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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함에도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현상이 나타나
고 있으며, 사회구성원간의 소득격차는 날로 심해지
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생산요
소 투입위주 정책의 성장성 한계를 인식하고 총요소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으로는 지역별로 집적경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들 수 있
다. 이러한정책은혁신활동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이

루어져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율성 측면과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간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형평성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그동안 지역별로 어떤 산업이 특화되
어 있으며 집적경제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었
는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민경휘 등
(2003)은 총요소생산성을 일반회귀모형을 통해 지역
별로 산업집적의 구조를 밝혀냈으며, 정준호 등
(2004)은공간경제계량모형을통해산업집적의공간
구조를밝혀내고 있다. 이러한연구들은 특정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 분포의 공간구조를 밝혀냄
으로써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공간외부성(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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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의 목적은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 시계열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하 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162개 시군구로 하 으며, 시간적 범위

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 다. 분석방법은 시공간을 고려한 공간경제계량모형인 공간 SUR를 이용하여 Cobb-

Douglas 생산함수를 구축하 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 오차항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3SLS를 이용하 다. 분석결과 전체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은 시간에 따라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가가치의 지니계수

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동안 동종 산업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집적효과가 공간외부성을 발생

시켰으나 그 효과가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집적의 이익은 누리고 공간외부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종 산업간에 연

계강화를 통한 혁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간 협력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누출효과, 공간 SUR, 3단계최소자승법, 콥더 라스 생산함수



externalities)을인식시켰으나시간에대한고려가미
흡하여 동태적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에는한계를보 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
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조업 집적
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의 시계열 변
화를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살펴보는 것은제조업
집적경제의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정도가
체증했는지 체감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써 지역의
경제정책에 많은시사점을 줄수있다. 공간외부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있는공간 SUR(Spatial SUR)을사용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집

적경제와 공간외부성에 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분석모형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서는 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끝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로한다. 

2. 집적경제와공간외부성

1) 집적경제의의미
일반적으로 산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발생

되는외부효과를 집적경제라고 한다. 이는다양한외
부효과가 집적경제를 일으킨다는 의미이며 다양한
유형의 외부효과를 밝혀내야 집적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 Parr et al.(2002)에 의하면 다양한 외부효과는
규모의 외부경제, 범위의 외부경제, 복합성이 외부경
제로유형화할수있다. 
규모의 외부경제는 동종 기업들이 특정지역에 집

중되는경우발생하는경제적편익을말하며통상국
지화 경제라고 한다. 이는 동종 산업이 특정 공간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공유, 중간재 활용, 기술의
확산효과 같은 외부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
익이다. 
범위의 외부경제는 이종의 기업들이 대도시 내에

공동 입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말하
며 통상 도시화 경제라고 한다. 이런 유형의 공간적

집중은 물리적 인프라, 전문사업서비스 등을 공유하
게 됨으로써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규모에 향을받게된다(Parr et al., 2002).
복합성의 외부경제는 전·후방연계의 측면에서 연

관된 이종 기업들이 공동 입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말한다. 이는 다양한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경쟁이나 협력에 의해 개별기
업의 품질수준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외부경제라고
할수있다. 
집적경제를 추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대체로 한 지역의 생산성이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값들과 집적을 나타내는 변수들간의
함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구에서 생산함수
가 활용되었다. 즉, 생산함수식에 집적을 설명해주는
변수를 추가하여, 생산량 및 생산성 등이 일반적인
노동, 자본등의투입요소 외에집적경제 대립변수들
에 의해 어떠한 향을 받는지를 파악하 다. 이상
호, 김홍규(1996)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자본, 종사
자수, 사회간접자본 변수, 지역특성 변수 등을 이용
하여 서울시,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집적경제를 추
정하 고, 조규 (2001)은 지역간 생산액 차이를 토
대로하여집적효과를설명하 다. 한편생산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함수를 이용한 연구로는 김의준,
이호민, 박승규(2005)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도권 제
조업의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수도권 권역의 집적 경
제효과를추정하 다. 

2) 공간외부성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은 신경제지리학

(new economic geography)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Fujita et al., 1999). 경제학에서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의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
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
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때를 말한다. 공간외부성
은 외부성의 효과를 공간에 확장한 개념으로써 어떠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제 3의 공간에 의도하
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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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받지도지불하지도 않는경우를 말한다. 신경
제지리학에서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정(+)의 공간적
외부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P.Krugman과 M.Fujita등 많은 연구자들은 지식외부
효과(knowledge spillover effect)에의해공간외부성
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정된 공간내에
있는 경제주체들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암묵적 지식
이 공유되고 이는 공간적 외부성을 창출하여 혁신이
일어난다고보고있다.
혁신 및 경제활동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은 지식외

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동시에, 이러한 지식외부
효과는 특정지역의 공간적 범위 내에 제한되는 경향
이있다. 공간적으로 인접한위치에입지함으로써 암
묵적 지식의 교환에 필수적인 대면적 접촉이 용이해
지고, 지역의 문화와 제도적 기반 및 환경을 공유함
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
다. 하지만 암묵적 지식이라도 그 지식이 최초 생산
된 지역에 국지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 고유하게 내재화(embeddedness)되어
있는 제도적·비제도적 환경 속에서 생산된 암묵적
지식이라도다른외부지역에있는관련주체들의명
시적또는암묵적지식과결합되어새로운가치를창
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주체들간 공간적 상호작
용을 통한 학습도 이루어지게 된다(Asheim and

Isaken, 2002).

3) 공간외부성의측정
공간경제계량모형과 GIS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그

동안 이론에 머물 던 공간외부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에서 공간외부성을
측정하는데 하나는 지식외부효과가 보이기 위해 특
허건수 등의 지식활동에 대한 대리변수를 통해 공간
외부성을 보이는 연구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의
성장성, 생산성, 집적경제의 효과등이 공간외부효과
가 있는지 분석하는 흐름이 있다. 통상 여기서는 생
산함수를 이용하거나 성장회계방정식을 이용하여 분
석한다. 또한 정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외부성의

동태적측면을분석하기도한다.
우선 지식의 외부효과를 강조한 논문을 살펴보면

Anselin(2000)은특허나혁신활동이주변지역의대학
의 연구나 기업의 R&D에 향을 받음을 보 으며,
Wallsten,S(2001)은개별기업수준의데이터를이용하
여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에서
받는 R&D지원금은 주변에 R&D지원금을 받은 기업
이 많을 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을 보 다.
임업(2003)은 미국의 170개 BEA 경제지역을 지역소
득수렴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지식외부효과에 의해
지역간의 소득이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혀내었다.  
지역의 성장성, 집적경제 등의 공간외부성을 분석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정준호 등
(2005)은 공간적 자기상관 정도를 측정하는 Moran I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집적의 공간적 패턴과 구
조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혁신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주요 산업집적지
가 수도권 일대와 동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핵형 공간구조라고 하 다. 그리고 일부산업
의 경우 산업집적지가 시·도 단위 행정구역을 넘어
존재하는 하는 것을 발견하 는데 이를 바탕으로 산
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라는 현상이 있
음을 지적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혁신환경의 공
간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보다 인접한
2~3개의 광역 시·도를 포괄하는 경제권역 단위로
산업클러스터가필요하다고주장하 다.
정준호 등(2004)는 기존의 집적경제의 실증분석과

달리 인접 지역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
외부성의 유무를 공간경제계량모형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간외부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는데 이는 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집적이
익이인접한지역으로확산된다는것을의미한다. 
동태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Vaya et al(2004)이

있는데 그는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외부성을 고
려한 성장모형을 통해 한 지역의 성장은 주변지역의
기술수준, 자본에 정(+)의 관계임을 보 다. 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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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 때는
주변지역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즉
지역별로공간외부성의수혜를받을수있는지역과그
렇지않은지역간에상이한접근이필요하다고한다.

Fingleton (2007)는 유럽지역의 중심부와 주변부간
에제조업의생산성성장율이시간에따라어떻게변
했는지 공간 SUR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생산성 성장률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는 것과 제조업의 생산은 규모수익체증을 보임을 밝
혀내었다. 이를 통해 성장유도 정책을 시행할 때 주
변지역의 생산성 성장율을 고려하여 한다고 했는데
특히 주변지역의 성장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평균적
인 수준의 성장유도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3. 분석모형

1) 공간계량경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은 공간단위의 분석시 공간종속

성을고려하기위해개발된모형이다(Anselin, 1988).
공간종속성은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으로표현할수있으며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
다. 식⑴에서보면공간의임의의지점(위치)값은주
변지역의 값들에 향을 받는다. 자료의 수집단위가
공간적 단위(우편번호, 번지, 좌표 등)와 연결되어 있
고또한지역에살고있는주체행위들이상호연관성
이 있기 때문에 공간자기상관이 발생하게 된다. 특
히, 일반적인 시계열이론에서는 한쪽방향으로만
향을 주지만 공간에서는 상호작용으로 서로 향을
준다. 
y‘=f(y∆) i, y=1, …, n j+i ⑴
y：공간자료, i, j：공간위치

이러한 공간종속성을 모형화 하기 위한 일반공간
회귀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 ⑵과 같다(Anselin

1988). 오차항의 공간가중치 행렬(W™)이 0일 때는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이되고종속항의공
간가중치 행렬(W¡)이 0일 때는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간 가중치 행렬
은로표현한다. 본연구에서 사용된공간시차모형에
서는 종속변수의 값들 사이에 공간종속성이 존재한
다. 즉, 하나의 종속변수는 주변지역의 종속변수들에
향(spill-over effect)을 받고 이는 공간가중치행렬

을 통해 구체화 된다. 이 모형의 기본식은 식⑶와 같
다. 식 ⑶의 우항의 변수 (qWY)를 좌항으로 이항한
후 정리를 하면 식⑷를 얻을 수 있다. 식 ⑷의 ( I-

qW)—⁄ 는 공간승수효과(spatial multiplier)를 나타내
는 것으로서 w‘∆<1이고 |q|<1일 때 레온티에프
확장(Leontief expans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
한 공간승수는 공간상호작용에 대한 간접효과 또는
전체 외부효과(global externality or spill-over)를 의
미하며, 하나의시스템에서 모든지점이서로연관되
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Anselin, 2001). 그러므로
공간시차모형에서는 회귀계수는 b가 아니라
b_(I-qW)—⁄ 이고 이의 의미는 한 지점의 제조업
의 부가가치는 자기지역의 주변특성의 변화 뿐 아니
라 공간가중치 행렬을 통해 다른 지역의 주변특성에
도 향을받게된다. 

Y=qW¡Y+Xb+l ⑵
l=kW™l+e e~MNV(0, r € I«)

q：종속변수, X：독립변수
W¡, W™：공간가중치행렬

Y=qWY+Xb+e ⑶
e~MNV(0, r € I«)

Y=(I-qW)—⁄ Xb+(I-qW)—⁄ e ⑷

( I-qW)=I+qW+q €W€ +…§

( I-qW)—⁄ ：공간파급효과

공간회귀모형은 기존의 최소자승법을 사용하게 되

1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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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편의성이생기기때문에간접최소자승법, 최우추정
법, 2단계최소자승법, 적률추정법등으로추정한다.

2) SUR과공간SUR
외관상 무관한 회귀(The Seeming Unrelated

Regrsssion; SUR)은 Zellner(1962)에 의해 처음 제안
되었으며, 각 방정식들간의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고
려하기위해개발되었다. 만약방정식이 지역별로 시
계열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앞서 고려한 공간경제계
량모형에서와는 달리 시점에 따른 종속성을 고려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SUR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적
인 SUR은 회귀계수 b‘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하나
공간에 따라 변한다. 오차항이 공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것이다. 이는다른지역간에서 특정시점에 오차
항에공분산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를 식을나타내
면식⑸이하와같다.

Y‘†=X‘†b‘+e‘† ⑸
Cov(e‘†, e∆ † )=r‘∆, Cov(e‘†, e‘ ß )=0

이를각공간단위 i에대해표현하면다음과같다.

Y‘=X‘b‘+e‘ ⑹
Y‘, e‘：T_1 벡터
X‘：T_K 벡터(K는독립변수의수)

이에 비해 공간 SUR은 회귀계수 b†가 공간단위에
서는일정하고 시간에따라변하게된다. 즉오차항이
시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 공간에서 다
른 시간에 대해 오차항에 공분산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식으로표현하면식⑺이하와같다.

Y‘†=X‘†b†+e‘† ⑺
Cov(e‘†, e‘ß) =r‘ß, Cov(e‘†, e∆†)=0

행렬표현상각시점의방정식은다음과같다.

Y†=X†b†+e† ⑻
Y†, e†：N_1 벡터
X†：N_K 벡터(K는독립변수의수)

이를 이용하여 공간시차가 포함된 공간SUR모형을
구성하면다음식⑼이하와같다.

y¡=q¡Wy¡+X¡b¡+e¡

y™=q™Wy™+W™b™+e™ ⑼
⋯

y†=q†Wy†+W†b†+e†

이를간단히표현하면다음과같다.

AY=XB+E ⑽
Cov[EE']=¡»I, rˇÍ=Cov(e†'eß)

¡：T_T 행렬(시점간공분산 rˇÍ 포함)
A：( I-q†W )가대각원소인NT_NT 행렬
X：X†를대각원소로하는행렬
B：b†를가지고있는T_1 벡터

공간 SUR도 공간계량경제모형과 마찬가지로 기존
의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면 편의가 생기기 때문에 간
접최소자승법, 최우추정법, 2단계최소자승법, 3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데 실제 추정상의 편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3단계최소자승법을 많이 사용한다
(Anselin 1988). 3단계최소자승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우선Wy†를내생변수로취급하고WX†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 개개
인 방정식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오차항의 공분산을
이용하여 방정식 시스템을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계
수의추정은아래와같다.

b£ÍÒÍ=Z'[; - 1»Q(Q'Q)—⁄ Q']Z—⁄
_Z'[; - 1»Q(Q'Q)—⁄ Q']y ⑾

Z：[Wy†, X†]로이루어진대각행렬

418 김성훈·최명섭·김의준



Q：[WX†, X†]로이루어진대각행렬

위와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의 누출효과
를추정하기위해서식⑿과같은모형을설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V†는 종속변수로서 해당 시군의 t년도
부가가치이며 설명변수에는 전통적인 생산함수에 들
어가는 자본과 노동 및 집적경제를 나타내는 국지화
경제 변수와 도시화경제 변수를 포함하 다. q는 해
당지역의 부가가치가 주변주역에서 향 받는 정도
로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es)를 나타낸다. 공간
가중치W는 지역간의 거리를 제곱의 역수를 취하여
행을기준으로 정규화하 다. 식⑿는특정지역의부
가가치는 주변지역의 부가가치, 자본, 노동 그리고
집적화된 정도의 함수로서 집적경제의 효과가 주변
으로 누출되는 것을 표현한다. 추정은 앞서 고찰한 3

단계최소자승법으로하 다.

InV†=q†WInV†+a¡InK†+a™InL†

+a£InEF†+a¢InPF†+e† ⑿

V†：t기의제조업부가가치
K†：t기의연말유형고정자산
L†：t기의제조업종사자수
EF†：t 기의국지화경제를나타내는변수로서전

체제조업인 경우 (i지역제조업종사자수/i지
역제조업사업체수), 개별제조업인 경우 (i
지역 j산업종사자수/i지역 j산업사업체수)

PF†：t 기의 도시화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전
체제조업인 경우 (i지역 인구/i지역 제조업
사업체수), 개별제조업인경우(i지역제조업
전체종사자수/i지역제조업전체사업체수)

W：공간가중치로서w‘∆=

d‘∆는 i지역과 j지역사의유클리디안(Euclidian)거리
임
t：1991~2005년

4. 공간외부성분석결과

1) 제조업의지역적분포와지니계수
<그림 1>은 우리나라 162개 시군구 제조업 부가가

치의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니계수를 나타낸
다. 지니계수는 불평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그 값이
클수록평등하지않다는의미이다. 그림에서알수있
듯이제조업의부가가치지니계수는지속적으로줄어
들다가 2003년에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GRDP의 지니계수는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조업부가가치 지니계수는 줄어들고 있다
는 것은 제조업의 지역간 제조업의 불평도가 낮아지
고있음을시사한다. 
<그림 2>는 5년 단위 부가가치의 평균의 비중의 지

역별 분포를 나타낸다.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시기
별 변화 또한 수도권과 남권에 집중되어 있다가 점
차확산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기존
의제조업집적지의집적의이익이주변지역으로확산
되고있음을시사한다.

2) 공간외부효과분석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의시계열변화를분석하기위해 1991년
부터 2005년 사이의 제조업의 부가가치, 노동, 자본,
도시화경제변수, 국지화경제변수를 사용하 으며, 제
조업은 OECD 산업분류 기준1)을 이용하 다. 이를
추정하기위해앞서소개한공간 SUR을 3단계최소자

( 1/d € ’‘∆)
J¿;I

+

JÆ( 1/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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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조업 부가가치의 지니계수 추이



승법으로추정하 다. 
전체 제조업의 분석결과는 <그림 3>과 <표 1>에서

보듯이 q값은 0.03에서 0.13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제조업의공간적으로집적됨으로써그렇지않은
경우보다 3%에서 14%정도 부가가치가 더 늘어남을
의미한다. q값의 시계열 변화를 보면 1991년 0.12에
서 시작하여 95년 0.13을 정점으로 2005년 0.03으로
하락하 다. 또한 q값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
수준에서 유의하다가 2004년, 2005년에는 유의성마
저 없어졌다. 이는 부가가치의 공간외부성이 줄어들
고 있음과 동시에 최근에는 공간외부성의 존재마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간적 연계성이 점차 줄어들
고 있음을 시사하며 제조업 산업내의 파급효과도 줄
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본과 노동변수
를살펴보면모든시기에서두변수는 1%수준에서유
의하며 노동의 탄력성이 대체로 높게 분석되었다. 그

러나 탄력성의 시계열 변화는 자본은 늘어나고 있음
에비해노동의탄력성은줄어들고있다. 도시화경제
와 지역화 경제의 대리변수인 사업체당 노동자수, 사
업체당 인구수 변수를 살펴보면 사업체당 노동자 변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의 값을 보이데 이는
제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했을 경우 제조
업 전체에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국지화

420 김성훈·최명섭·김의준

그림 2. 제조업 부가가치 평균의 비중변화

그림 3. 전체제조업 누출효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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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조업의 공간 SUR 모형 추정결과

①전체제조업

연도 상수항 q 자본 노동 도시화 국지화

1991 0.118 0.122*** 0.430*** 0.569*** -0.043 0.119***

1992 0.319 0.079*** 0.375*** 0.624*** -0.011 0.216***

1993 0.466 0.085*** 0.329*** 0.670*** -0.011 0.223***

1994 -0.176 0.120*** 0.390*** 0.609*** 0.020 0.193***

1995 -0.111 0.131*** 0.394*** 0.605*** 0.007 0.169***

1996 0.410 0.113*** 0.339*** 0.660*** -0.002 0.186***

1997 0.361 0.112*** 0.341*** 0.658*** 0.021 0.168***

1998 0.829** 0.087*** 0.357*** 0.642*** 0.005 0.150***

1999 0.934** 0.057*** 0.378*** 0.621*** -0.005 0.243***

2000 0.387 0.114*** 0.439*** 0.560*** 0.016 0.079*

2001 0.210 0.101*** 0.464*** 0.535*** 0.026 0.137***

2002 0.094 0.109*** 0.468*** 0.531*** 0.025 0.156***

2003 0.814** 0.055*** 0.478*** 0.521*** 0.013 0.179***

2004 1.442*** 0.029 0.445*** 0.554*** -0.013 0.216***

2005 1.707*** 0.033 0.457*** 0.542*** -0.055** 0.183***

② ICT산업 ③중고위기술산업

연도 상수항 q 자본 노동 도시화 국지화 상수항 q 자본 노동 도시화 국지화

1991 0.034 0.037*** 0.872*** 0.127*** -0.019 0.000 -0.281* 0.040*** 0.910*** 0.089*** 0.065 -0.002***

1992 0.069 0.039*** 0.843*** 0.156*** -0.029 0.000 -0.177 0.033*** 0.840*** 0.159*** 0.053 0.000

1993 0.152 0.033*** 0.889*** 0.110*** -0.051 0.000 -0.193 0.041*** 0.855*** 0.144*** 0.038 -0.001*

1994 -0.016 0.026*** 0.971*** 0.028 0.001 0.000 0.217 0.029** 0.861*** 0.138*** -0.064 0.001

1995 -0.003 0.043*** 0.930*** 0.069*** -0.016 0.001** 0.180 0.034*** 0.769*** 0.230*** -0.018 0.004***

1996 -0.025 0.041*** 0.910*** 0.089*** 0.002 0.001** 1.089** 0.051* 0.663*** 0.336*** -0.297* 0.009***

1997 -0.022 0.042*** 0.898*** 0.101*** -0.000 0.000 0.186 0.024 0.763*** 0.236*** 0.010 0.003***

1998 -0.146 0.082*** 0.852*** 0.147*** -0.006 -0.000 -0.110 0.026 0.717*** 0.282*** 0.121 0.003

1999 -0.248 0.022** 0.927*** 0.072*** 0.099* 0.000 -0.436* 0.032** 0.765*** 0.234*** 0.211*** 0.002

2000 -0.098 0.016 0.947*** 0.052** 0.046 0.000 -0.213 0.025* 0.814*** 0.185*** 0.129* 0.001

2001 -0.054 0.018 0.895*** 0.104*** 0.033 0.001** -0.081 0.031*** 0.857*** 0.142*** 0.045 0.001

2002 -0.064 0.023** 0.911*** 0.088*** 0.031 0.001** -0.142 0.018 0.857*** 0.142*** 0.103 0.003**

2003 -0.115 0.015 0.925*** 0.074*** 0.052 0.001** -0.001 0.026* 0.873*** 0.126*** 0.021 0.004***

2004 -0.033 0.003 0.983*** 0.016 0.032 0.001* 0.114 0.015 0.881*** 0.118*** 0.043 0.004**

2005 0.065 0.018* 1.008*** -0.008 -0.013 -0.000 -0.183 0.018 0.893*** 0.106*** 0.129** 0.001



경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도시화 경제
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체당 인구는 대체로 유
의하지않고그부호또한일정하지못하여일관된해
석을내릴수없다.

다음으로 OECD 분류 산업별로 살펴보면 <그림 4>
와<표 1>에서보듯이 ICT 산업의경우 q값은 1991년

0.03에서 98년 0.08을 정점으로 2005년 0.01로 낮아
졌다.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보면 자본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화 및 국지화 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는 도시화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국지
화는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유의하게 나타
난다. ICT산업의 특징을 보면 공간외부성이 90년대
후반에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90년대
후반 전세계적인 IT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IT

투자가 많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국지화경
제가유의한것으로부터 ICT산업내규모의경제가공
간외부성의주요요인임을알수있다.

중고위기술산업의 경우 <그림 5>와 <표 1>에서 보
듯이 q값이 0.04에서 시작하여 0.05를 정점으로 0.01

로떨어지고있는데다른산업과달리그변동폭이작
고추세가일관되게하락하고있다. 자본과노동의기
여도는 자본의 기여도가 높지만 점차 낮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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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CT산업 공간외부성 추이

④중저위기술산업 ⑤저위기술산업

연도 상수항 q 자본 노동 도시화 국지화 상수항 q 자본 노동 도시화 국지화

1991 0.390 -0.005 0.674*** 0.325*** 0.156*** -0.001** -0.385 0.099** 0.523*** 0.476*** 0.110 0.003**

1992 0.885*** -0.023 0.577*** 0.422*** 0.159*** 0.000 -0.629** 0.091*** 0.638*** 0.361*** 0.16*** 0.000

1993 1.099*** -0.028 0.557*** 0.442*** 0.148** -0.000 -0.305 0.087*** 0.591*** 0.408*** 0.138*** 0.001

1994 1.133*** -0.025 0.554*** 0.445*** 0.154*** 0.000 0.233 0.086*** 0.554*** 0.445*** 0.007 0.004***

1995 0.440 0.015 0.605*** 0.394*** 0.208*** -0.000 -0.202 0.105*** 0.585*** 0.414*** 0.055 0.003*

1996 1.094*** -0.001 0.576*** 0.423*** 0.094 0.001 0.250 0.081*** 0.560*** 0.439*** 0.035 0.004**

1997 1.173*** 0.008 0.596*** 0.403*** 0.012 0.002* 0.677* 0.077** 0.531*** 0.468*** -0.048 0.005***

1998 1.478*** -0.012 0.591*** 0.408*** -0.006 0.002* 0.351 0.101*** 0.595*** 0.404*** -0.087* 0.006***

1999 0.788*** -0.005 0.694*** 0.305*** 0.086 0.000 0.212 0.051 0.626*** 0.373*** 0.121* 0.003

2000 1.104*** -0.024 0.704*** 0.295*** 0.083 -0.002 0.272 0.077*** 0.680*** 0.319*** -0.067 0.007***

2001 1.595*** -0.046** 0.715*** 0.284*** 0.009 -0.001 0.226 0.093*** 0.648*** 0.351*** -0.095* 0.009***

2002 1.593*** -0.042** 0.706*** 0.293*** 0.012 -0.000 0.197 0.087*** 0.674*** 0.325*** -0.084 0.010***

2003 1.981*** -0.073*** 0.668*** 0.331*** 0.084 -0.001 0.499 0.047* 0.693*** 0.306*** -0.024 0.007**

2004 1.546*** -0.041* 0.707*** 0.292*** 0.064 0.000 1.001** 0.026 0.658*** 0.341*** -0.049 0.009***

2005 1.628*** -0.059** 0.695*** 0.304*** 0.132* -0.001 0.883** 0.026 0.699*** 0.300*** -0.043 0.006*

주：***,**,*는각각 1%,5%,10%수준의유의수준을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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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도시화와 국지화 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는
도시화 경제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국지화 경제
변수는정(+)의값을보이면서대체로유의하다. 

중저위기술산업의 경우 <그림 6>과 <표 1> q값은
다른산업과달리음(-)의값을가지며대체로유의하
지 않다가 최근에 유의해졌다. 도시화경제는 90년대
초반 유의하 으나 95년이후 유의하지 않고, 국지화
경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공간외부성의
음(-)이라는 것은 주변 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성
장할 때 자기지역은 줄어든다는 것으로써 지역간에
경쟁의관계로볼수있다. 즉중저위기술산업에속한
제조업들간에경쟁이극심화되어한지역의제조업의
성장이 다른 지역의 제조업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는
것다. 또한이분야가최근에급속하게발전한중국제
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런 결과가 가속화 된 것
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위기술산업의 경우 <그림 7>과 <표
1> q값은 0.09에서 0.02로꾸준하게낮아졌으며국지
화 경제를 나타내는 변수의 추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저위기술산업의 경우 산업내 규모의 경제
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타산업과 공간적 연계는 약해
지고있음을시사한다.
지금까지분석으로부터알수있는우리나라제조업

의특징은집적경제가주로동종산업내규모의경제에
바탕한 국지화경제로부터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집적
경제의공간외부성이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그
리고중저위기술산업의경우공간외부성이음(-)의값
을나타내어경쟁이극심하다는것을알수있다.

5.결론및시사점

지금까지본논문에서는우리나라제조업의부가가
치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의 시계열 변화
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전체제조업을비롯하여 ICT

산업, 중고위기술산업, 저위기술산업에서 공간외부성
체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저위기술산업의 경우 공
간외부성이 음(-)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
지화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특정산업내의 규모의 경
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도시화변수는 몇몇 유의한 경우도
있으나대부분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이를바탕으로내릴수있는결론은 우리나라제조그림 6. 중저위기술산업 공간외부성 추이

그림 7. 저위기술산업 공간외부성 추이그림 5. 중고위기술산업 공간외부성 추이



업의공간적연계성이약화되고있어산업간파급효과
가약화되고있다. 이는그동안공간외부성이주로동
종산업내규모의경제에의한집적효과즉국지화경제
가공간외부성을발생시켰으나그효과가체감하고있
기때문이다.  또한중저위산업의경우극심한경쟁이
지식외부효과를 차단시켜 음의 공간외부성을 타나내
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시사

점은규모의경제에바탕한특화의이익은누리고, 공
간외부성의체감에따른지역간공간적연계성약화는
공간적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공간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주로 국
지화경제 기 때문에 이종산업간 지식외부효과에 의
해 발생하는 도시화경제를 촉진시키는 혁신환경조성
전략이필요하다.  
본연구는자료상의한계로인해제조업을세분화시

켜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
한공간외부성체감의요인을세분화해서분석하지못
한것도한계로지적될수있는데이는향후연구에서
보완하기로한다. 

주

1) ICT산업：컴퓨터(sic 30),전자부품(sic 32)

- 중고위기술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sic24),기타

기계및장비(sic 29), 정 (sic 33), 자동차(sic 34)

- 중저위기술산업：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sic 25),비금

속광물제품제조업(sic 26), 제1차 금속산업(sic 27), 조립

금속제품제조업(sic 28), 전기기계(sic 31), 기타운송 장비

(sic 35)

- 저위기술산업：음식료(sic 15), 담배(sic 16),섬유제품제조

업(sic 17), 의복및모피제조업(si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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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patial externalities of agglomeration
economy of manufacturing has been changed or not, from 1991 to 2005. To find this spatial SUR
model was used to consider covariance of each equation and it was estimated by 3SLS. This paper
found that spatial externalities has been decreased and there is economy of scale in same sector. As
a result, we can conclude that there is industrial specialization in region whereas interregional
linkage are weaken. This finding supports the desirability of creating supra-regional agencies
promoting interregional linkage because supra-regional agencies can internalize spatial externality
of agglomeration economy. 

Keywords : spatial externalities, spatialSUR, 3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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