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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지난십여년간우리사회에서 요한주제로 두되었던지역균형발 과 련하여그의미 필요성과

방법에 하여논의하 다.이 의연구와달리본연구는 재의경제구조의특징이지역균형발 에 하여의미하는바를

분석하 다.최근의경제구조는과거의산업사회와달리정보사회,지식기반경제,디지털경제등으로정의되고있으며,지식

아이디어,인 자본등의역할이 요하다는특징을갖고있다.본고는그러한새로운경제구조에서지역균형발 의개념

은이 의산업사회와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 다.분석결과,지역균형발 조건에필요한물 자본의효율 배분

을유지하기 해서는동시에지역별인 자본의효율 배분이필요함을지 하 다. 한지역의불균형발 이발생시키

는사회 비용을추정하기 하여,지역들이균형 으로발 하는 경우에비하여불균형 으로 발 하는경우에 경제성장

률이 감소하게 되는 을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보 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al economies and its 

importance in the s0-called knowledge-based economy. It is shown that the balanced allocation of human capital is 

necessary to achieve the efficient allocation of physical capital among regional economies, which makes the equality 

of marginal product of capital. And a simulation experiment is conducted to calculate the cost of unbalanced growth. 

It is shown that balanced growth among regional economies may increase the growth rate of whole national economy 

while unbalanced growth among them reduce it.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for an any economy to grow at a higher 

rate, the efficient allocation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 both are necessary to have the balanced growth of regional 

economies in knowledge-based economy.  

Key Words : Knowledge-based economy, Efficient allocation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 The social costs of 

unbalanced growth among regional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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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본연구는지난십여년간우리사회에서 요한주제

로 두되었던 지역균형발 과 련하여 그 의미 필

요성과 방법에 하여 논의한다.모든 지역이 균형 으

로발 되는것은모든국가가지속 으로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가치이고 한국도 외는 아니어서 이를 해

지난오랜기간다양한정책을시행해왔다.그동안지역

균형발 의 개념 필요성이나 의미에 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정책 인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아직 한국경제가 지역들 간에 균형 인 성장을 하고 있

다고 동의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지역균형발 의 문제

를 논의하되 이 의 연구와 다른 제는 재의 경제구

조의 특징을 반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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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경제구조는과거의산업사회와달리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디지털 경제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지

식 아이디어,인 자본등이 요한역할을하고있다

[1]. 는 네트웍경제(Networkeconomy) 는 인터넷경

제(interneteconomy)등의 표 도 사용한다[9].여러 표

들 에서본고에서는지식기반경제라는용어를사용

한다.지식기반경제에서 부가가치생산의 부분은 소

디지털산업,정보산업이나지식정보산업등에서생산이

된다는 사실이 요한 특징이다.지역의 발 에서 물

자본도 요하지만디지털경제 는정보경제의 에

서 지역균형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9].

지역균형발 의문제에 한연구에서최창곤[8]은지

역균형발 의 추구는 국가경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

시에 만족시키는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하 다.즉,지역

균형발 은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형평성”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극 화라는 “효율성”도 만족시키

는,따라서 상호보완 인 개념이라는 을 강조하 다.

최창곤[8]의 논리 로 지역균형발 이 국가경쟁력향상

에 정 인 효과를 다면 국가경쟁력에 한 우려 없

이 지역균형발 을 해 노력을 하면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9,1].

본 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창곤[8]의 연구를 바탕으

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균형발 의 의미,필요성

방법에 한논의를 개하면서크게다음두가지정책

인논 을강조한다.첫째는지식기반경제에서지역균

형발 의개념은이 의산업사회와어떠한차이가있는

지를 이해하고자 한다.즉,최창곤[8]은 국가경쟁력을 극

화하기 해서 (물 )자본을 지역경제별로 어떻게 배

분해야하는지를제안하고있지만인 자본의배분에

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지식경제구조 하에서 물 자

본 이상 그 요성이 강조되는 인 자본의 배분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본 고의 분석결과는

물 자본의 효율 배분 조건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인 자본의 한 배분이 요함을 지 한다.두 번째

로는 지역의 불균형 발 이 발생시키는 사회 비용을

추정하기 하여,지역들이균형 으로발 하는경우와

불균형 으로 발 하는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차이가 있

는지를 추정 비교한다. 의태모형실험(Simulation

Experiment)을 통하여 지역의 불균형 인 발 은 형평

성의 에서불공평하다는것만이아니라국가 체

으로 경제성장률의 하라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

인 상임을 구체 으로 보인다.다른 국가의 지역균

형발 에 한 기의 연구들을 정리 한 Sierbert[19]는

지역균형발 의 필요성을 잘 지 하고 있다.

이하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이 개된다.2장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극 화하기 한 지역균형발 조건을 분

석하여 지역균형발 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지식기반경제에서지역균형발 이갖는의미를논

의한다.3장에서는지역들간의불균형 인발 이국가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지역균형발

을추구하기 한정책의방향을제시한다.4장은논문을

마감한다.

2.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한 

지역발전 효율성조건

2.1 자본의 효율적 배분조건

다양한 지역경제들로 구성된 국가 경제에서거시경제

의효율성을달성하기 해서는지역경제들에 한자본

의 배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 인가의 문

제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최창곤[9]은 그러한 효율성

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최 화문제로 설정하 다.여러

지역경제들로 구성된 국가경제의 에서 본다면 일정

한GDP를생산하는과정에서최소한의비용으로생산해

야 한다는 최 화문제로 요약된다.이 최 화의 문제에

서 최 화의 목 수단은 지역경제별 생산비용-혼잡

비용-을 최소화하기 한 지역별 자본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지역경제별 혼잡비용은 그 지역에서의 인구의

크기에따라증가하며인구는해당지역에투자가많을수

록증가하는것으로 제할수있다.따라서여러지역경

제들로 구성된 국가경제에서 직면하는 효율성의 최 화

문제는아래와같다.먼 ,각지역경제의생산구조는다

음과 같은 생산함수로 가정한다.

(1)       

     

이 생산함수에서 Y=GDP,F[]=지역별 총생산함수,

=자본 량, =노동투입량, =인 자본,=기술수

는기술 충격,i=지역을표 하는첨자이다.지

역경제들의 혼잡비용함수는 인구가 많을수록 혼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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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고 인구는 해당지역내의 자본스톡의 증가함수

라는 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식 (2)에서  =혼잡비용(CongestionCosts)함수,

Ω=생산비용에 향을 끼치는 다른 변수들의 집합을 의

미한다.지역경제 내에서 인구가 해당지역에 투자된 자

본스톡의 함수라는 것은      을 의미하고 인

구가 많아질 수록 혼잡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  으로 설명된다.

에서설명한 로일정한GDP를여러지역경제들을

통하여 효율 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혼잡비용의 최소화

라는 최 화문제로 요약된다.(=라그랑지 승수임)

(3)      Ω

       

이 최 화의 1차 조건을 구하고.그 조건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하여 효율 으로 자본을 배분하기

한 조건을 구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아래 표 에서

첨자 “‘”은 도함수를 표 함.

(4) ′ ′   

(5)
 ′ ′  

 ′ ′  
 




여기에서지역별로인구증가에다른혼잡비용의증가

정도(= ′)와 투자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증가정도 (=

 ′   )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지역경제별로 효

율 인 자본배분조건은 지역경제별로 자본생산성이 동

일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4].

(5)‘


,   

이 조건은 에서 언 된 최창곤[1]에서 제시한 조건

과동일한것으로,일정한GDP를생산하는데필요한혼

잡비용의 최소화라는 최 화문제의 에서 지역경제

별 효율 자본배분조건은 지역별 자본생산성이 동일해

야 한다는 것이다.만일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혼잡비용구조가 다르다면 자본투자의 한계

비용 비 한계생산성이 동일하도록 투자하면 된다.

(6)





  

하지만 자본스톡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지역경제별로 유의하게 다

를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고,한국과 같이 지리 으

로 은국가에서만일그러한경우가발생할만한사유

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2.2 지식경제에서의 정책적 함의

의효율 자본배분조건의의미를지식기반경제에

서구체 으로이해하기 하여인 자본의역할을강조

하는 의구체 인생산함수구조하에서그의미를논의

한다.먼 , 의 생산함수를 1인당 함수로 치환하면 다

음과 같다.

(7)


   

여기에서   는 1인당 자본스톡을 의미함.

이 생산함수하에서 자본스톡의 지역별 효율 배분조건

인 (5)식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8)


  

  
 

이 조건은 자본생산성의 균등화 조건이 성립하기

해서는 지역경제별로 배분되는 인 자본의 양과 물 자

본의 양 사이에는 일정한 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요약>물 자본의 효율 배분을 갖기 해서는

지역경제별 1인당 물 자본의 비율은 지역별 인 자본

의 비율에 따라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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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격차의 사회적비용 추정

본 에서는 지역들 간의 불균형 인 발 때문에 한

국경제가 경험하는 손실비용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

과를 추정한다.최근의 지식경제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성장모형인 인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생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개한다.

3.1 지역경제성장모형 

지역경제에는 많은 수의 노동자 겸-소비자들이 존재

하고,그들은소비활동을통해만족을얻고,일정한양의

노동력을비탄력 으로공 하고있다고가정한다.이러

한 경제주체들의 여러 기간을 통한 선호구조는 다음과

같은 동학 효용함수로 표 된다.효용함수에서 ρ 는

시간선호율을 나타낸다.이하에서는 첨자 i와 t는 각각

지역과기간을나타내며모든지역들의시간선호율은동

일하다고 가정한다.

(9)∫
∞   

   


  

분석의 편의를 하여 투자결과 축 된 물 자본의

양에 인 자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습득

(Learning-by-investing)이된다.hti를기술의진보로

이해한다면노동확장 기술진보를의미한다.따라서생

산함수는다음과같이설정되어서지역경제내총생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된다.

(10)       

    

성장동학을분석하기 하여 의생산함수를노동단

당생산함수로치환하여표 하면아래와같은간결한

생산함수가 된다.(이하에서 편의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첨자 t를 사용하지 않으며,혼동의 우

려가없는한물 자본이라는용어와자본이라는용어를

혼용하여 표 함.y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순생산(Net

Product)을 의미함)

(11)     

여기에서         이다.

의 식에서   는 지역  에서의 자본의 한계생

산을 나타내는데 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아래의 성장

률결정식에서보여지는 로지역경제에서자본의한계

생산인  가성장률을결정하는 요한요인인데  의

크기는 지역내 노동력의 크기에 결정이 됨을 의미한다.

이 모형경제의 자본축 은 다음 식으로 표 된다:

(12)   

이 모형경제의 성장률을 계산하기 하여 가계가 풀

어야할 최 화문제의 재가치(Presentvalue)해 토니

안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그에 따른 1차조건

최종(Transversalty)조건은 다음과 같다.

(13)        

(14)

  ′   

(15) 

  

최종조건은 Lim
→∞

   이고,조건 (14)은 최종

조건이 다음과 같음을 의미한다.

(15)‘Lim
→∞

    

의두조건은다음과같이지역별로소비성장률,따

라서 자본 GDP의 성장률을 의미한다.Ramsey모형

과 달리 轉移動學(TransitionalDynamics)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동학이 존재하는 내생성장모형으로 쉽게 변

형이 가능하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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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 
 


.성장률은 3개의 모

수 변수-     -에 의하여 결정된다.3개의 변

수  는자본의생산성을의미하는것으로 에서설

명한 로노동력의규모는자본생산성을결정하고궁극

으로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노동력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3.2 지역불균형발전의 사회적 비용추정

지역 간 불균형 발 이 발생시키는 사회 비용을 추

정하기 하여 간단한 의태모형실험 (Simulation

Experiment)을 수행한다.지역경제들의 성장률은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17)  


      

여기에서  는 성장률을 나타낸다.지역경제가  개

라면 국가의 총생산은 각 지역경제 생산의 합으로 표

할 수 있어 다음과 같다:

     
 .국가경제의 경제성장

률은   


 

   로 계산된다.이 식에서

   이다.이성장률식을이용하여노동력이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 을 때와 그 지 않았을 때의

성장률격차를의태모형실험을통하여확인해볼수있다.

의식에서편의상   , =0.1,  ,   라

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경제성장률을 비

교분석해볼수있다.노동력이10개지역경제에  

   과같이불균등하게배분되었을때

의성장률을계산하면3.18이된다.하지만만일총노동

력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이 되고 이러한 경우 경제성

장률은3.29이되어약0.1만큼의성장률차이가발생한

다.즉,인구 는노동력의균등한배분은균등하지않은

경우보다 성장률을 크게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4. 정책적 함의

본 에서는이상의분석을기 로지식기반경제구조

하에서지역들간의균형발 과 련된정책 함의를정

리한다[9].이하에서 지역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크지않다는 제하에“인구”와“노동력”을서로구분하

지 않고 사용한다.

4.1 인구의 크기와 지역경제성장 

첫 번째는 의 식 (11)과 (17)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자본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에서 인구나 노동력의 역할

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즉,인 자본을GDP생산과

정에서도입하여분석한결과는노동력의크기가지역경

제의 성장과정에서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따라서 인구의 규모가 지역경제성장과정에서 왜 그

러한 의미를 갖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인구규모와경제성장간의正의 계를설명하는 표

인이유는다음과같다.먼 ,많은인구가기술의변화

를 진시킨다는 주장인데,개인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은인구의수와는무 하기때문에발견의확률은

인구의 규모와 정의 계를 갖는다.인구의 규모는 시장

의 규모를 결정하므로,인구가 많을수록 기업들은 신기

술의 편익이 크게 된다.경제에 인구규모가 미치는 효과

에 한 연구로는 Kuznets[12],Simon[20],Lucas[14]등

이있다.반면에Nelson[17]은인구의크기가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다고 지 하 다. 자의 연구들에 따르

면 인구가 증가하면 시장이 확 되고,그 결과 문화와

분업을 통하여 기술발 이 진된다는 것이다.달리 말

하면사람들이많을수록서로간의교류를통하여정보를

교환하고 기술개발이 진된다[9].요약하면 지역경제들

사이에인구가 하게분포되어야하다는것을의미한다.

4.2 지식경제구조와 지역균형발전 

두 번째로는 이 모형에 따르면 지역경제들의 성장결

과 궁극 으로 지역경제들의 소득이 동일수 으로 수렴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수 으로 발산하게 됨을 시사한다.

즉,경제성장의 수렴성(IncomeConvergence) 상이 나

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물 자본의 축 이 성

장의 요경로 던산업사회에서는국가나지역들간의

소득격차가서로완화되는 상이가능하고경제성장의

수렴 이론은 이를 설명하 다.하지만 에서 설명된 성

장모형에서는 그러한 수렴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물

자본의역할이 요한외생 성장모형에서는자본이

축 함에 따라 자본생산성이 체감하여 정상상태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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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이 가능하다.하지만 인 자본의 역할을 도입한 결과

자본의 생산성체감이 발생하지 않고,따라서 성장률의

감소없이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다.그 의미는 지역경

제들 간의 소득격차가 성장과정에서 지속되거나 확 된

다는 것이다. 요한 정책 함의는 “지역균형발 이 효

율 이다”는 을 인정하면,그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즉,지역균형발 은 시장의 작동만으로는

달성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5. 결어

본 연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의

하나인 지역균형발 과 련하여 그 의미 필요성과

방법에 하여 논의하 다.특히,본 고는 지역균형발

의문제를논의하되 재의경제구조의특징을반 하

다.분석결과 지역균형발 을 한 자본배분의 효율성

조건을달성하기 한필요조건에인 자본의지역별분

포가 련이 있다는 을 지 하 다.물 자본의 효율

배분을유지하기 해서는인 자본의효율 배분이

요하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지역경제들 간에 물

자본과인 자본의효율 인배분은서로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지역의 불균형 발 이 발생

시키는사회 비용을추정하 는데,지역들이균형 으

로발 하는경우에비하여불균형 으로발 하는경우

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을 보 다.지역의 불

균형 인 발 은 형평성의 에서 불공평하다는 것만

이아니라국가 체 으로경제성장률의 하라는비용

을 발생시키는 상임을 구체 으로 확인하 다.

요약하면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균형발 은 국가경

제의효율성과형평성을달성시키는 요한조건이고이

를 달성하기 해서는 지역들 간 물 자본만이 아니라

인 자본의 효율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본 연구

의일부결과는생산함수를콥더 라스함수로한정하고

도출한 결과로서 향후 보다 일반 인 함수를 설정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특히 지

역별로혼잡비용이동일한지아니면차이가있는지를분

석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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