업 쇠퇴는 기능적 취약성과 도시기반의 취약성이
상호연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 기능적 취약성이라는 점 그 자체에만 한정하여
보면 구미의 여건은 그리 나쁘지 않으며, 제3장의 분석에 사용된 지표를 사용하여
구미시의 기능적 취약성을 볼 때도 그렇다. 특히 구미시는 전자산업의 중심지로서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내에는 여전히 많은 연구개발기능이 집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구미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새로운 발전경로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24 | 구미시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업체 수 추이

자료: 구미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0-2-1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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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가 당면한 위기와 관련하여 사업영역의 다각화가 필요하고, 탄탄한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착근시켜야 한다는 지적(영남일보, 2018.12.03)은 구미에
축적된 이러한 역량에 기초한 것이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다각화나 사업전환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여야 한다는 위험성 때문에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앞서 대구 섬유산업의 사례에서 정부의 업종전환 유도 등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태되는 사례를 본 바 있으며,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조선 3사의 해양플랜트산업 진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성철 등(2018a)의 연구는 구미에서 몇몇 유의미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보다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표 4-16 | 구미시 소재 기업의 업종 전환 사례
구분

업종 전환 동향

D사

구미시 전자업종 중견업체에서 금형설계전문가로 15년 이상 종사하다가 2014년 구미창업보육센터에
서 창업. 처음에는 금형설계 하드웨어를 제작하다가 구미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수요가 70% 이상
급감해 현재는 구미금오공과 대학생들을 채용해서 융복합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종으로 전환
한 상태임

H사

대우그룹, 오리온전기 등에서 근무하다가 중소기업 송거래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산업용 소재개발·기능
성 테이프 제조업으로 창업. 그러나 소재 제조업이 지난 몇 년 급격히 쇠락하면서 2년 전 전기자동차
시스템개발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상태. 핵심부품만 제조하고 인버터, 충전기 등 나머지는 기성제품을
구입한 뒤 약간의 개량을 거쳐 사용

T사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의 경력을 살려 연구원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스핀오프 창업형태로
사업 개시. 처음에는 대전에서 창업했다가 2015년에 구미창업보육센터로 입주. 초고속망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으나, 점차 업종전환을 진행해 산업용·웨어러블카메라 제조업종에 무게를 싣고 있음

출처: 조성철 외, 2018a, 268-269쪽

3) 구미 전자산업 쇠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 성과
구미시는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구미시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구미의 재도약을 도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매일신문, 2018.10.02.). 경상북도는 전자산업 중심의 구미 제조업 기반에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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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등 국책사업을 통해 구미를 국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구미 금오테크노밸리를 5G테스트베드와 홀로그램,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등 국책사업 추진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구미 1 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중심의 스마트 의료기기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구미산업단지를 스마트제조단지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협력하여 탄소복합재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도레이의 투자 등을 통해 일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경상북도
보도자료, 2016.11.11.).
구미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구미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지자체를 중심
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노력이 실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계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기업의 역량과 전략을 반영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구미는 하향식의 유망산업 선정과 관련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2003년 구미는
LG필립스LCD의 입지가 파주로 결정됨에 따라 구미의 미래를 담당할 주요 사업의 하나로
PDP에 관심을 가진바 있으며, 전문가들도 구미에서 PDP 산업의 집적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전자신문, 2003.09.03).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년이 경과한 2008년 당시 언론 기사에서는 PDP 모듈 생산업체들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및 수요감소로 사업 철수나 생산라인 가동 중단 상태에 있음을 지적(아주경제,
2008.12.09)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PDP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지적(한국경제,
2014.01.21.)도 제기되었다. 구미의 미래를 담당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분야가 불과
10년만에 종말을 고하는 분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던 한정된 재정자원의 잘못된 투자를 야기한다. 앞서 살펴본 다른 산업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의 확고한 비전과
추진의지보다는 지역 기업의 역량과 지역산업생태계의 특성에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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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비록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구미시의 고용변화는 구미시의 주축
산업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중요한 위기가 감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
전자산업의 위기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는 삼성과 LG라는 두 핵심기업의 지역
내 기능축소와 밀접히 연관된다. 그들은 연구개발 기능은 수도권으로, 단순생산기능은
해외로 재편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부산신발산업의 쇠퇴과정에 나타난
나이키(NIKE)의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비록 그 세부내용은 다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구미는 부산의
신발산업 등 다른 지역의 사례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미 구미시의 업종
업종특성이 사업전환이나 다각화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구미시는 전자산업 도시라는 오랜 산업발전의 경험 속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여 왔으며, 지역산업계에 축적된 이러한 경험은 구미가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구미 역시 정치적 고착이나 하향식의 신산업 선정 등과 같은 오류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새로운 경로모색 과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신규 국책사업이나 대기업의 유치 못지않게 지역
내에서 발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분위기를 배양하고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의 사례는 도시기반, 특히 우수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정주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구미시가 추구하는 첨단기술산업은 고급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구미시 내에서 업종전환을 추구하는 기존 기업이나
창업기업이 구미시내에 정착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인력양성
기반 못지않게 지역 내에서 육성한 인재나 다른 지역의 인재가 모두 살고 싶어 하는
우수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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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도시 쇠퇴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3장에서 우리는 산업도시의 취약성을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 도시기반의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5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그들
산업의 쇠퇴원인을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역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5개의 사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산업의 쇠퇴원인은 통계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것보다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지역 내에서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
및 도시기반 취약성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일의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도시의 쇠퇴원인을 단순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개입은 이러한 복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률적
정책수단보다는 지역쇠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산업위기를 장기적 침체와 단기적 급격한 침체로 구분해보면 장기적 침체는
산업구조적 영향이나 시장특성 등 여러 영향을 받는다. 가령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시장
의존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기능적으로 취약한 단순생산 기능이 집적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성장가능성이 취약할 뿐 아니라 산업구조나 기술변화에 따라 점진적, 장기적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우리나라 도시의 산업성장 추이를 보면 산업위기로
알려진 지역보다 더 많은 제조업의 침체를 장기적으로 경험한 지역들이 있다. 그러나
그 침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다른 업종의 성장이나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간 내에 급격한 침체를 경험하는 지역인데, 이들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정책적 개입으로 그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지역은 대기업이나 지역 등 특정 시장 의존도가 높고, 산업의
다양성이 낮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정 대기업이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성장전략이나 세계적 경쟁 심화에 따라 쉽게 충격에 빠지기 쉬운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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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이 단순생산이나 단순인력에 의존하는 기능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을 때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산업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대기업의 전체
생산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구미의 경우나 군산의 경우
중심 대기업의 침체가 지역으로 파급되었다기보다는 중심 대기업의 전략변화에 따라
지역이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지역산업과 그 기반에 대한 전략이 유연성과 다양성 및 회복력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의 관계라는 점에서 본다면 전체로서 지역의 기반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특정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 기능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중요한 침체를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능적 취약성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의존하는 대기업이 기능적으로 취약한 경우와 지역산업 전반이 기능적으로 취약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역산업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특정 대기업이 세계적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을 경우 지역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군산이나 구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산업의 발전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산업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의 발전전략에 따라 그 공간분업구조는
언제든지 재편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특정 대기업이 기능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의 기능적 역량과 관계없이 산업도시는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역량이 높을 경우 대기업에 의존하던 기업 개개의 노력에 따라
비록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가능할 것이다.
산업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특히 인위적으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은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시에서 추진한
패션산업의 육성이나 구미시의 대체산업 육성은 중앙정부의 노력이전에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추진된 것이다. 즉, 지역의 여건과 역량을 반영한 대안적 발전경로의 모색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모두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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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뿌리를 둔 상향식 접근이 정부 단위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대안적 발전경로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역의 기업단위나 지역 산학연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 장에서의 사례연구는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향후 연구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산업도시의 특정 업종 의존도나 다양성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보다 클러스터의 관점이나 실질적 거래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군산이나 구미의 사례는 산업의 쇠퇴로 인해 지역이 받는
충격은 통계적 업종분류에 따른 것보다는 거래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를 일차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정책적 대안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가 동일할 지라도 대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와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 거제 조선산업의 사례에서 제시하였듯이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거제시 조선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통영시의 조선산업은 위기가
도래하는 시기나 쇠퇴의 속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접근이 지역의 특성에 보다 깊은 뿌리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기법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적어도 조선산업에 관한한 산업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외부화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인력
운용 전략의 결과로 보인다. 지역산업쇠퇴의 영향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산업쇠퇴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총량적 접근보다는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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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추진과제

이 장에서는 앞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
안하고 있다. 먼저 기존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 보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방안의 제시는 장기적 기본방향과 단기적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서 이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 기존 제도의 검토
1) 산업합리화대책과 고용조정지원대책
(1) 제도 현황
산업위기 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사용된 최초의 제도는 산업합리화대책이다.
합리화대책은 1960년대 후반 무역자유화 시행품목 심의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국가기록원, 2015, 96-100쪽). 원래의 목적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합리화대책 그 자체가 전적으로 특정
지역산업의 위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물제조업 합리화나 신발산업 합리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책으로 대구나
부산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특정 지역산업을 대상으로도 해당 정책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상공부에서 1986년 발표한 ‘직물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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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계획’(상공부 공고 제86-38호, 1986.07.16.)
에서는 직물제조업의 합리화를 위해 섬유기술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공통 애로기술
타개, 대구·경북 연사직물생산협력협회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즉, 특정 지역을 계획에 명기하지 않고 있으나 직물
제조업이나 신발산업의 산업기반이 대구와 부산에 집중된 결과 실질적으로는
지역산업대책의 일환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합리화업종의 지정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한
전통적 목적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산업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 등은 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들 산업이 집적한 대구시와 부산시에서 정부에 산업합리화업종의 지정을
요청하였다.
합리화업종의 지정은 공업발전법(법률 제3806호 1986년 시행, 1999년 폐지)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으며, 동법 제5조에 그 지정요건을 명기하고 있다. 즉, 공업발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공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그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합리화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요건은 첫째, 공업기술의 향상
이나 설비의 개선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현저히 증진할 수 있는 경우 둘째,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효과 또는 부가가치증대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셋째, 생산 및 경영활동에
있어 사업자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사업자의 경영규모·생산규모 또는
생산방법의 부적당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공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한
산업합리화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합리화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1994년 특정 업종에 대한 고용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고용조정지원은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지로 인하여 고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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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휴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4643호, 시행 1994.7.1.)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26호, 시행 1994.7.16.)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서는 지원 대상 업종과 지역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①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지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②
제1호의 업종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당해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안의 근로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구직자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고용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 조정
지원제도는 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특정산업이 집적한 지역에 대해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의 고용위기지역과 유사한 운영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고용위기지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제도 운영의 성과
제도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합리화대책은 산업위기로 인한 고용문제나
지역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합리화업종은 국제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거나 약화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제도 도입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용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기 때문에 자동화(성력화) 기기의 도입 및 설비과잉의 방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유사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적 목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산업합리화대책은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그 지원 조건으로 자동화나
성력화(省力化) 기기의 도입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영세기업은 지원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산업위기의 주원인이 과잉투자에 따른 과당경쟁에 있다고 보고 합리화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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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신규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가령 대구 섬유산업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직기에 대한 신규투자가 제한되었다. 또 신발산업의 경우 1992년
합리화 내용으로 전년도 당해업종 임금상승률의 1/2 이내에서 임금을 인상하고 그
이후에도 합리화업종 지정기간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규정(상공부 공고
제1992-9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대구의 섬유산업과 부산의 신발산업 사례는 합리화업종
지정이 산업의 부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신설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혁신적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그 지정에 있어 정치적 요소 등이 작용하고, 하향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기업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금융은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정치적 노력으로 지정하였으나 실제 기업이 이용은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보다 심각한 것은 산업합리화대책이
단기적 대책에 집중함으로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2015, 102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업합리화는 시행 당시 긴급한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고, 다수의 단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져온 결정적 요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역간
불형평성 논란을 가져왔고 결국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시켰으며, 그 결과 효율성의 장기 정체와
국민 부담을 늘렸다는 점이 인정된다. 한국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고도성장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큰 비용을 지불하여 왔는데 그 비용 중 한 부분이 바로 산업합리화였던 것이다(국가기록원, 2015, 102쪽).

고용조정 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그 제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황 시 발생하는
실직자나 휴직자에 대한 단기 대책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특정 산업이 집적된 지역의
고용지원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도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1995년 노동부 고시 제1995-20호로 신발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이래 1997년에는 75개 세세분류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지정(노동부고시
1997-37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에는 어업, 광업, 제조업
등등 포괄적으로 지정(노동부고시 제1998-13호)하여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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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1)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8의2).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후발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 및 해운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함에
따라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하나로 검토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은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 등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와 함께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 지역의 휴․폐업
업체 수 증가율, 지역의 전력사용량 감소율, 지역 내 부동산 가격 변화 등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정도’를 근거로 지정하고 있다.
표 5-1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현황
지역
군산시
울산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해남군

지정 기간

근거

2018.04.05.-2020.04.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2020.04.04.-2022.04.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73호

2018.05.29.-2019.05.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36호

2019.05.29.-2021.05.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71호

비고
연장

연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 공고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8년 4월 전라북도 군산에 최초 지정되었으며, 이후
2018년 5월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목포․영암․해남, 경상남도의 창원 진해, 거제,
통영․고성 등 5개 지구에 지정되어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크게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유동성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제5장 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추진과제 ․ 159

주지하듯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부분 단기대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위기에 빠진 지역의 기업과 시민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제도 그 자체가 단기적 대응책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체질개선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경쟁력 제고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및 적용 대상

∙울산지역에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미래자동차 고안전·고신뢰성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차량부품개발로 자동차부품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종합안전시험장
∙대상 : 산업위기지역내(울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미래자동차 핵심부품인 구동시스템, 배터리 시스템, 전기구동 섀시융합부품의 기술개발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지원을 통한 지역 자동차 산업위기 극복
핵심부품개발
∙대상: 산업위기지역 내(경남)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승용차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특장차산업
산업위기지역 친환경
분야의 특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전북 자동차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견인
고기능 상용차 특장차
∙대상 : 산업위기지역내(전북 군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상용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및 일자리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창출 기반 마련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상 : 전북 군산 지역내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상용차의 자율(군집)주행 기술의 실증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상용차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특성에 부합한 고속주행․자율(군집)주행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 베드구축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대상 : 새만금지역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대응지역(전북 군산, 전남영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
목포·해남, 울산, 경남)의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기업 대상 일관지원체계구축 및 지원
센터운영사업
∙대상 : 위기대응지역(전북, 전남, 울산, 경남) 테크노파크
자료: 산업기술진흥원, 2019, 취합 재정리

(2)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호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0호).
지역고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은 2001년 대우자동차 인천부평공장 전직희망
센터에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경기도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13년 경남 통영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4-5쪽).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2014년부터이며, 최근 조선업 위기 심화에
따라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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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황
지역

지정 기간

근거

2018. 5. 4. 〜 2019. 5. 3
목포시·영암군

2019. 5. 4. ~ 2020. 5. 3.
2020.05.04.-2020.12.31

,
,

,
,

2018. 4. 5. 〜 2019. 4. 4.
,

2019. 4. 5. ~ 2020. 4. 4.
2020.04.05.-2020.12.31

2018-36
2018-105
2019–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3호
2018-29
2018–104
2019–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2호

비고
개정

개정

자료: 고용노동부, 각 고시문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율, 피보험자수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모두 만족하거나, 피보험자수의 급격한 감소 또는 폐업계획발표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고용부는 2018년 4월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선산업을 기존의 고용조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휴직자 및
실직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에 대하여 6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 실업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실업자 전직 및 창업지원 등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4월에 발표된 지원대책에서는 생활안전망 확충을 통한 생계불안
해소 및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실직기간 최소화를 목표로
고용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지원이 시급한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노동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을 위한 생계부담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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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운영의 성과
산업위기대응지역 및 고용위기대응지역은 본질적으로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산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는 장기적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적 충격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즉, 제도의 도입과 운영 기간이 짧고 추진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단기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군산의 사례 등에 의하면 당면한 실업문제 등에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만 공공부문 주도의 단기 일자리라는 한계는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군산시·호원대학교, 2020; 이강진, 202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사업은 지역의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산업기반 구축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의 다수는 테스트베드 등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역 내 기존 기업의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이 필요할
ㄱ서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장기적인 체질개선사업의 다수는 지역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 기업의 참여 가능성 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역량과 지역산업생태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산업계가
따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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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
1) 정책의 기본방향
(1) 산업도시별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정부와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도시의 쇠퇴는 특정한 단일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비록 대기업의 경영전략과 이에 따른 공간재편전략이 산업
도시의 쇠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산업도시의 쇠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지역의 혁신역량을 통해 산업도시의 쇠퇴를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OECD(2019)가 지적하듯이 특정 대기업이 지배적 위치에서 있는 산업도시에서는
그 업종에 관계없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은 지역발전수준에 따라 다르며, 지역산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또, 동일한 업종이어도 통영과 거제 및 군산처럼 지역산업생태계의 성격이나
광범위한 공간분업체계에서 지역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서 위기의 도래 방식과
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달라진다.
산업도시 위기에 내재된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단일의 기준을 통해 산업도시의
쇠퇴와 재활성화에 접근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계가 주도하여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책 마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활동의 일차적 주체는 기업이며,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주체 또한 기업이다. 따라서 지역기업 등
경제계가 중심이 되는 대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도시가 당면한 위기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노후화된 산업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산업도시 내 기업은 자신들만의 세계관(Grabher, 1993) 속에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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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를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쇠퇴를 경험한 서구의 많은 산업도시가
그러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살펴본 부산의 신발산업이나 대구 섬유산업 및 조선산업
도시의 기업들 또한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직에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나 산업진흥기관, 지역 외의
관련분야 연구기관이나 산업단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산업단체가 반드시 환경변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정산업에 고착이 심화된 지역에서는 지역의 제도나 기관 또한
주력산업의 수요에 맞도록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산업전환을 위한 지역 협의조직이 대외적으로는 개방성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는 협력적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발전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확인하고, 협업과정에서 수립된 대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미래의 먹거리나 새로운 지역발전경로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이다. 대구 섬유산업의 대안으로
패션산업, 조선산업 밀집지역의 보완 산업육성 방안, 구미의 미래 산업으로서 PDP
산업 추진사례 등에서 지적하였듯이 미래의 발전경로를 발굴함에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결코 대학이나 다른 산업진흥기관을 앞지를 수 없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업종선정은 국가 주도 산업화시기에는 성공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성공의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구조 전환도
대부분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기존 산업공공재나 개인의 역량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는 산업전환 노력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미에서의 제조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성철 등(2018a)의 연구나 군산에 대한 박소영 등(2019)의 연구는
기업주도의 업종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럽의 스마트전문화 전략에서 연관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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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새롭게 육성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 저변을 확대하고, 기존 지역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Trippl & Otto, 2009, 1221쪽).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하는 완전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할
경우에도 신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과 기존 노동력 간의 부정합이라는 문제를
수반한다(Guidoum et al, 2010, 16-17쪽). 연관분야로의 다각화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연관분야로의 다각화라 할지라도 개개의 기업은
스스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이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역량과 연계된 성장 잠재력 높은 분야를 확인하고 관련 기반을 구축하며, 해당
분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는 개별기업의 노력을 집단화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지역의 현실에 바탕을
둔 대책을 위해서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주도가 중요하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는
산업도시의 위기 극복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비현실적이다. 산업도시의 쇠퇴는
지역의 내부자원만으로는 외부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Koutský et al., 2011, 167쪽).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달리 중앙정부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산업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수단
또한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새로운 발전경로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지원이나 지식기반에 대한 투자, 산학연 연계협력 등은 기존
산업도시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수단들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산업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발전경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한 학습과정이
중요하다(Trippl & Otto, 2009, 1222쪽).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지방자치
단체에 결여된 재원과 자원의 투입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경로 창출을
위한 정책적 학습기회의 부여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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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과 고용 및 사회부문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산업도시의 위기는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 및 도시기반의 취약성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산업도시의 쇠퇴는 하나의 주요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순환적 인과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로서 지역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교육과 인력양성, 인재의 정착을 위한 지역의 정주기반 등은 산업도시의
쇠퇴나 재활성화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핵심적 요인이다. 또 일단 발생한 산업위기는
지역 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Eurofound(2014, 72쪽)는 지역차원에서 볼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기업, 노동자, 인구 및 제도적 행위자)
이나 그 영향을 미치는 부문(경제, 노동 시장, 사회적 측면, 제도적 환경, 정치)이
다각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나 실업 등
문제의 단일 측면을 해결하는 분절적 대책보다는 개개 사업이 연계되고 정렬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지역 구조재편과 관련하여 산업
정책과 사회정책 및 지역정책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OECD, 1993, 12-13쪽).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실업과 휴업을 일차적·단기적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두 제도는 기업의 위기와
인력의 위기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두 사안을 분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상호 연관된 사안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접근함으로서 신속한 정책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현재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은 단일 제도화하고, 그
제도 내에서 정부 각 부처가 업무 영역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영역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도시의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어렵게 하며,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과 기업 및 노동시장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포용력 제고와 지역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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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Ferry와 Polverari(2018)는 산업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도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5-4 | 산업도시 쇠퇴와 위기 극복을 위한 부문별 정책 방향
대구분

주요 사업

산업구조재편

산업의 장기적 활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제여건에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한계기업의 사업 이탈 지원

기 업 지 원

개개 기업의 생존 지원

클러스터 구축

비즈니스 클러스터나 산업지구의 형성과 운영 지원

노 동 시 장

투 자 유 치
거버넌스와
지 역 역 량
사회적 포용

소기업 창업 자문
노동력 재교육
고용기회에 대한 세미나
구직 과정의 지원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지역내 신규 사업 및 기존 기업의 확장 지원
지역 내 제도적 환경의 개선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발전 역량강화
기업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
취약집단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

출처: Ferry & Polverari, 2018, 7쪽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대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이 상호 연계되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앞서 제4장의
대구 섬유산업과 부산 신발산업의 사례에서 지적하였듯이 정부는 섬유와 신발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이들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을 기피한
것은 다소 지엽적이기는 하나 서로 연계되지 않은 접근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 문제를
잘 드러낸다. 종합대책에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다양한
정책분야(특히 산업·경제, 노동시장, 지역혁신 및 사회 정책)와 다양한 대상 집단을
고려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과 효율적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의 사업을 위한 분절적인 재원이 아니라 종합적 접근이 가능한 통합적 재원
확보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부처나 특정 조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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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적 현안과 장기적 방향의 조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은 그 특성상 단기대책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장의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과 실업자를 외면하고 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도시가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경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적 접근 역시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 내에 단기대책과 장기적 체질개선 대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단기
대책은 구조 조정 등 산업도시의 위기가 기업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면 장기 대책은 구조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의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단기대책에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신용보증, 기업설립
비용 절감, 공공구매나 지역상품우선구매 등과 더불어 실업수당, 고용보조금 지금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 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단기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신속하게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대책 수립과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단기대책은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이 필요한 대책을
단기간에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단기대책을 신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도래 이전에 지역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구조조정과 같은 충격의 성격과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 지원이
가능한 사전대응체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 대책은 산업도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 방향 또는 산업도시가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발전경로와 연관되는 것으로 산업도시의 장기발전전략과도 유사한 것이다.
장기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진단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관심은 자칫 지역경제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그러나 앞서 제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는 바로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전환가능하나 일부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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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지역의 취약성 요소 중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외부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차원에서 이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라고 하여 위기 도래 이전에 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지역 기업이나 시민(특히 노동자)의 호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은 위기가 도래할 경우 기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연관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고, 개개 기업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쇠퇴나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은 취약성의 보완보다는
회복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정책의 역할은 위기상황에서도 지역경제와
지역기업이 탄력성과 회복력을 지닐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이두희 외, 2019)에서 이미 상세히 다룬 바 있다. 한편
지역경제의 취약성은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며 지역의 사회체계
내에서 재생산된다. 이 연구의 3장에서 살펴본 취약성 지표 중 지역의 정주여건이나
지역의 인구유출 등은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정주기반을 개선하고, 단기적인 충격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은 지역경제
취약성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의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며, 지역발전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각각의 산업도시들은 해당 도시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도시의 이러한 노력은 그들이
희망하고 도달할 수 있는 발전경로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지역이 기존
발전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기존 경로
내에서의 고도화, 연관 다각화 및 새로운 산업의 이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발전경로는 각기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 Trippl과 Otto(2009, 1223쪽)는
이들 3가지 전략을 지역혁신체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바 있다.그들의 연구는 새로운
발전경로를 추구하는 산업도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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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지역발전경로의 개편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향
개편유형
대응분야

점진적 변화
(성숙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통한 변화)

다각화
(기존 산업내 새로운
클러스터)

기업 측면
(지역혁신 체계 내 지식
응용·활용 관련 시스템)

지역 기반의 혁신 지향적
구조 조정 및 대규모 내생
기업의 현대화
새로운 지식의 원천으로
서 외국 기업.

새로운 발전의 촉매로
서 지역에 뿌리내린 혁
신적 외국 기업.
역내 기업의 다각화

지식기반 측면
(지역혁신체계 내 지식
창출·확산 시스템)

전통 산업의 현대화 추진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

노후산업과 기술에 대
한 과잉전문화의 극복
신산업의 수요 창출

경직되고 고착화된 관계
의 해체.
기존 관계의 재구성·개편.
대규모 자생기업의 구조
조정 지원
정책적 측면
지식 기반시설 도입 지원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협력
출처: Trippl & Otto, 2009, 1223쪽
네트워크 및 제도적 측
면

공급네트워크의 구축
혁신 연계망 구축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와
지역내 뿌리내림
지식 인프라의 재편.
혁신네트워크 촉진

급진적 변화
(새로운 지식집약형
클러스터)
변화의 핵심주체로서 신
설 소기업.
대규모 역내/이전기업
의 지원 역할
새로운 분야의 기초 연
구를 강조
대학, 과학단지, 대학발
스핀오프 센터 추진
지역 지식연계, 산학 연
계망의 구축.
역외 네트워크에의 편입
(대학발) 창업촉진.
지식인프라 전환 지원
지역 및 세계적 지식 연
계망 육성

한편, 단기대책은 장기적 대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 과제를 실제 달성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면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방향이 상충되는 경우도 많다. 가령 섬유산업 합리화과정에서 추진된 해외투자 지원은
최근 들어서야 섬유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저해하였다는 비판(관계부처 합동, 2019.
6. 26)을 받고 있다. 유럽도시의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연구(EU URBACT
Programme, 2010, 45쪽)는 실업 감축을 위한 지역의 노력이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보였으나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지만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에 처한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의 조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단기 대책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현안과 장기방향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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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안
(1)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체계 구축
대부분의 대규모 위기는 사전에 일정한 징후를 보인다.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조조정의 징후와 방향을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구조조정 기업은 구조조정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접근한다. 그러나 지역은 지역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징후나 평상시 형성된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으로 통해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 등은 적기에 지역 내 구조조정의 영향에 사전에
대비하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Eurofound, 2014, 70-71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두희 외, 2019, 156-158쪽). 다만, 사전대응체계 구축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지역산업의 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충격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2 b, 295쪽). 이러한 대책에는 단기적 실업대책이나 금융 유동성
제고 등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과 산업을 분석하고, 미래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은 생산량, 신규 주문, 무역 흐름, 고용 및 신용수준의 변화에 대한 월별
분석이나 재고조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European Commission, 2012 b, 62쪽).
이들 외에 우리나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사용되는 지표,
가령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과 더불어 금융기관 연체율 등도
사용될 수 있다.
사전대응시스템 운영에서는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대책을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대책의 효과는 감소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Eurofound(2014, 73쪽)는 가능한
한 빠른 정책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

제5장 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추진과제 ․ 171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
체계에는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와 자율적 의사결정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사전대응체계는 위기의 징후를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 지표 목록이 아니라
실질적 대응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Bergström(2009,
58쪽)은 구조조정의 사전예측이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관련 주체나 근로자 대표가 전략적 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와 구조조정의
방향을 예상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모니터링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개방적 정보교류 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기업 및 생산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방안 마련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과 산업구조조정은 기업 및 생산체계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규모로 발생한다. 제4장의 사례연구 결과는 산업위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대기업과 분공장 및 그 협력업체 간에 서로 다르게 발생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령 거제 조선산업의 경우 대규모 강선제조업체와 그 부분품
생산업체는 고용의 변화가 시기별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
도시의 위기에 대한 접근은 기업과 생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5-1 | 거제 조선산업의 업종별 고용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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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과 생산체계를 반영한 대응방안은 특정 산업도시 내에서 발생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별 적기의 대책 추진을 위해서 모두 필요하다. 가령 위의 그림
5-1에서 살펴본 거제시의 경우가 지역 내에서 강선제조업과 부분품제조업간의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례라면, 앞서 제 4장에서 살펴본 거제시와 통영시의 비교는 생산체계가
사로 다른 두 도시에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생산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두가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에 대한 이해이다. 위기에
처한 대기업은 그 내부 구조조정과 외부 공급망의 구조조정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며,
그 구조조정의 시기 또한 다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위기를 보면 정부나 채권단은
대기업의 내부 인력 구조조정과 더불어 과잉 공급된 시설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요구에서 출발하여 이후 전체
공급망의 구조조정으로 확산된다. 물론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에 따라서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생산체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주력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에 대해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역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
지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
산업생태계의 구성은 이들 업종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산업도시의 업종구조를 보면
하나의 지역에 분포하는 단일 산업 내에도 다양한 클러스터가 존재한다. 이들
클러스터는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나 그 발전경로는 서로 다르다. 가령 거제의
조선산업클러스터와 해양플랜트산업클러스터는 다르다. 역으로 구미의 전자산업은
유리산업 등 다양한 다른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의
특화도가 높고 지역경제의 다각화 수준이 낮다는 것은 상호연관된 기업이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양한 예외가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산업·고용위기를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간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지역산업클러스터의
구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의 취약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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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도시 위기에 대한 초(超)지역적 대응체계 구축
기업 활동은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의 쇠퇴와 재활성화는
지역 내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지역이 보유한 자원에도 크게 의존한다.
현행 고용위기지역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듯이 특정 지역의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통근권이나 지역노동시장 및 광역적 생산체계의
범위로 확산된다. 산업도시의 새로운 발전경로 모색 또한 공간적으로 다양한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 가령 군산이나 구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새로운 발전경로의
배아가 지역 내의 기존 지역산업클러스터 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선산업의 경우와 같이 광역적 생산체계 내에서 새로운 발전경로의 모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산업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행정구역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가령 거제시 조선업의 경우에는 울산 등 다른 조선산업 밀집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거제시의 인구는 부산 등 인근지역과 연관을 맺고 있다. 거제시의
주간 근로인구와 야간 거주인구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통계청의 인구 총 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러한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거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다수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제의
산업위기가 다른 도시의 소비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산업도시 그 자체에 국한하기보다는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한 필요가 있다. 이미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지역노동시장을 고려한 지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0호) 제2조 제2항은 “고용위기지역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의 제4조 제5항에서는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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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또한 지역의 산업구조 등 경제권역에 따라 여러 시·군·구를 묶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산업특성에 따른 기능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초지역적 관계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는 예외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할 경우 경제권을 고려한 대응지역의 지정은
위기에 대한 지역 간 합의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역 간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하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그 공간단위와 지정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이 신청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현재의 체계와
더불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지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단계에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권역이 설정되고, 지역의 역량에
바탕을 둔 대책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산업도시의 위기는 물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 중심의 접근으로는 기존의 발전경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로의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효과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각 산업도시가 당면하는 위기의 속성은 지역차원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의
범위를 넘어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의 방향을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장(場)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과거
추진하였던 하향식 접근의 한계나 산업위기에 처한 몇몇 도시에서 나타난 지자체
주도의 미래산업 육성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산업·고용위기지역 제도의 성공 여부는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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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 시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사회적 계층
등에 따라서나 생산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취약계층은 실업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은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생산체계의 저위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기업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생산체계에서 기업의 위상과 지역노동
시장의 특성 및 개인의 사회적 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장기대책과 단기대책 연계를 위한 중간 단계 대책의 추진
앞서 우리는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의 연계를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산업도시,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한 대책은 현재의
고용 및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과 장기적으로 지역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기에 당면한
산업도시내의 기업가와 근로자가 볼 때 장기적 접근은 그들이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요하며, 단기적 대책은 현안타개를 위한 긴급수혈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을 연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지역의 역량이나 잠재력보다는 의사결정권자가 희망하는 미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계획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매개하는 계획 즉,
지역의 기업과 종사자가 장기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역 내에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대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간단계 대책에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접근이나 공공구매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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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현재 위기에 당면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박소영 등(2019)은 군산시의 사례를 통하여 기존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다른 연관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조성철 등(2018a)은 구미시에서 지배적 대기업의 기능축소에 대응하여 지역내
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로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금융이나 기술보다도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부재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유치제도나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비록 극히 작은 규모일지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 도시기반시설이나 산업기반시설의 정비와 같은 물리적 개선대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중간단계 계획의 수립이 어려울 경우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현행 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중간단계 접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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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시적·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다부문에 걸친 종합적 대책의 수립과 위에서 지적한
모든 정책방안, 가령 사전대응체계 구축 등의 효율적·체계적 집행을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의사결정체계(거버넌스)의 정비가 필요하다. Eurofound(2014) 등 유럽
도시의 위기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조할 때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은
개방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에서 개방성은 기존의 제도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제도적 개방성과 기존 성공모델이나 발전모델을 탈피할 수 있는
정책적 개방성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도시의
각 이해집단은 공동으로 현안을 처리하고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결과를 가져 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상시적 논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한 결과 OECD(2011, 70쪽)는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이 그
위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민간부문의 주체와 노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지역차원의 원스톱창구 또는 비상 데스크 설립과 같은 매칭 서비스의 개선
② 특히 취약 계층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 ③ 공공, 민간 및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④ R&D 및 혁신 촉진
등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⑤ 지역역량의 강화와 지역주체 간 공동 접근을
위한 의견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다부문에 걸친 종합적 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 중심의 접근이
아닌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만으로
지역이 당면하는 주요 과제에 대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위기지역
제도의 통합·운영과 더불어 범부처가 참가하는 단일의 조직체나 의사결정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과 도시별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도시의
위기는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행정권한을 보유한 범부처적인 의사결정기구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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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내용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결
과의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통해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보다 개선된 방안 도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쇠퇴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기존 이론 연구, 우리나라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 위기에 당면한 주요
산업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근 수행된 여러
연구(이두희 외, 2019; 박소영 외 2019)의 성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산업도시의 쇠퇴에 대한 최근 연구는 산업위기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주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계량분석이나 사례연구에
의하면 산업도시의 쇠퇴는 특정산업으로 전문화되고,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원인과 영향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기능적 취약성 및 도시기반의
취약성이 상호간에 순환적 인과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단일의 특정
요인을 칭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전국
차원에서의 유형화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개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심층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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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산업위기는 외부충격, 특히 초국적 기업의 생산체계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지역이 사전에 대처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탄력성의 보유나
생산체계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의 확보 두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연구는 지역의 취약성과 회복력 분석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산업도시에 대한 최근 우리나라의 접근은 전체로서 지역의 역량과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통계분석을 통해 산업도시의 위기를 진단하고, 산업도시의
특성을 유형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닐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도시의 위기를 설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체계
내 주요 주체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도시의 변화,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기업, 특히 주도적 대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Bristow & Healy. 2015),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산업도시의 위기나 쇠퇴 및 재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Hudson, 2010)이나
초국적 기업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MacKinnon, 2012). 이 연구의
제2장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두고 제3장과 4장에서 대기업 거래의존도를
분석하고 대기업의 전략을 강조한 것은 전체로서 지역에 대한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지역의 취약성과 회복력 및 그 상호작용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초국적 대기업의 의사결정은 세계적 생산네트워크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대기업의 철수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당면한 지역은 대부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이 초국적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는 세계적 생산네트워크 내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다른 지역이 대체할 수 없는 지역 고유자원의 불비 등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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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스스로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에서 위상을 상향하기도 어렵거니와 네트워크 내
위상의 상향이 반드시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다른 지역이 대체할
수 없는 지역만의 고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우며,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 자원의 고유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핀란드 오울루의 사례나
우리나라 구미 및 군산에서 발아하고 있는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이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비록 작지만 더 유의미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지닌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역의 역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지역주도의 발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
도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지역에 기반을 둔 접근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접근만으로 산업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방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많은 서구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 재정이나
산업발전 자원의 배분 등에 있어 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산업도시의
위기는 지역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에는 지역의
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포함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산업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 내 주요 주체가 주력 산업과 과거의 발전경험에
고착된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요인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에 걸친 정책적 학습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도시 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책의
성공여부는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을 어떻게 조정하고, 단기적 현안과 장기적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산업도시의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대부분 제조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제조업 집적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중 다수는
관광업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접근을 주요 경제활동 전 부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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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조업외의 서비스업,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접근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인식 아래 추진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도시의 서비스업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보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역산업육성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정책과 지역기업정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산업이 지역에 입지하고
집적하게 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 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은 일견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집적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달하게 된 이후에도
이들 부문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이는 지역경제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기반이 특정 산업으로 전문화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발아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은 지역 내 주력산업을
지원하면서도 지역산업의 기반을 다각화하여야 하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이론적으로 볼 때 지역의 취약성과 회복력이라는 지역기반의 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행위자 기반의 접근을 연계함에 있어 이 연구는 여전히 불명확한 점을
안고 있다. 산업도시의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나 기업전략의 분석이 산업도시 위기에 실효성 높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나 세계적 생산네트워크의 취약성과 회복력이 지역의 취약성 및 회복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연구의 이론적 한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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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산업도시의 쇠퇴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는 전자(前者)에 치우쳐 후자(後者)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의 특수성은 그 자체가 산업도시의 위기를 결정하는
핵심적이면서 복합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지역의 특수성이나 위기발생 원인 및 그
확산과정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두가지 요소 중 하나인
전국적 틀 내에서 이를 해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령 제3장의 분석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산업도시가 실제 어떠한 충격에 더 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연구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전국적 프레임 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해석하는 새로운 연구의 출발을 기대해본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정책대안의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정책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등과 회의나 인터뷰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그 당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연구진들이 전년도에 수행하였던 과제 속에서 제시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체 등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보는 관점에 따른 심층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산업도시의 쇠퇴에 관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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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Empirical Analyses and Policy Strategies for
Revitalizing Industrial Crisis Regions
Ryu Seunghan, Cho Sungchul, Seo Yeonmi, Park Soyoung

Key words: Industrial Crisis Regions, Revitalization Strategies, Regional Vulnerability,
Economic Resilienc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frameworks to
understand the resilience of industrial clusters and long-term regional growth
trajectories. The life cycle of industrial clusters, which follows emergence, growth,
decline, and renewal stages, varies substantially across regions, interacting with
regional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Some regions move through
typical development cycles representing the life cycles of products, whilst some
other regions exhibit a resilient growth trend deviating their growth cycles from
declining trajectories of products. Previous studies from various disciplines have
highlighted reg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economic resilience and
long-term growth patterns, such as industrial portfolio, skilled labor pool, R&D
and innovative capabilities, governmental funding, and the strategic roles of
intermediary institutions. However, studies have yet to fully incorporate various
regional factor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into empirical testing and subs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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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rameworks.
In this policy paper, we have suggested a more nuanced empirical framework
that diagnose regional economic vulnerabilites of major industrial cities in South
Korea. To this aim, our empirical model divides regional economic vulnerabilites
into three subsystems, ranging from structural factors, functional factors, to urban
infrastructural factors. The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mainly stem from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s. The more an specific industrial
cities’ economic portfolio is dependent on a particular sector or dominated by
a specific large firm, then the sudden exit or decline of that firm or sector in
an external shock situation could result in widespread collapse of the cities’
economic basis as a whole. A region’s economic resilience will be dependent both
on the extent to which certain firms or industrial sectors can be replaceable if
they fail or leave.
On the other hand, the fuctional factors are influenced by the extent to which
certain regions can upgrade their human resources responding to technological
changes and evolution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Such reorganization of
specialized skills and functions in a region requires strong local knowledge base
(e.g., local universities, job training centers, locally embedded R&D networks).
Finally, urban infrastructure factors may affect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n
several ways. Population decline in old industrial cities may critically limit the
scale of shock a region can tolerate or absorb. The attractive urban environment
allows the industrial city to recover its industrial vitality and attract skilled youth
workers even in time of industrial crisis.
In connection with empirical analyses, we have also conducted a series of case
studies of old industrial cities such as Daegu, Busan, Gumi, Gunsan in South
Korea. The research concluded by highlighting the need for systematic approaches
to address geographic disparities in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n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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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we have discussed policy instruments and strategies for revitalizing old
industrial cities.

Specific policy changes required for old industrial cities to

effectively upgrade and diversify their growth trajectories were suggested. We have
also suggested long-term directions for revitalization projects of old industrial
cities, considering different types of growth patterns and regional conditions
within which each industrial city is 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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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산업도시의 취약성 진단지표 추정에 대한 부가 설명
1) 산업도시의 구조적 취약성 진단지표
□ 산업도시의 대기업 의존도 추정
◦ 본 연구 3장에서 수행되었던 지역별 대기업 의존도 지표의 구체적인 추정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 대기업 의존도 추정을 위한 분석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기업DB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거래망 자료를 이용하였음
- 대기업 의존도는 해당 시군구 내에서 발생한 총 거래액 합계에서 대기업 및
대기업의 1차 벤더기업에게 판매되는 거래규모의 비중을 측정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따라 10조 원
이상의 자산 및 연간 매출액을 기록한 사업체를 대기업으로 정의하였음
- 1차 벤더기업은 절반 이상의 거래액을 해당지역 내 대기업 사업체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로 정의함
□ 산업도시의 수입대체 취약도 추정
◦ 수입대체 취약도의 추정은 선행연구인 Autor et al. (2013)에서 제안한 동일지표의
추정방식을 차용하였음
- Autor et al. (2013)의 경우, 수입대체 취약도를 추정함에 있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 증가경향을 분석했으나, 우리나라에 해당지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 함께 베트남 등 ASEAN 소속국가에 대한 수입대체 경향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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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고려에서, 업종별 수입대체 취약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산업
내에서 중국과 ASEAN 소속국가에 대한 5년 간 수입규모 증가액을 종사자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추정되었음
- 이렇게 추정된 업종별 수입대체 취약도를 각 시군구의 업종 구성비율에 대입
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수입대체 취약도가 추정되었음
-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통계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ISTANS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산업도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맥락을
고려해 ISTANS가 정의하는 40대 제조업에 대한 자료만을 분석에 대입하였음

2) 산업도시의 기능적 취약성 진단지표
□ 산업도시의 루틴업무 집약도
◦ 본 연구는 루틴업무의 지역별 비중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의 재직자 조사 원시자료를 분석
-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은 700개가 넘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자
수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해 세부직종들의 업무수행능력, 지식수준
및 요건, 성격요건, 직업흥미요건, 작업환경, 가치관 특징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집계
- 루틴직무를 가리키는 직종특징으로서 본 연구는 ‘작업환경’ 범주의 ‘반복동작
수준’, ‘동일업무(신체적) 반복수준’, ‘동일업무(정신적) 반복수준’, ‘자동화 정도’,
‘장비 속도에 보조 맞추기’ 속성정보를 활용하였음
- 본격적인 분석에는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조사결과에서 이상의 5개
직무속성을 직종별로 평균해 루틴직무 점수를 측정한 뒤, 루틴직무 집약도가
상위 33% 내 들어가는 직종을 루틴직무에 특화된 직종으로 식별함
- 이어서 각 산업도시의 루틴직무 집중도는 지역 전체의 고용에서 루틴직무에
특화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으로서 측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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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분류는 세세분류(5-digit) 단위를 적용했으며 인구총조사 2010년 자료에
기준하였음
□ 기술형 제조업체의 지역별 비중
◦ 본 연구에서 기술형 제조업체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적 경쟁력을 주된 성장동력
으로 삼는 제조업체를 의미
-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조성철 외(2018)의 정의를 따라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중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기술형 제조업체로 조작화하였음
- 여기서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특허 등 지식이나 기술 같은 형태로 사업체가
축적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규모를 의미하는데, 유형자산에 비해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지식집약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해석 가능
- 무형자산 비중에 덧붙여 본 연구는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을 사업체별로 측정해 각 사업체의 기술투자 경향을 분석하였음
◦ 상기한 과정을 거쳐 전국 사업체 중 기술형 제조업체를 식별한 이후, 시군구
단위에서 전체 제조업체 중 기술형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해 각
지역의 기술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였음
- 즉, 기술형 제조업체 비중이 낮은 산업도시일수록 기능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분석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기업DB에 수록되어 있는 기업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였음
□ 산업도시별 사업체당 특허등록 개수 평균
◦ 산업도시의 혁신기능을 가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표로서 지역에 입지한 제조
업체의 평균적인 특허(patents) 수를 조사하였음
- 특허는 지적으로 독창성을 갖는 아이디어나 혁신성과를 법률에 의해 보호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혁신역량이 명문화된 결과물이라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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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별 특허 수의 추정은 KIPRIS(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출원
및 등록 DB를 활용하였음
- 이후 이를 다시 시군구 단위에서 집계해 지역별 총 특허 등록수를 추정하고,
다시 사업체별 평균 특허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생성하였음
□ 지역별 대학졸업자 인구비중
◦ 산업도시의 기능적 취약성을 진단하기 위한 마지막 지표로서 본 연구는 각
지역의 대학졸업자 비중을 측정함
- 대졸자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자료의 연도별, 학력별
인구집계자료를 활용하였음
- 각 시군구의 거주인구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중을 측정한 뒤, 대졸자
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산업도시의 기능적 취약성이 높다는 가설을 확인
하고자 하였음

3) 산업도시의 도시기반적 취약성 진단지표
□ 산업도시의 정주환경
◦ 산업도시의 정주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 제3조의2에 따라
정의되어 있는‘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평가’의 시설목록에 근거해
지역별 생활인프라 접근성을 추정하였음
- 분석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국토계획법
제3조의2에서 정의한 생활SOC 시설인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등 8개의 기초적인
정주시설에 대한 공간정보를 취득하였음
- 이어서 각 산업도시의 시군구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각 시설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도로망에 기반한 네트워크 거리로서 측정하였다. 각 시설에 대한 지역
내 평균적인 접근성 수준을 표준화한 뒤 전체 시설의 평균적인 접근성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각 산업도시의 정주여건 진단점수를 최종적으로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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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 산업도시의 도시기반 취약성을 진단하는 추가적인 지표로서 본 연구는 각
지역의 연평균 인구변화 경향을 측정
- 산업도시가 빠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기반 활력이 저조
하다는 점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해석 가능
- 더 직접적으로는,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된 산업도시들에서는 기업들이 수요
하는 충분한 숙련인력이 수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기반의 고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이 같은 고려에서 각 산업도시의 인구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 거주지 인구통계에 기준해 연평균
인구변화율을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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