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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도시’(지역)와 더불어 ‘네트워크도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은 인접한 도시들의 특화된 산업들 간 상호 연계성의 강화를 통해 개별 도시와 지역 전

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과 산업 연계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도시 특화산업의 분석을 위하여 입지계수, 입지지니계수,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했으며, 도시 간 연계성 분

석을 위하여 대응분석과 글로벌 및 로컬 모란지수분석을 수행했다. 특화산업 분석의 결과, 영남권의 개별 도시들은 도

시별로 상이한 산업들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시들 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일부 도시들 간 

산업별 연계성이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석기법의 한계와 더불어 도시들 자체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그 특

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으로, 각 도시의 특화 산업들의 육성과 더불어 도시 간 산업 

연계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요어 : 네트워크도시, 영남권, 도시 특화산업, 도시 간 연계성, 계량분석

Abstract : The capitalist economic process of gloc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
munication technology have led us to the significance of network city as well as concepts of global city, 
megacity region, etc. Network city theory pursues development of both individual cities and of the region 
of those cities through strengthening of mutual connectivity among them with specialized industries. On 
the basis of network city theory, this paper is to analyze specialized industries of cities and connectivity 
among them in the Youngnam region in S. Korea. It uses the methods of locational quotient, locational 
Gini coefficient, and shift-share method to analyze specialized industries of cities, and correspondence 
analysis, global and local Moran’s I to examine connectivity among cities. As results, it can be identified 
that each city in the Youngnam region has its own specialized industries different from each others, but it 
seems not easy to grasp the overall extent of connectivity among them, partly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applied analysis methods and partly because of a lack of connectivity among cities themselves.  

Key Words :  network city, the Youngnam region, specialized industries, connectivity, quantitative analysis



719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과 산업연계: 네트워크도시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

1. 서론

오늘날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과 교통 및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역 경제의 재구조화

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방안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뉴욕이나 런던 또

는 서울과 같이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거대도시(메

가시티)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들도 새로운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트워크도시(network city) 이론은 이러한 대안적 

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별 도시나 지역들은 모든 산업을 동시에 발전

시키기보다 지역적으로 특화된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거

나 전문화된 업종들의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 또

는 집적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산업

의 집적은 물리적 및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용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나 지식의 공유 및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이미 지역혁신이론 등에서 강

조된 바 있다. 오늘날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리 

마찰의 장애요인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문화된 산업의 지리적 인접성을 통한 집적의 이익

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지리적 집중과 전문화된 생

산 활동은 다른 도시나 지역들과 원활한 교류 활동

을 요구한다. 달리 말해 한 도시나 지역의 특화산

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다른 도시나 지

역들과의 협력적 연계와 상호보완성, 즉 공간적 

분업이 발달해야 한다. 특히 교통통신기술의 발

달로 지역 간 연계성이 크게 확충되면서, 다른 지

역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관계의 구축과 시

너지 효과는 개별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상호 인접

한 도시나 지역들을 포함한 권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도시나 지역뿐 아니라 권역

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한편으로 각 도시나 지

역의 특화산업의 발달,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간 상

호연계성의 강화가 강조될 수 있다. 

최근 중심지 이론을 대신하여 주목 받고 있는 네

트워크도시 이론은 이러한 점, 즉 전문성을 가진 

개별 도시나 지역들 간의 상호 연계성에 초점을 둔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이론은 개별 도시

들이 도시규모와 무관하게 결절성에 따라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도시들 간 양방향의 수평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은 탈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할 뿐만 아

니라 개별 도시나 지역 그리고 이들을 포괄하는 권

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규범적 이론으로 부각되

고 있다. 또한 실제 사례연구에서 네덜란드의 란드

스타트(Randstad) 지역과 같은 네트워크도시권은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도시들에 비견될 수 있

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

에 바탕을 두고 영남권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편으

로 개별 도시들의 특화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

른 한편으로 도시 산업들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도시의 산업 특화도와 도시들 간 연계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량기법들이 사용되

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입지계수, 입지지니계

수, 변이할당분석을 활용하여 각 도시들과 권역의 

산업 특화도를 파악하고, 대응분석과 공간적 자기

상관을 나타내는 모란지수를 활용하여 도시들 간 

산업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네트

워크도시 이론의 특성과 영남권 도시 분석에의 적

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또한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분석기법들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그 다음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영남

권 도시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특화

도와 연계성을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

책적 함의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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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도시 이론과 경험적 연구

네트워크도시 이론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시들

의 특화된 산업들 간 기능적 분업과 상호 연계성의 

확충을 통해 개별 도시나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나

아가 광역권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의 주창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Batten(1995)에 의하면, 네트워

크도시란 인근에 위치한 독립적 도시들이 기능적

으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집적의 외부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들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

도시는 개별 도시들이 자신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인접한 다

른 도시나 지역들과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등의 확충

을 통해 상호연계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적 분업구

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중소도시들도 전문화된 기능이나 고차원적

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도시의 역

할과 기능은 그 도시의 크기보다는 도시 간의 상호

보완성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각 도시

들은 상호보완성에 바탕을 두고 특화된 기능이나 

산업을 가질 수 있다. 도시의 산업이나 기능의 특

화는 물론 그 자체로서 기업들 간 전문적 지식과 기

술의 학습을 통해 혁신을 위한 분위기를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산업부문에 전문화된 인접 도시

들 간 상호연계성의 강화는 이들 간 상호작용과 거

래를 촉진시킴으로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협력 구조를 통해 성장의 시너지를 얻게 됨에 따

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권오혁, 

2009; 손정렬, 2011a). 
이러한 네트워크도시이론은 도시체계의 분석에

서 그 동안 강조되어 온 중심지이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의성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된다(Meijers, 
2007). 그 동안 도시체계 연구의 기반이 되었던 중

심지이론은 한 국가나 광역권지역이 도시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

나 오늘날 세계화 과정에서 개별 도시 및 지역의 역

할이 강조되고, 또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시

들 간 수평적 연계가 확충됨에 따라, 도시들 간 상

호보완적 관계가 부각되게 되었다. 즉 오늘날 도시

들은 더 이상 중심지 기능에 따른 수직적 연계에 의

존하지 않으며, 네트워크의 결절성과 협력적 관계

에 바탕을 둔 수평적 연계와 노동의 공간적 분업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도시는 세계 경제에서 도시들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그렇지 않았을 경우 봉착하게 되는 규

모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도시의 대표적 사례로는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 지역을 들 수 있다(권오혁·신철지, 

2005). 이 지역은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을 중심으로 50~60km 정도 인접하여 입지한 로

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등과 여타 중소도시들

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계된 경제활

동을 통해 각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전체 권역의 발

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1990년
대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다

소 둔화되었지만, 2000년대 후반 세계 20대 광역

경제권들 가운데 5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Batten(1995)이 네

트워크도시 이론의 관점에서 이 지역을 연구한 이

후 많은 후속연구를 통해 그 변화과정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Meijers, 2005, 
Oort et al, 2010 등). 이 지역은 네트워크 도시의 

전형이지만, 최근 도시 스프롤 현상에 의한 교통 

혼잡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 부담 그리

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정부들 간 네

트워킹(거버넌스)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네트워크도시의 사례 지역으로 독일

의 라인-루우르 지역(특히 본-뒤셀도르프-쾰

른을 잇는 지역, 그외 프랑크푸르트-마인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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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하이델베르크-슈투트가르트 지역), 중부 벨

기에의 플레미쉬 다이아몬드 지역(Albrechts and 
Lievois, 2004), 영국 남동부지역(특히 런던-캠브

리지 지역, de Goei et al, 2010), 스웨덴의 우메아 

지역, 일본의 간사이 지역(교토-나라-오사카-고

베) 등도 주요 네트워크 도시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Cesar, 2006). 또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과 프랑스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도 란트스

타트지역과 다중심적 네트워크 도시-지역으로 비

교 연구되기도 한다(Cowell, 2010).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및 권역 차원에서 도시체

계를 연구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

색하면서 네트워크도시 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김

용창(1997)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산업 재구조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해 논

의하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 관계의 구축은 개별 

도시나 지역의 전문화와 더불어 이들 간 보완관계, 

공간분업 또는 시너지, 협력, 혁신 등에 입각하여 

외부 경제를 촉진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

재헌(2002)은 전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시체계 전체를 네트워크도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김주영(2003)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도시체계

의 효율성을 고찰하면서 전국의 도시체계가 네트

워크도시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오혁·신철지(2005)는 네덜란드의 란드스타트 

지역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네트워크도시 이론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바탕을 둔 권역별 지역연

구의 사례로, 권오혁(2009)은 이 이론의 관점에서 

영남권 도시들의 연계구조를 분석하고, 이 지역에 

형성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형태 및 도시들의 

상대적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상호의존성 등이 

네트워크도시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하

였다. 손정렬(2011a)은 도시들 간 관계의 특성 가

운데 규모중립성(다핵성), 상호보완성, 수평적 접

근성(쌍방향적 연계)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활용하

여 수도권지역이 네트워크도시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김동주 외

(2011)는 네트워크도시 또는 다중심도시체계 이론

에 바탕을 두고 도시 간 연계성에 의한 권역의 경쟁

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송영일 외(2014)는 

네트워크도시 체계 구축에 바탕을 둔 중소규모 도

시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연구들 가운데 특히 권오혁(2009)
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원용하고자 하는 이론과 대

상 지역이 동일하다. 영남권에는 모두 21개 도시들

이 있으며, 2012년 이들의 인구수 및 산업종사자

는 1,310만명, 478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6.0%이다. 영남권은 수도권과 더

불어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정을 주도했다. 특

히 1970년대 이후 영남권의 동남임해지역을 중심

으로 대규모 공업단지들이 조성되면서 국가의 산

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가 

도약하는 주요 동력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포드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분공장과 분

리된 본사들이 대부분 서울과 주변 수도권으로 이

전하면서, 영남권의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침체하

게 되었다(박양춘 외, 2003). 뿐만 아니라 1990년
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및 여타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서 영남권 도시들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산업구조와 공간 재편

을 통해 영남권의 발전 전망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

토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긴요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남권 도시들의 특성을 네트

워크도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연구하지만, 연구 목

적은 권오혁(2009)과는 다소 다르다. 즉 권오혁의 

연구는 이 지역에 “형성된 도시회랑과 광역적 산업

클러스터의 구조 분석을 통해 그것이 네트워크 도

시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반면 본 연구는 영남권 도시들이 네트워크도

시의 전형적 형태인지 여부를 밝히거나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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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도시 이론에서 강조되

는 도시들의 경제적 전문성의 정도, 즉 산업 특화

도 및 도시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즉 산업 연계

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양 연구는 암묵

적으로 네트워크도시를 영남권 지역 발전을 위한 

규범적 모형으로 간주하지만, 본 연구에서 네트워

크도시체계는 영남권 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이념

형으로 인식된다. 특히 지방의 각 도시나 지역들이 

권역 내 도시나 지역보다는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

계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도시 이

론은 영남권 도시들이 각각 특화된 산업들을 가지

고 권역 내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개별 도시들뿐 

아니라 권역 전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또한 네트워크도시에 관한 국내 연구

들의 경험적 분석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첫째, 네트워크도시에 관한 국내 연구들

은 대체로 도시들 간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

면, 개별 도시들의 산업 특화도와 같은 경제적 특

성에 대해서도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도시 이론에서 도시 간 연계성에 대한 관

심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들 간의 상

호교류의 증대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별 도시들의 도시들의 특화된 산업들 간 상호보

완성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를 부각시키

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남권 

내 개별 도시의 산업의 특화도 및 도시들 간 연계성

을 동시에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네트워크도시 이론을 원용한 경험적 연구

들에서 지역의 전문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분석하

기 위해 매우 다양한 계량적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

지만, 어떠한 기법들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없다. 예로, 권오혁(2009)은 고속도로망, 

도시의 중심성(또는 지배력), 도시간 연계와 기능

적 분화, 네트워크도시의 인구 성장률 등을 계량적 

분석 없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손정렬(2011a)은 

인구분포의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입지지니계수, 

도시산업부문의 고용비율에 따른 권역 간 비교, 권

역 간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근인구비율을 이

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

에서도 다른 기법들이 사용되고 이로 인해 서로 다

른 분석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연구대상 지역의 도

시들이 어떠한 특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네트워크도시로 평가될 수 있는가의 여부

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도시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한

편으로 개별 도시의 경제적 특성, 예로 특화산업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 간의 산업 연계성 또는 네트

워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별 산업 특

성 분석, 도시와 산업 결합 분석, 그리고 권역 전체 

분석에 각각 필요한 분석기법들을 선정하여 활용

하고자 한다. <표 1>은 이를 나타낸 것이며, 다음 

절에서 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선

정된 분석기법들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을 원용한 

연구에서 활용가능한 기법들 가운데 일부이다. 즉 

관련 연구들은 이들을 변형하거나 다른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도시 이

표 1. 영남권 도시 특화산업 및 연계성 분석을 위해 적용한 기법들

구분 도시와 산업 결합 분석 도시별 산업 분석 권역 전체 분석

도시 특화산업 분석
변이할당분석

(Shift-share method)

입지계수

(Location quotient)
입지지니계수

(Locational Gini coefficient)

도시 간 연계성 분석
대응분석

(Correspondence analysis) 
국지적 모란지수

(Local Moran’s I 또는 LISA)

글로벌 모란지수 

(Global Moran’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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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방법론적으로 더욱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분

석기법들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3. 분석기법 및 선행연구

1) 도시 특화산업 분석

한 도시의 특화산업은 다른 도시들보다 비교 우

위에 있는 산업으로, 해당 도시에 전문화되어 성장

을 주도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특화산업은 해당 도

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이나 전체 지역(국가 또

는 권역)의 산업구조나 기술의 변동에 따라 동태적

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한 도시의 특화산업이 그 도

시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나 지역의 산업들과 긴밀한 연

계성을 구축하여 공간적 분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이

유는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

교우위가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다른 필

요한 재화 및 서비스는 지역 간 교역을 통해 교환함

으로 국가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의 생산

성 증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박원

석,이철우, 2005, 467). 
도시의 특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흔히 ‘입지계

수’(location quotient) 분석이 이용된다. 입지계수

는 어떤 한 도시 또는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체 지

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특화 정도를 나타

낸 지수이다. 특화산업은 개별 도시의 자원, 노동

력,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지만, 다

른 도시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특화 정도를 나타내

는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주로 분석된다. 입지계수

(LQi)를 구하는 공식(1)은 아래와 같다.

LQij=
Qij

Q j
/

Qi

Q  (1)

Qij=j지역 i산업 종사자수

Qi=전국 i산업 종사자수

Q j=j지역 총 종사자수

Q=전국 총 종사자수

입지계수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부

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지역 간 

또는 상이한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이의 

분석을 통해 전체 분석대상지역에서 특정 지역 내

에 강세를 보이는 산업 부문 혹은 약세를 보이는 산

업 부문이 타 지역과 어떠한 산업 연계를 가지는가

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입지계수는 계산법이 

단순하며, 분석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

진다. 또한 이 수치는 특정 지역 내에서 차지하

는 산업부문의 비중이므로 특정 지역의 전체 산

업 규모에 따라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전체 산업규모가 작을 경우 특

정 산업부문이 조금만 집중하여도 특화 산업으

로 간주될 수 있다. 입지계수의 이와 같은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변이할당분석과 같은 기

법을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입지계수를 이용한 지역 특화산업의 분석은 지

리학이나 지역관련 학문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활

용되어 왔지만,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기별로 변화

하고 있다. 즉, 입지계수분석은 1960~70년대에는 

주로 수출산업과 지방의 특화산업을 개발하기 위

한 전략 차원에서 적용되었고, 1990년대에는 지역

별 특화산업 선정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

해, 2000년대에는 업종별 특화산업 파악과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신영

재, 2014). 
최근 입지계수 등을 이용한 영남지역 특화산

업 연구 사례로 박원석·이철우(2005)를 들 수 있

다. 이 연구는 지역 특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지계수분석 및 변이할당분석과 함께 ‘지역성장

률 시차분석’을 사용하여 동남권의 지역별 특화산

업을 도출하였다. 이춘근(2012)은 경북지역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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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입지계수 등을 기준으로 주

력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산업연관표에 근거하

여 권역간 연계성을 분석했다. 도시 간 네트워크 

측정에서 입지계수가 사용된 사례연구로, Oort et 
al(2010)은 란드스타트의 기업 간 관계에 관한 자

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보완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하여 중력모형 및 회귀분석과 더불어 입지계수를 

다소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

입지지니(localtional Gini)계수는 인구분포와 소

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공간적으

로 응용한 것으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미국 산업

의 상대적 입지집중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쿠르그

만(Krugman)이 개발한 지수이다(손정렬, 2013). 
식(2)는 권역 내 k산업 부문의 입지지니계수를 계

산하는 식이며, 이에 따라 도출된 수치는 0~0.5 사
이의 값을 가진다. 분석 지역 내에서 특정 산업 부

문이 전체 산업 분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도시들

에 분포되어 있을수록 0, 특정 산업 부문이 특정한 

도시에 모두 집중되어 있을수록 0.5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손정렬(2013)은 한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입지지니

계수와 모란지수, 상관계수, 이변량모란지수를 사

용했다.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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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전체 도시의 수

xi
k
(j)=도시 i(j)의 k 부문 고용

xi(j)=도시 i(j)의 전체 고용

입지계수와 함께 도시나 지역 산업의 분포 특

성의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변이할당방법

(shift-share method)이다. 이 방법은 지역 경제 특

성의 변화(예로 고용성장, 소득증가 등)를 3가지 

구성요소 또는 효과, 즉 전국(또는 권역)경제성장

효과, 지역산업구조효과, 지역경쟁할당효과 등으

로 분류하여 지역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식

(3)은 이들 각각을 구하는 식을 나타낸 것이다. 

(총 변화효과)  TCE=NGEij+IMEij+RSEij

(전국경제성장효과)   NGEij=Eij[O]
⎛
⎝

⎞
⎠

E[t]

E[o]
-1

(산업구조효과)   IMEij=Eij[O]
⎛
⎝

⎞
⎠

Ej[t]

Ej[o]
-

E[t]

E[o]

(지역할당효과) RSEij=Eij[O]
⎛
⎝

⎞
⎠

Eij[t]

Eij[o]
-

Ej[t]

Ej[o]
 (3)

Eij[O]: 기준년도 i지역 j산업 부분의 고용인구

Eij[t]: 대비년도 i지역 j산업 부분의 고용인구

Ej[O]: 기준년도 전국 j산업 부분의 고용인구

Ej[t]: 대비년도 전국 j산업 부분의 고용인구

E[O]: 기준년도 전국 전 산업 부분의 고용인구

E[t]: 대비년도 전국 전 산업 부분의 고용인구

3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전국경제성장효과는 일

정기간 동안 i지역 j산업부문의 생산액 혹은 고용

인구의 변화량 중에서 전국의 성장으로 유발된 변

화 몫을 의미한다. 지역산업구조효과는 전국 차원

에서 j산업부문의 성장률에서 전체 산업의 평균 성

장률을 뺀 j산업의 순성장이 i지역 j산업에 대해 유

발한 효과를 뜻한다. 지역경쟁할당효과는 전국의 

여타 지역에 대비한 i지역의 경쟁적 가치를 나타낸

다. 이 값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시장의 

입지, 수송의 편의, 인구유입 등에 따라 다른 지역

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경쟁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경쟁할당효과는 지역 간의 경쟁력을 통한 지

역성장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변이할당분석은 한 도시나 지역의 일정 기간 산

업성장 및 변화를 전국 또는 다른 도시와의 관계 하

에서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함으로써 도시 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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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산업 간 비교에 용이하게 사용된다. 특히 이 기

법을 통해 산출되는 3요소 가운데 지역의 고유한 

입지상 이점에 귀속된다고 간주되는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세련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변필성 

외, 2005). 이 분석방법은 주어진 기간 동안 종사

자수의 변화 이유를 계량적 기법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연구 사례로, 변필성 외

(2005)는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이 기법

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 지역 경

쟁력을 측정하여,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

역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영명 외(2010)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이

용하여 특화산업을 파악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김홍배·김현주(2001)
는 변이할당모형의 각 성장 요인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수정된 변이할당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적 변이할당모형에 비해 수정된 

모형의 예측력이 높고, 실제 관측값과의 오차율의 

분산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김학

훈(2010) 역시 변이할당분석기법을 확장시킨 모형

을 수정 사용하여 청주의 고용성장과 산업변화를 

분석하여 산업부문별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2) 도시들 간 산업 연계성 분석 

개별 도시나 지역의 특화산업 분석은 특정 산업

이 특정 지역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가, 즉 지

역 특화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산업 간 또

는 지역 간 연계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네트워크

도시 이론에 바탕을 둔 도시체계 연구는 개별 도시

의 산업 특화도 분석과 더불어 동일 산업 또는 다른 

산업들 간에 어떤 관계 또는 연계성이 있는가를 고

찰해야 한다.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다차원 척

도법의 하나로, 다중대응분석 또는 대응일치분석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기법은 행 자료(산업유

형이나 만족도와 같은 범주 자료)와 열 자료(개인

이나 지역과 같은 케이스 자료)를 저차원 공간상의 

점들로 나타내어 그들 간 관계를 탐구하는 탐색적 

자료 분석기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케이스와 범주 

자료를 동시에 고려하여 동질성이 높은 개체들을 

소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응분석 결과

를 해석하기 위해, 2차원 좌표 그림이 주로 선호되

는데, 이는 2차원에서 행과 열 자료의 대응관계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기법은 2차원 좌표에 행 자료와 열 자료

를 동시에 표시하거나 또는 군집분석 등을 통해 이

들을 소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대응분석

은 단순한 교차분석에서 벗어나 변수 간 관계를 가

능한 적은 수의 차원으로 표시하여 그 내적 구조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분석기법은 2차

원 행렬로 나타낸 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2차원 좌표에 도식화시켜주는 분석기법으로 

2개 차원의 설명력이 70% 이상이 되면 행과 열 자

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지만(구승희, 2007), 범
주 자료가 많을 경우 그 이하인 경우에도 2차원 좌

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기도 한다(이시영 외, 2001). 
그러나 요인분석이나 주성분분석과 마찬가지로 대

응분석 역시 공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본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신영

지·김성호, 2013). 
대응분석은 지리학이나 지역연구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Kloosterman and Lam-
bregts(2001)는 란드스타지역의 주요 13개 도시의 

창업 빈도의 시간적 변화를 시각화하여, 어떤 수준

의 공간적 연계에서 경제활동의 클러스터화 경향

이 나타나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

석 기법은 관광시장 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범주형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예로, 관광학 분야에서, 최승담·서정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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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응분석을 활용하여 중국관광객의 특성을 연

구하였으며, 신영지·김성호(2013)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해 이 방법

을 활용했다. 이시영 외(2001)의 연구는 지역별 산

불 원인과 기상조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승

희(2007)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브랜드를 의인화 

이미지와 관련시켜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최경호

(2009)는 전라북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과 세부 

지역별 득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란지수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대표적

인 지수로 공간상에서 단일변수의 공간적 자기 상

관 정도를 나타낸다. 즉 모란지수는 공간상에서 특

정 현상의 분포패턴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는가, 혹

은 무작위의 패턴을 가지는가를 알려주는 지수이

다(손정렬, 2011b). 모란지수는 통상적인 상관계수

를 유추한 것으로,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공간적인 집중의 양상이 강

할 때 (+)값을, 분산의 경향의 강할 때 (-)값을 가

진다(정준호·김선배, 2005). 입지지니계수는 도

시별 산업의 상대적 집중도를 나타내지만, 모란지

수는 실제 공간상에서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입지지니계수

와 모란지수는 분포패턴을 설명하는데 상호보완적

이라고 할 수 있다(손정렬, 2013). 
모란지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공간 가중치 행렬

을 지정하고, 가중치에 의해 공간단위 간의 인접

관계를 수치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리척도와 

인접성 척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리척도는 역거

리 함수를 이용하고, 인접성 척도는 관측개체(단

위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수나 경계를 공

유한 지역의 수가 몇 개인지 등을 이용하여 공간가

중치 행렬로 나타낸다(Anselin, 1995). 글로벌 모

란지수(global Moran’s I)는 지역 전체의 공간적 자

기상관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그러

나 이 수치로 지역간 공간적 자기상관을 파악할 수

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 또는 LISA: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
sociation)를 활용해야 한다. 국지적 모란지수는 관

측개체 주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사한 값들의 

공간적 군집을 나타내며, 모든 관측개체의 통계량

의 합은 공간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글로벌 모란지

수와 비례한다(정준호·김선배, 2005). 
글로벌 모란지수와 국지적 모란지수를 구하는 

수식은 식(4), (5)와 같다. 모란지수는 지역별 자

료를 시각화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추가적으로 

활용한 모란산포도, 핫스팟지도 등을 이용하여 

공간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Global Moran’s I:

I=
N

(

Wij(Xi-X̄ )(Xj-X̄ )

(Xi-X̄ )2Wij)

n
∑
i=1

n
∑
i=1

n
∑
i=1

n
∑
j=1

n
∑
j=1

 (4)

Local Moran’s I:

Ii=
(Xi-X̄ ) Wij(Xj-X̄ )

(Xi-X̄ )2n
∑
i=1

n
∑
j=1N2

n
∑
i=1

n
∑
j=1

⎧
⎪
⎩

⎧
⎪
⎩

 (5)

N=지역의 수

Xi=i시의 산업종사자수

Xj=j시의 산업종사자수

X̄ =평균 종사자수

Wij=가중치

지리학 분야의 응용 사례로, 정준호·김선배

(2005)는 모란지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집

적의 공간적 패턴과 구조를 분석하여, 주요 산업

집적지가 수도권 일대와 동남권 일대를 중심으

로 분포하는 다핵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손정렬(2013)은 모란지수 등을 활

용하여 한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유형

화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변병설(2004)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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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 토지이용의 군집 형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공간적 자기상관분석기법으로 모란지수를 활용했

으며, 구양미(2010)는 서울 동별 광고산업의 분

석에서 입지계수와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하였고, 

손정렬(2011b)은 자기상관분석을 통해 미국 남동

부 지역에서 도시용수 이용의 공간 패턴과 그 변화

를 파악하고자 했다. 

4. 영남권 도시별 특화산업 분석

1) 입지계수 및 입지지니계수 분석

영남권 도시들의 산업별 특화도를 분석하기 위

해 3가지 분석기법, 즉 입지계수, 입지지니계수, 

변이할당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2012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21개 영남권 시급 도시들의 40개(제

조업 24개, 서비스업 16개)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

하여 상위 5개의 산업과 그 입지계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각 도시별 특화산업들은 대부분 제

조업에 속하는 산업들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계수가 낮게 나타나지만 공

공 서비스와 전기·가스·수도 등 몇몇 서비스 업종

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남권의 중심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의 경우, 입

지계수 순위에서 각각 신발과 의복, 섬유와 인쇄업

과 같은 경공업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960
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들에 집중되었

던 이러한 산업들은 여전히 각 도시의 특화산업으

로 잔존하고 있다. 이 산업들은 흔히 노후산업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기 때문

에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물론 대도

시들에서 이러한 경공업 중심의 특화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의 발달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의 경우 3, 4
위를 차지하는 운수업과 사업서비스업, 대구의 경

우는 4, 5위를 차지하는 정밀·광학기기 및 출판방

송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남권의 주요 공업도시들은 중화학공업 중에

서도 각각 다른 산업들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예로, 울산은 석유정제, 화학물질제조업, 

포항은 1차금속, 비금속업, 구미는 전자부품, 비

금속업, 창원은 기타기계장비 및 전기장비, 그리

고 거제는 기타운송장비와 과학기술부문이 각 도

시의 특화산업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에서 

입지계수가 큰 상위 5위까지의 산업들은 석유정제

나 화학물질, 자동차 산업 등이며, 이는 울산이 영

남권 나아가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공업도시임

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울산과 함께 동남공업벨트

를 이루고 있는 창원의 경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기계공업 

집적지로, 기계공업과 관련한 많은 대기업을 비롯

해서 후방연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이종호, 2011). 이에 따라 창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계·장비 제조업과 전기 장비 제조업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난다. 

거제와 통영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업의 특화도

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 점은 이 도시들에 발달

한 조선업이 과거 소규모 어선 건조 수준에서 최근 

대형 상업 선박 건조 등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의 새

로운 주력산업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조선업은 선

박 건조에 필요한 자연환경적 조건 때문에 특화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입지지니계수도 0.377로 

지역 집중도가 매우 높다. 포항은 1970년대 종합 

제철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경

기 활성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도시로, 1차 금속의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영남 내륙에 위치한 공

업도시인 구미는 전자부품을 비롯한 반도체와 컴

퓨터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특히 구미공단에는 전

자·컴퓨터·반도체·컴퓨터·통신장비 등 15개 첨

단 업종 산업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 전자부품제조

업에 높은 특화도를 보인다. 

경산, 경주, 영천, 사천 등은 광역 대도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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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시의 특화산업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

급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경산은 대구에 인접한 

교통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등의 이점으

로 대구에서 이전해 오거나 신설한 섬유공장의 영

향으로 섬유업의 입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울산에서 발달한 자동차산업은 많은 부품 제

조 하청업체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인접 지역인 

경주와 영천, 경산 등에 주로 입지한다. 특히 경주

는 울산의 자동차 산업 단지에 부품 등을 생산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방연계의 역할을 하면서 중

화학공업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

업이 특화되어 있다. 통영과 거제에 특화된 조선업

의 발달은 고성, 사천 등 인근 지역까지 관련 산업

을 확산시킴에 따라(우주호, 2010), 그 파급 효과로 

인해 이 도시들에서도 기타 운송장비(조선)의 입지

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 밖에 농촌배후도시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입

지하는 공장이나 산업단지, 특산물, 원료 등의 영

향을 받아서 지역마다 다양한 특화산업들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배 제조업의 경우, 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경북 김천시에 원료공

장을 조성하고, 영주시에는 제조공장을 입지시켜 

지역간 연계된 생산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 도시

들에서 입지계수 값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안동의 경우 음료 제조업의 입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통적인 주류 제조업에 종

사자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

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의 조성은 안동지역의 의

 표 2. 영남권 도시들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입지계수(2012년, 상위 5위 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산업 입지계수 산업 입지계수 산업 입지계수 산업 입지계수 산업 입지계수

부산 신발 2.907 의복 2.040 운수 1.464 사업서비스 1.376 기타제품 1.295 

대구 섬유 2.438 인쇄 1.696 의복 1.494 정밀·광학기기 1.424 출판·방송 1.407 

울산 석유정제 8.065 화학물질 4.374 자동차 3.378 기타운송장비 2.788 가구 1.371 

포항 1차 금속 6.884 비금속 3.142 건설 1.467 전문·과학서비스 1.397 하수·폐기물 1.328 

경주 가구 8.033 전기·가스·수도 5.782 자동차 2.962 목재 2.483 비금속 2.244 

김천 담배 16.995 종이 5.571 화학물질 3.920 비금속 3.550 전자부품 3.006 

안동 음료 7.004 의약품 5.047 식료품 2.375 전기·가스·수도 1.939 출판·방송 1.765 

구미 전자부품 14.688 비금속 3.324 정밀·광학기기 3.025 화학물질 2.300 고무·플라스틱 2.127 

영주 담배 36.977 식료품 3.202 화학물질 1.794 전기·가스·수도 1.705 공공서비스 1.633 

영천 의약품 6.261 비금속 4.004 자동차 3.644 섬유 3.239 화학물질 2.792 

상주 의약품 13.504 식료품 5.161 음료 3.434 비금속 2.853 공공서비스 2.389 

문경 비금속 3.376 의약품 3.262 음료 2.836 식료품 2.760 공공서비스 2.474 

경산 섬유 3.583 고무·플라스틱 2.424 자동차 2.389 정밀·광학기기 2.326 기타제품 2.243 

창원 기타기계·장비 2.765 전기장비 2.544 음료 2.079 금속가공 1.491 정밀·광학기기 1.447 

진주 종이 1.927 건설 1.772 공공서비스 1.454 교육 1.397 보건·복지 1.309 

통영 기타운송장비 8.091 전기·가스·수도 1.801 공공서비스 1.553 식료품 1.373 숙박·음식 1.360 

사천 담배 19.109 기타운송장비 4.973 식료품 2.463 하수·폐기물 1.879 기타기계·장비 1.598 

김해 목재 3.759 고무·플라스틱 3.635 기타기계·장비 2.621 금속가공 2.388 가구 1.964 

밀양 비금속 4.865 음료 3.017 섬유 2.299 기타제품 2.043 공공서비스 2.005 

거제 기타 운송장비 13.463 전문·과학서비스 1.796 건설 1.562 금속가공 1.554  - - 

양산 담배 15.087 고무·플라스틱 6.099 의약품 5.601 음료 4.181 종이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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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특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안동과 함께 이 산업의 특화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영천과 상주를 들 수 있다. 상주는 한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약재배와 생산, 한방상품

제조, 한약재 가공, 한방 연구 및 개발 등을 촉진함

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영천도 국

내 약재 유통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한방의료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입지계수 분석이 각 도시별 특화산업 또는 산업

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지지니

계수 분석은 영남권 전체에서 각 산업들의 집중 또

는 분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은 

2007년 및 2012년 영남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각 산업별 입지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6개 산업, 즉 담배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및 석유정제 제조업이 0.25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이 산업들이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들

은 모두 입지지니계수 값이 0.17 이하로 나타나 상

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
년에 비해 2012년 입지지니계수 값이 증가(0.01 이
상)한 산업은 의복, 비금속, 의약품, 고무플라스

틱, 전자부품, 섬유 등이며, 이들의 입지 분포는 상

대적으로 집중하여 특화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

된다. 반면 입지지니계수가 감소(-0.01 이상)한 산

업은 신발, 자동차, 종이, 정밀광학기기, 1차금속, 

기타제품 등으로, 이들은 점차 분산(또는 확산) 입

지하여 특화도가 감소한 산업들이다. 

영남권에서 입지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담배제조업으로 0.425의 값을 보이고 있다.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남권에서 담배제조공장은 

김천과 영주, 사천와 양산 등 네 도시에만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입지지니계수가 높은 산

업은 기타운송장비업, 전자부품업의 순이다. 기타

운송장비업의 입지지니계수가 높은 것은 거제와 

통영 및 그 인접지역인 고성과 사천 등에 집중적으

로 분포한 조선업에 기인한다. 반면 전자부품업의 

입지지니계수 값이 높은 것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와 이에 인접한 김천에 입지한 반도체와 컴퓨터 산

업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은 구미와 김천 등이 전

자부품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 외에도 석유정체, 고무,플라스틱제

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입지지니계수를 보이며, 

이들이 특정 도시들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것은 정

부주도적인 산업단지 조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공업 가운데 신발산업의 입지지니계수가 0.344
로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특

히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 모든 도시들이 기본적

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 집중도가 약하다. 이

에 따라, 제조업에 비해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표 3. 영남권 제조업 및 서비스업 입지지니계수

제조업 서비스업

산업 2007 2012 산업 2007 2012 산업 2007 2012 산업 2007 2012 산업 2007 2012

담배 0.425 0.425 기타운송장비 0.376 0.377 전자부품 0.357 0.375 사업서비스 0.167 0.146 전기·가스·수도 0.135 0.137

신발 0.354 0.344 의약품 0.278 0.307 석유정제 0.289 0.296 공공서비스 0.097 0.100 전문·과학서비스 0.083 0.095

가구 0.243 0.248 고무·플라스틱 0.222 0.237 섬유 0.221 0.233 출판·방송 0.084 0.089 건설 0.066 0.074

의복 0.209 0.224 자동차 0.231 0.220 정밀·광학기기 0.238 0.219 하수·폐기물 0.074 0.074 금융·보험 0.068 0.067

화학물질 0.219 0.213 전기 장비 0.212 0.212 1차 금속 0.212 0.200 운수 0.059 0.062 교육 0.050 0.056

음료 0.194 0.193 종이 0.206 0.185 기타기계·장비 0.187 0.178 예술·스포츠 0.059 0.054 부동산 0.057 0.052

비금속 0.141 0.151 금속가공 0.156 0.149 식료품 0.127 0.136 도·소매 0.048 0.048 보건·복지 0.067 0.048

목재 0.125 0.132 인쇄 0.118 0.117 기타제품 0.139 0.114 기타개인서비스 0.047 0.047 숙박·음식 0.03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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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서비스업들 가운데 입지지니계수 상위 4
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서비스

업, 공공서비스업, 전문·과학서비스업 순이다. 사

업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들 가운데 금융·보

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으로 다른 조

직이나 기업체에 법률, 회계, 조사, 정보관련, 광

고, 인력 공급, 사업 경영상담, 연구 개발 등 전문

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사업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전문 기술과 지식을 필요

로 하며, 따라서 고급 노동력이 선호하는 거주 및 

환경 요인들을 갖춘 대도시들을 지향한다. 이로 인

해 서비스업들 가운데 사업서비스는 입지지니계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특히 입지계수 분석에서도 

부산(1.376), 대구(0.138), 울산(1.001)에서 특화도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변이할당분석

입지계수 및 입지지니계수 분석은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 어느 정도 특화되었는가, 그리고 특정 

산업이 권역 전체에서 어느 정도 집중 또는 분산되

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

들은 특정 산업의 입지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변

화했으며, 변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는가

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변이할당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남권의 

각 도시들에서 어떤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

는가, 특히 2007년 대비 2012년 그 도시의 특정 산

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도시 그 자체의 요인(즉 도

시경쟁력효과)이 얼마나 작용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이할당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이할당분석의 3가지 구성요소들 가운데 본 연

구에서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지역할당(경쟁)효과

이다. 왜냐하면 각 도시의 산업별 지역할당효과는 

그 도시의 특성에 기인하여 해당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는가, 즉 해당 산업의 성장에 그 도

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제조업(중분류)과 서비스업의 40개 업

종의 각 도시별 지역할당효과의 결과 값을 1위부터 

5위까지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부산의 경우 입지계수에서는 4위인 사업서비스

가 지역할당효과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

의 전체 산업의 종사자수는 2007년에 비해 2012
년에 44,058명 증가했는데, 이 중 사업서비스에서 

6,241명으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특히 사업

서비스의 지역할당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이 산업

이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는 업종임을 

의미한다. 그 외 지역경제의 성장에서 경쟁력이 높

은 산업은 기타운송장비, 예술·스포츠, 정밀광학

기기, 전기장비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입지계수가 

높았던 신발, 의복, 운수업 등은 지역할당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경쟁력이 큰 업종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는 입지계수에서 1위인 섬유산업이 

지역할당효과에서도 1위로 나타나며, 의복과 정

밀·광학기기도 입지계수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높

게 나타난다. 이는 대구에서 섬유산업이 가장 특화

되었을 뿐 아니라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 점은 섬유산업이 절대적 성장산업임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비

해 2012년 대구 섬유 산업의 종사자수 증가는 252
명에 불과하지만, 영남권 전체의 섬유산업 종사자

가 2,025명 감소한 결과로 인해 지역할당효과가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산

업의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인접한 구미, 경산, 영

천 등에서도 섬유산업의 지역할당효과가 높은 것

은 이 지역들에서 집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섬유산업과는 달리, 새로

운 첨단기술산업에 속하는 정밀·광학기기산업의 

지역할당효과가 높은 것은 이 산업이 대구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울산은 전기장비업이 지역할당효과에서 1위를 

차지한다. 이 업종은 전체 종사자의 규모가 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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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제조업은 입지계수와 지역

할당효과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이 기간 증가한 종사자수(2,306명)는 산업 전체에

서 가장 많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화 및 경쟁력을 갖

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입지계수에서 3위를 차

지한 자동차산업은 울산의 산업종사자수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 산업

이 발달했기 때문에,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상대적

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예로, 경주

에서 자동차산업의 지역할당효과 값이 2~5위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울산의 자동차 산업의 확산으로, 경주의 외동

산업단지 등에서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가 집중하

여 발생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창원에서 상위 5위에 속하는 산업들의 지역할당

효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특히 1
위인 보건·복지서비스업은 영남권 전체 도시들의 

지역할당효과 값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

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창원의 종사자수 증감

을 살펴보면, 산업 전체에서 28,786명 증가하였는

데, 이 중 보건·복지부문이 7,947명으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할당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창원의 지역할당효과의 상위 5개 업종이 모두 서비

스업 분야라는 점이다. 이는 2010년 7월, 창원시가 

마산시·진해시와의 통합을 기점으로 지역 경제가 

상승세를 보였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이를 

표 4. 영남권 도시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역할당효과(2007~2012년, 상위 5위 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산업 지역할당 산업 지역할당 산업 지역할당 산업 지역할당 산업 지역할당

부산 사업서비스 1306 기타운송장비 929 예술·스포츠 857 정밀·광학기기 468 전기장비 447

대구 섬유 1139 정밀·광학기기 1041 전자부품 911 예술·스포츠 312 의복 304

울산 전기장비 1620 화학물질 1088 전자부품 1028 금융·보험 337 정밀·광학기기 273

포항 금속가공 515 전문·과학서비스 490 도·소매 274 비금속 174 전기장기 138

경주 자동차 968 고무·플라스틱 235 하수·폐기물 206 전기·가스·수도 170 비금속 135

김천 전자부품 427 건설 295 기타개인서비스 220 예술·스포츠 115 비금속 92

안동 의약품 63 음료 45 전문·과학서비스 30 부동산 26 고무·플라스틱 25

구미 기타개인서비스 436 섬유 370 비금속 230 전자부품 189 1차금속 151

영주 건설 479 도·소매 129 금융·보험 88 운수 48 의복 46

영천 건설 536 자동차 394 사업서비스 207 섬유 87 예술·스포츠 56

상주 도·소매 115 의약품 72 식료품 56 예술·스포츠 40 부동산 32

문경 건설 147 고무·플라스틱 112 행정서비스 104 교육 99 화학물질 70

경산 교육 660 자동차 595 섬유 307 고무·플라스틱 266 행정서비스 220

창원 보건·복지 5069 전문·과학서비스 2599 기타개인서비스 2472 숙박·음식 1844 사업서비스 1198

진주 건설 3255 보건·복지 2044 교육 1674 운수 1344 행정서비스 1274

통영 기타운송장비 3353 숙박·음식 1213 보건·복지 1011 도·소매 565 운수 296

사천 건설 1397 금속가공 1191 도·소매 891 보건·복지 883 자동차 497

김해 도·소매 4369 보건·복지 4349 금속가공 3434 숙박·음식 2674 사업서비스 1691

밀양 보건·복지 580 비금속 457 건설 444 자동차 438 기타기계·장비 371

거제 기타운송장비 5375 건설 3402 전문·과학서비스 2530 사업서비스 1422 보건·복지 986

양산 보건·복지 3150 숙박·음식 1702 도·소매 1642 고무·플라스틱 1633 자동차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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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서비스업 분야가 성장한 것이라 추정된

다. 

영남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지역할당효과를 보

이는 것은 거제시의 기타 운송장비업이며, 이 산

업은 통영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할당효과를 보이

고 있다.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은 경남지역의 수출

을 주도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

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선박건조업을 포함하는 기

타 운송장비업의 지역할당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즉 통영과 거제에서 기타운송장비업은 입지계수의 

특화도와 지역할당효과 양 측면에서 모두 1위를 차

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거제와 통영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높음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거제의 

경우에는 건설업, 전문·과학서비스, 그리고 사업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업종들도 높은 지역할당효

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성장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부산의 교외도시인 김해와 양산, 대구의 

교외도시인 경산 등에서는 지역할당효과 1위 산업

들이 모두 도·소매, 보건·복지, 교육 등 기본적으

로 소비자 및 공공 서비스업에 속한다. 또한 그 외 

도시들에서도 건설, 도소매업 등에서 높은 지역할

당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은 이 도시들에서 제

조업의 특화도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영남권 도시 간 산업 연계성 분석

1) 대응분석

본 연구에서는 영남권 도시의 산업 연계성을 확

인하기 위해 우선 대응분석기법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및 입지계수 자료를 분석하

였다. 대응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는 도표들에서 점

들 간의 거리는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점

들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관련성을, 점들 

간의 거리가 멀수록 낮은 관련성을 보인다. 대응분

석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

한 거리 안의 점들(산업 또는 도시들)을 묶어주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1>과 

<그림 2>는 영남권 도시들의 제조업 및 서비스산

업의 대응분석 결과에 나타난 행 점 및 열 점의 차

원 점수 값을 군집한 것이다. 

<그림 1, 가>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 

대응분석의 결과를 보면, 구미는 전자부품과 상관

관계가 아주 밀접하며, 다른 도시들과는 거의 연

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영과 거제는 

기타운송장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주변에 

입지한 사천과도 상대적으로 가깝게 나타난다. 앞

에서 논의한 변이할당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거

제와 통영에는 조선업이 발전하였고, 이 때문에 선

박 건조가 포함되는 기타 운송장비와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거제와 통영 두 지역 간

에도 기타 운송장비에 대한 특정한 연계가 있을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울산은 석유정제업에 특화

되어 있지만, 특화의 정도는 구미의 전자부품, 거

제와 통영의 기타운송장비업보다는 커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들과 그 외 중

소도시들은 다른 대부분의 산업과 혼합되어 연계

된 것으로 타난다. 

<그림 1, 나>의 입지계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 

대응분석의 결과를 보면, 종사자수로 분석했을 때

와 마찬가지로 거제와 통영에서는 기타 운송장비

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이 

두 지역에서는 종사자수뿐 아니라 입지계수에 따

른 특화 정도에서도 기타 운송장비와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지계수로 

파악하면, 특화도가 높은 담배 제조업이 영주와 매

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사천, 김천과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이들 지역 간에는 담배 제조업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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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연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가>는 서비스업의 종사자수로 도시와 

산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울산, 포항, 

창원, 거제의 경우 건설 및 전문, 과학서비스와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부산, 대구, 구미 

등의 도시들에서는 도·소매, 부동산, 금융·보험, 

그림 1. 영남권 도시의 제조업 대응분석(2012년)

그림 2. 영남권 도시의 서비스업 대응분석(2012년)

(가) 종사자수 기준 (나) 입지계수 기준

(가) 종사자수 기준 (나) 입지계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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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방송, 운수, 사업서비스 등과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광역시급 도

시가 두 곳이나 포함된 이 군집에서는 부동산, 금

융·보험 및 사업서비스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전기·가스·수도,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등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즉, 소비자 서

비스업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2, 나>는 서비스업의 입지계

수를 사용하여 도시와 산업 간 분석의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경주의 경우 전기·가스·수도와의 상

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군지역이기 때문

에 분석에서 제외된 울진과 더불어 경주시에는 원

자력발전소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특화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광

역시급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군집에서는, 종사

자수로 분석했을 때와 유사하게 부동산, 사업서비

스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

타났다. 안동, 사천, 밀양, 영주, 경산, 통영 등이 

속한 군집에서는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 주로 소비자 서비스업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

타났다. 즉 도시의 서비스업들에 관한 대응분석의 

결과 특징적인 사항으로, 생산자 서비스업들은 주

로 대도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

자 서비스업들은 중·소도시들과 연계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2) 모란분석

모란분석은 산업의 공간적 연계성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

는 모란지수 추정을 위하여 거리기반 공간 가중

치 행렬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인 영남권 도시들

의 경계가 모두 인접해 있지 않는 불연속적인 패턴

을 가지기 때문이다. 영남권 도시들의 중심점을 기

준으로 GeoDA를 활용하여 도출된 임계거리는 약 

37.7km였다. 즉, 분석단위 지역 i와 또 다른 지역 j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기준거리(37.7km)보다 짧으

면 가중치 행렬(W) i행 j열의 값은 1이 되고, 기준

거리 이상이 되면 0으로 설정된다. GeoDA를 이용

하여 임계거리 및 가중치 행렬을 도출한 이후, Arc 
GIS프로그램의 Spatial Statistics Tool을 활용하여 

모란지수를 분석하고 지도화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모란지수의 분석을 위하여 종

사자수가 많은 산업들을 순위에 따라 선정하였으

며, 선정된 업종 중에 분포가 상대적으로 각 도시

들에 비교적 균등하게 입지한 업종들은 제외하였

다. 그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각각 상위 4개 업

종으로 제조업에서는 섬유, 금속가공, 전자부품, 

자동차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는 건설, 도소매, 금

융보험, 사업서비스업이 선정되었으며, <표 5>는 

선정된 8개 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모란지수를 분

석한 결과이다. 

글로벌 모란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공간적

으로 집중됨을 의미하는데, 영남권에서는 섬유산

업이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1에 가까울수록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음을 의

미하는데, 서비스업종들은 상대적으로 그 값이 낮

고, 특히 금융보험 서비스는 분석한 대상 업종 가

운데 공간적 자기상관이 가장 낮은 분산의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보험서비스는 입

지 선정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의 유무가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고객이 있는 곳에 입지

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표 6>은 위의 8개 산업들 가운데 섬유, 자동차, 

금속가공, 도·소매업 2012년 입지계수를 바탕으

로 로컬 모란지수 값을 정리한 것이다. 산업별 공

간적 자기상관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0.05 유

의수준에서 도식화한 것이 <그림 3>이다(이 4가

지 산업 외에 다른 4가지 산업들은 로컬 모란지수 

값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글로벌 모란지수 값이 가장 큰 섬유산업의 경우 

대구(HH), 경산(HH), 영천(HH) 지역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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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HH는 대상지역의 

값도 높고 주변 지역의 값도 높은 지역으로, 대구

를 중심으로 한 섬유 관련 제조업의 클러스터가 형

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도시들은 대

구와 함께 섬유산업의 집적지로 발달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동차산업은 울산과 경주, 영천이 HH로 나

타나고, 포항이 LH로 4지역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난다. 울산은 중화학 공업을 비롯해 조선 산업과 

석유정재, 화학물질, 자동차 산업 등이 발달해 왔

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타 지역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조달하는 중소하청기업들과 밀접한 연계

를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 집중도가 약하다. 실

제로 영천시는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체

표 5. 영남권 도시들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글로벌 모란지수(2012년, 입지계수 기준)

섬유  금속가공 전자부품 자동차

0.771209 0.207052 0.187107 0.470147

건설 도소매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0.116127 0.0949632 -0.173677 0.127748

표 6. 영남권 도시들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로컬 모란지수(2012년, 입지계수 기준)

섬유 자동차 금속가공 도소매 

부산 -0.0600 -0.4747 -1.0863 -1.3417
대구 3.2578* -0.3440 0.0690 -0.9372
울산 -0.0730 4.3182* -0.7832 1.3857
포항 -1.5292 -3.5180* -0.6060 -0.3649
경주 -0.1398 5.7387* 0.2883 0.8713
김천 -0.3460 -0.1024 0.0801 0.6669
안동 -0.2138 0.8644 1.4958 2.1926*

구미 -0.8047 0.2350 0.1787 -0.3453
영주 -0.2138 0.8644 1.4958 2.1926*

영천 2.9276* 4.4493* 1.0500 0.6057
상주 0.0141 0.5742 1.0256 -0.7049
문경 0.4729 0.2367 0.9270 0.3073
경산 11.2380* 2.0159 0.1879 -0.7971
창원 -0.2875 -0.1346 3.0669* 0.5679
진주 0.4184 0.0783 -0.1919 0.1123
통영 0.5485 0.8691 -1.0873 -1.6793
사천 0.4187 0.0783 -0.1919 0.1123
김해 -0.0564 -0.0927 3.9834* -0.0936
밀양 2.1662 -0.5370 -0.2714 -0.5121
거제 1.1479 0.7278 -0.1341 -1.1341
양산 0.0538 0.6378 1.9138 -0.2447

*는 P-Value 0.05 이하에서 유의한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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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를 차지하며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의 특성상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

지만 울산과 포항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가 33%를 차지하며, 

포항종합제철의 영항으로 안강의 풍산금속공장 등 

1차 금속 산업도 발달해  있다. 

반면 포항은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제철과 같은 1

차 금속 제조업이 특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접한 

지역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의 집중이 약하게 나타

나게 되면서 대상지역(포항)의 값은 낮고, 주변지

역(영천, 경주, 울산)의 값은 높은 LH의 자기상관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란분석의 결

과 동일 산업에서는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고 할지라도, 포항과 주변 다른 도시들 간에 연

그림 3. 영남권 도시들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로컬 모란지수 I(2012년, 입지계수 기준)

(다) 금속가공 (라) 도소매

(가) 섬유 (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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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철산업과 자동

차산업(특히 부품산업)은 전후방연계 관계로 밀접

한 연계성을 가지며, 따라서 포항과 울산 및 그 주

변 도시들 간에는 밀접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산

업 간 공간적 분업이 발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금속가공에서는 창원(HH)과 김해(HH)지역의 

자기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금속 가공의 세

부업종들은 가공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렇게 가공된 금속의 상당 부분은 창원에서 입지

계수가 높은 업종인 기계·장비(2.7650 또는 전기

장비(2.544), 정밀·광학기기(1.447) 제조업에 사

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창원과 인접한 지역

인 김해의 금속가공 제조업은 창원 일대의 기계·

금속 단지의 후방 연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높은 

자기 상관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인다.

도소매업의 로컬 모란지수에서는 안동과 영주

가 공간적 자기상관이 HH로 나타난다. 특히 안

동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의 대도시 소재 도매시장을 제외한) 농촌배후도시

들의 도매시장 가운데 가장 큰 거래량을 보일 정도

로, 영남권 북부지역의 물자 집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주도 안동과 비슷한 입지상의 이점을 통

해 도·소매업이 특화되어있다. 이와 함께 영주풍

기인삼시장은 2009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

되면서 도·소매 서비스업의 특성화에 기여하고 있

다. 

이러한 모란지수분석은 권역 전체의 도시들 간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실제 본 연구에서는 모란지수분석의 결

과 일부 업종들에서는 2~3개의 인접한 도시들 간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도시들은 해당 산업을 매개로 도시들 간 광역적 

집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남권 

전체가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6. 분석 종합 및 정책적 함의

네트워크도시 이론에 의하면, 한편으로 개별 도

시들의 특화산업 육성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 도

시들 간 산업 연계성의 확보도 필요하다. 우선 영

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입지계수, 입지지니계수, 변이할당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 7>과 같다. 

부산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이 특화도가 높으면

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며, 기존에 특화도가 높은 

산업은 신발, 의복, 운수 등이고, 최근 경쟁력을 가

진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업종들은 기타운송장

비, 예술스포츠, 정밀과학, 전기장비제조업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는 부산과 더불어 영남권에

서 규모와 영향력이 큰 도시이지만, 부산과 유사한 

면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대구는 정밀광

학기기제조업과 더불어 전통적 산업인 섬유와 의

복이 특화도와 경쟁력이 모두 높은 산업으로 나타

나는 한편, 인쇄, 출판방송의 특화도가 높아서 문

화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전자부품과 예술스

포츠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파악된

다. 

이와 같이 영남권의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에는 

전통적으로 특화산업인 신발, 섬유, 의복 등이 특

화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계속 잔존하

고 있다. 이 산업들은 흔히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

서 낙후되어 결국 도시 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

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인들의 생활에 필

요한 재화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

라는 점에서 그 유의성을 계속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대도시 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산과 대구의 경우 신발이나 섬

유·패션 산업 등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전략적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산

업들을 도시의 주요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생

산체계의 유연화, 제품(디자인)의 고급화 등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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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또한 대도시들에서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특화산업 육성은 첨단기술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

업의 발달과 병행되어야 한다. 대구의 정밀광학기

기 등 첨단기술산업이나 부산의 사업서비스 등 생

산자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다른 산업들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

서 중요성을 가진다. 

영남권의 주요 공업도시들인 울산, 포항, 구미, 

거제 등은 각각 화학물질, 비금속, 전자부품,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이 특화도가 높고 경쟁력도 있는 

산업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공업도시들에서 

최근 해당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

는 전문과학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있음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창원시는 영남권의 주요 공업도시

 표 7.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도 및 경쟁력이 높은 특화산업

도시 특화도와 경쟁력이 높은 산업 특화도가 높은 산업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부산 사업서비스업* 신발*, 의복, 운수, 기타제품
기타운송장비*, 예술·스포츠, 정밀광학, 전

기장비

대구 섬유, 정밀·광학기기, 의복 인쇄, 출판·방송 전자부품*, 예술·스포츠

울산 화학물질 석유정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가구
전기장비, 전자부품*, 금융·보험, 정밀·광

학기기

포항 비금속, 전문·과학서비스 1차금속, 건설, 하수·폐기물 금속가공, 도·소매, 전기장비

경주 전기·가스·수도*, 자동차, 비금속 가구, 목재 고무·플라스틱, 하수·폐기물

김천 비금속, 전자부품* 담배*, 종이, 화학물질 건설, 기타개인서비스, 예술·스포츠

안동 음료, 의약품* 식료품, 전기·가스·수도*, 출판·방송 전문·과학, 부동산, 고무·플라스틱

구미 전자부품*, 비금속 정밀·광학기기, 화학물질, 고무·플라스틱 기타개인서비스, 섬유, 1차금속

영주 -
담배*, 식료품, 화학물질, 전기·가스·수

도*, 공공서비스
건설, 도·소매, 금융·보험, 운수, 의복

영천 자동차, 섬유 의약품*, 비금속, 화학물질 건설, 사업서비스, 예술·스포츠

상주 의약품*, 식료품 음료, 비금속, 공공서비스 도·소매, 예술·스포츠, 부동산

문경 - 비금속, 의약품*, 음료, 식료품, 공공서비스
건설, 고무·플라스틱, 행정서비스, 교육, 화

학물질

경산 섬유, 고무·플라스틱, 자동차 정밀·광학기기, 기타제품 교육, 행정서비스

창원 -
기타기계·장비, 전기장비, 음료, 금속가공, 

정밀·광학기기

보건·복지, 전문·과학, 기타개인서비스, 숙

박·음식, 사업서비스

진주 건설, 교육, 보건·복지 종이, 공공서비스 운수, 행정서비스

통영 기타운송장비*, 숙박·음식 전기·가스·수도*, 공공서비스, 식료품 보건·복지, 도·소매, 운수

사천 -
담배*,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하수·폐기

물, 기타기계·장비

건설, 금속가공, 도·소매, 보건·복지, 자동

차

김해 금속가공 목재, 고무·플라스틱, 기타기계·장비, 가구 도·소매,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밀양 비금속 음료, 섬유, 기타제품, 공공서비스 보건·복지, 건설, 자동차, 기타기계·장비

거제 기타운송장비*, 전문·과학, 건설 금속가공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양산 고무·플라스틱 담배*, 의약품*, 음료, 종이 보건·복지, 숙박·음식, 도·소매, 자동차

주: * 제조업 분야 입지지니계수가 0.25 이상인 산업; 서비스분야 입지지니계수가 0.1 이상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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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마산과 진해와 통합하게 됨에 따라 특화도

와 경쟁력이 모두 높은 산업은 없다. 그러나 기존

의 제조업종들은 특화도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나

는 한편, 보건복지, 전문·과학서비스업 등 서비업

종들이 경쟁력이 큰 산업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

에서 창원시는 인접 도시들과의 통합 이후 산업구

조가 공업중심에서 서비스중심의 대도시형으로 변

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영남권의 공업도시들은 기

존의 중화학산업들의 특화도와 경쟁력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최근 이 산업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

하여 관련 연구개발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된 산업을 더욱 전문화하

기 위하여 관련 전문과학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정책에 바탕

을 두고 산업의 생산시설들을 조성·확충함에 따라 

이 도시들이 육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러한 산업들을 과학기술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산의 근교도시인 김해와 양산은 각각 금속가

공 및 고무플라스틱제조업이 특화도와 경쟁력이 

모두 높은 업종이며, 대구의 근교 도시인 경산은 섬

유, 고무플라스틱, 자동차산업이 특화도와 경쟁력

이 모두 높은 산업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주는 원전 

입지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서비스업 외에 자동

차와 비금속제조업, 영천은 섬유, 및 자동차산업이 

특화도와 경쟁력이 모두 높은 산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변의 대도시인 울산 및 대구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대도시에 인접한 이러한 근교도

시들은 대도시 산업의 확산과 연계를 통해 도시 경

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할 것이다. 

반면 대도시에서 다소 떨어진 경북북부의 도시

들, 예로 안동, 상주 등에서는 음료나 식료품, 의약

품 등이 상대적으로 특화도와 경쟁력이 높은 산업

으로 나타나며, 진주는 전통적인 교육문화도시로

서 건설업과 더불어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업이 

특화도와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파악된다. 정책

적으로 보면, 이 도시들은 각각 도시에 고유한 특

화산업들을 개발하여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대도시 및 다른 중소도시들의 관련 산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일 업종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거나 또는 다른 업종들과 보완관

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8. 영남권 도시들의 연계성 분석 종합

산업
대응분석 모란지수분석

분석자료 분석 결과 분석기법 분석 결과

제조업

종사자수

구미: 전자부품

거제-통영: 기타운송장비

울산: 석유정제

Global 
Moran I

섬유: 공간적 자기상관 높음(집적)

금융보험: 공간적 자기상관 낮음(분산)

입지계수
영주-사천-김천: 담배

거제-통영: 기타운송장비

Local 
Moran I

섬유: 대구-영천-경산(HH)

자동차: 울산-경주-경산(HH)/포항(LH)

금속가공: 창원-김해(HH)

서비스업

종사자수

울산-포항-창원-거제: 전문·과학서비

스, 건설

부산-대구: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출판

방송, 운수

Global
Moran I

분석대상 업종(건설, 도소매, 금융·보험, 사업서

비스): 대체로 공간적 자기상관 낮음

입지계수
경주: 전기·가스·수도

부산-대구-울산: 부동산, 사업서비스

Local 
Moran I

도소매업: 안동-영주(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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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분석과 모란지수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대응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의 경우 구미의 전자부품, 거제-통영의 기타운송

장비, 울산의 석유정제, 영주-사천-김천의 담배 

등이 서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

스업의 경우는 전문·과학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울

산-포항-창원-거제와 연계되며, 사업서비스, 금

융보험, 출판방송, 운수업 등은 부산-대구와 연계

된 것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모란지수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분석대

상 업종(섬유, 자동차, 금속가공, 전자부품)들 가

운데 섬유업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고, 금융보험

서비스업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낮게 나타난다. 국

지적 모란지수 분석에 따라 공간적 자기상관 관계

를 지도화하여 살펴보면, 섬유업은 대구-영천-경

산을 연결하며, 자동차제조업은 울산-경주-경산

을 연결하고, 금속가공업은 창원-김해를 연결하

여 집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분석

대상 업종들(건설, 도소매,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업)은 대체로 공간적 자기상관이 낮게 나타나며, 

국지적 모란지수분석에서는 도소매업만이 안동과 

영주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응분석과 모란지수분석에 의한 도시들 간 산

업 연계성 분석 결과는 대체로 개별 도시의 특화산

업 분석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점들이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정책적 함의 또는 

방안의 제시는 연계성 분석에서도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응분석과 모란지수분석에서 모두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산업들이 서로 인접한 

도시들 간에 높은 연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산업들

이 얻을 수 있는 집적의 이익이나 외부효과를 확보

하기 위하여, 개별 도시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

역적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일부 도시들이 서

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영

남권 도시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

며, 연계의 정도가 어떤 수준인가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 활용한 분석

기법들의 한계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 영남권 

도시들 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응분석은 군집을 전제로 도시 

및 산업들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모란지

수분석은 공간적으로 인접성을 전제로 자기상관 

분석을 시행하기 때문에, 군집이나 인접성을 벗어

나 전체적으로 어떤 양상이나 특성을 가지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모란분석은 서로 다른 산업

들 간의 공간적 연계성 여부 또는 정도를 알려주지

는 않는다. 

다른 한편, 영남권 도시들 간 산업 연계성 파악

의 어려움은 영남권 도시들 간 산업 연계성이 약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역권 정책에서 

흔히 분리되는 바와 같이, 부산-울산-경남의 동

남권과 대구-경북의 대경권 간에는 울산을 매개로 

일부 제조업에서는 연계성이 확인되지만, 전반적

으로 연계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영남권 

도시들이 어떠한 산업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자료들(특히 스톡자료가 아

니라 흐름 자료)과 이에 적합한 다른 기법들을 활

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최근 네트워크도시 이론은 지리학 및 도시 관련 

분야 이론가 및 정책입안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이론은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체계의 변화를 배경

으로 부각되었다. 이 이론이 가지는 규범적 함의는 

개별 도시들이 산업적 특화를 통해 경제적 독립성

을 가지면서도 다른 도시들과의 수평적 연계를 통

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개별 도시뿐 아니

라 권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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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이러한 함의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 권역 내 

도시들의 산업 특화도와 도시들 간 연계성에 관한 

경험적 분석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이 논문은 후자의 입장에서 네트워크도시 이론

에 바탕을 두고 영남권 도시들의 특화산업과 산업 

연계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

험적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시별 산업들의 특

화도 및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어떠한 기법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 특화산업의 분석을 위하여 입지

계수, 입지지니계수,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했으며, 

도시 간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대응분석과 글로벌 

및 국지적 모란지수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의 결과 영남권의 개별 도시들은 도시별로 

상이한 산업들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예로, 부산은 사업서비스업이, 대구는 섬

유, 정밀광학기기, 의복제조업이 특화도와 경쟁

력이 모두 높은 산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울산

의 화학물질, 포항의 비금속, 구미의 전자부품, 거

제의 기타운송장비업 등이 각각 도시별로 특화되

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확인되

었다. 대도시 근교도시나 원거리 농촌배후도시들

도 나름대로 특화된 산업들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합한 정책적 함의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들 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부분적으

로 분석 기법의 한계로 인해 또 부분적으로 도시들 

자체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점은 앞으로 도시 특화산업의 분석과 

도시 간 산업연계성에 관한 분석기법들을 체계화

하기 위한 작업이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렇

다고 할지라도 네트워크도시 이론이 가지는 규범

적 함의, 즉 도시의 특화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도

시 간 산업 연계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는 점은 여전히 이러한 분석의 주요 시사점으로 유

의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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