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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제조업체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실

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장등록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

여 지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분포 특성을 지도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90%의 제조업체들은 서울과 인접한 일부 10개 지역으로만 군집하고 있으며, 유입된 제조업종들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유입된 화성시 장안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

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농촌 마을의 토지이용 및 환경오염 및 농촌 마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비도시지역, 제조업, 개별입지공장, 공간분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 low manu-
facturing factories located in non-urbanized area in the Capital region, and to extract the problems from 
locational point of view during the last 10 years. Using the raw data of factory registration statistics from 
2006 to 2015, this study has intended to show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dependently-
located manufacturing factories by various mapping methods. As a result, about 90% of the factories are 
heavily concentrated into 10 adjacent regions to Seoul and large cities. This study carried out questionai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 to the leaders of Janganmyeon, Hwaseong-shi which have experienced the 
rapid increase of manufacturing factories. The independently-located factories have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destroyed rural village landscape, and affected the negative impact of the neighborhood com-
mun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ome implications to establish a desirable industrial location 
policy of non-urban areas in Capital region.

Key Words :  non-urbanized area, manufacturing, independently-located factory, spati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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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

제성장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현

재도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제

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보다 훨씬 더 크

다.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우리

나라 제조업 총 종사자수는 약 396만 명에 달하고 

있다(이는 2위를 차지하는 도·소매업 종사자수보

다 약 100만 명 더 많은 수치임).

제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계획적으

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공업입지 수요에 

대응해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밀집

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신규 산업단지 공급

은 억제하는 한편 지방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제조업체 비중은 현

재 5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 

계획적인 산업단지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게 되자 많은 제조업체들은 개별입지에 지속적으

로 공장을 세우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토지

이용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와 공장설립절차의 간

소화로 인해 개별입지 공장들이 활발하게 증가하

면서 도시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많은 공장

들이 유입되면서 농촌의 토지이용이 급격하게 변

화되고 있다(이성룡 외, 2009; 임종인, 2010; 이현

주·김미숙, 2011).
개별입지 공장이란 공장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부지를 조성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설

립한 공장을 말하며, 이는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공장과

는 대별된다. 특히 개별입지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비

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

반시설이 미비한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농촌의 난개발과 토

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반영운 외, 2015; 최창규·이원영, 2008). 
지난 10년(2006~15) 동안 수도권에서 증가한 

제조업 부지의 56.4%는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졌

다(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통계). 이와 같은 

비도시지역으로의 제조업체 유입은 농촌의 경관

과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제

조업체 유입을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어(반영운 외, 2015; 이경주·권일, 2013; 최창

규·이원, 2008), 제조업체들의 유입실태나 분포 

특성 및 농촌 마을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제조업

체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의 비도시지

역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유입 실태와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및 농촌 마

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

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바람직한 산업입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 중의 하나로 지

정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의 비도시

지역으로 유입한 제조업체란 용도지역을 기준으

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들 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지칭하였음)에 입지한 공장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행정구역별 제조업

체의 입지와 분포가 아니라 용도지역별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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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이다. 수도권의 경우 행정구역상 읍·면에는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매우 적

다. 본 연구의 기간은 공장등록통계가 새롭게 구

축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연구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수도

권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제조업체 실태

와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통계

분석과 GIS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오염을 배출

하는 공장의 밀집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1).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등록공장통계 원시자료, 

시군통계연보, 도시계획현황(통계청),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필지데이터, 안전행정

부의 새주소 데이터 등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농촌 마을 주변으로 제조업

체 유입이 가장 많으며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화성시 장안면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제

조업체 유입에 따른 문제점 및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였다2). 이를 위해 마을의 물리적 환

경 및 현지 조사와 관계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

뷰를 2015년 8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안면의 48개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5일에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 유입으로 인한 농촌 마을의 변화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대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

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크게 무분

별한 공장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초

점을 둔 연구와 제조업체 유인을 촉발하는 제도적 

측면의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비도시지역으로 제조업체들을 유인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산업구조의 변화, 교

통체계 변화로 인한 접근성 향상 및 저렴한 지가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 측면

을 보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서비스의 경제화

로 변화되면서 서비스업체들이 도시에 분포하게 

되면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의 비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Boyang 
et al., 2014). 또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해당지

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제조업체 유입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Carlton, 1983; Holl, 
2004a, 2004b).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대도

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되면서 비도시지역의 접근

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제조업의 유입을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경기, 2009). 
제조업체들을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내부적 요인

은 비도시지역의 저렴한 지가로 나타나고 있다. 

최창규·이원영(2008)은 설문조사와 AHP방법을 

이용하여 수도권 교외지역의 개별입지 공장의 입

지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저렴한 지가가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임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의 지가가 상대

적으로 저렴하며, 특히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관

련 부대시설 설치의 의무가 적어 공장 설립에 소

요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 공장 유입

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3). 또한 제조업체가 

비도시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신규 업체들

도 그 주변으로 동반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데, 이는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줄이고, 집적 이

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김성

훈 외, 2007; 이한일·이번송, 2002; Erickson, 

1980). 
공간통계와 GIS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별입지 

공장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경주·권일(2012)은 개별공장의 위치정보를 토

대로 공간군집도를 이용한 공간 난개발지수를 정

의하였으며 이를 화성시에 적용하여 공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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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찰하였다. 또한 반영운 외(2015)는 방격분석

을 이용하여 김포시의 개별입지공장의 공간군집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조업체들의 비도시지역으로 유입과 관련되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연구는 제도와 정책적 측

면이다. 비도시지역으로의 제조업체 유입에 영향

을 미친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공장설립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국토이용관

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도시지역들이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중소기업창원지원

법」에 의해 공장의 개별입지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비도시지역에 유입되게 되었다. 그

러나 준농림지역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난개발

이 심화되면서 2000년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

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단위의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으로 

확대·시행되었고,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일

부 오염시설과 대규모시설을 제외하고는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부분 시설 허가가 이루어

지게 되면서 제조업체 유입이 더 활발하게 되었

다. 더 나아가 「농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등 개

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 토지 전용에 대

한 심사가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으로의 제조업 유입

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반영운 외, 2015; 
오용준, 2015; 이경기, 2010; 이성룡 외, 2009; 최
창규·이원영, 2008).

이경기(2009)는 충북 음성군을 사례로 하여 공

장 유입으로 인한 농촌의 난개발 발생원인을 제도

적, 경제적, 입지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설

정,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관리제도 개선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개별 공장입지는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기존 도

시기반시설의 무임승차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그

리고 유치 기업의 토착화를 저해하는 등 지역경

제 선순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에 이루어진 오용준(2015)의 연구에서도 충남 도

내 서북부지역의 제조업 개별입지 중에서 환경오

염을 유발하는 공장은 서북부지역 전체 공장의 

48.5%를, 도내 환경오염 유발공장의 57.6%를 차

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별입지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경우 전문 인력 확

보와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인프라 

공급과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개

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대책과 연동되어야 하는데, 

개별입지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계획입지 유도 정

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성룡 외(2009)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개

별입지 공장의 분포가 국도·지방도변 집단입지, 

산농지의 산재입지, 기존마을 내 혼재입지, 도시

지역 내 입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

형별 공장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

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로 산지와 농지의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의 개별입지가 집

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4). 이 연

구에서는 입지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산지 및 농지전용기준의 강화 및 

임·농업 관련시설들이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의 개

선 및 건축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종인(2010)은 우리나라 개별입지 공장의 현황

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입지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도권 비도

시지역에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부적절한 기반시

설의 공급과 관련 기준의 미흡으로 인해 사회문제

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심재헌·

박유진(2014)은 포천시를 사례로 하여 공장의 유

입이 농촌의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미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농

촌에 공장, 창고, 축사 등의 다양한 시설이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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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들어서는 원인들이 주로 농지 및 산지전용에 

의한 것임을 통계적으로 추론하였으며, 농촌의 토

지이용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선

정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으로의 

제조업체 유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정

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제조업체들의 실태와 

분포 특성 및 제조업체 유입이 인근 농촌마을 경

관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적은 편이다. 

3. 수도권의 제조업 성장과 비도시 

지역에서의 개별입지 공장 증가 

지난 10년 동안(2006~15년)의 수도권의 제조

업 성장을 보면 표 1과 같다. 2015년 4분기까지 전

국에 등록된 230,161개 공장 가운데 수도권에 입

지한 공장은 119,476개로 5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제조업체의 비

중이 여전히 상당히 높음을 말해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에서 증가된 공장 수는 42,672개
로 우리나라 전체 공장 증가량의 약 55%를 차지하

고 있어 여전히 수도권에서의 공장 증가추세가 지

속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2015년 말 수도권의 도시지역에 입지

한 공장은 82,785개,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공장

은 36,691개로 도시지역에 입지한 공장 비율이 

6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면적으로 보

면 도시지역이 120.77㎢, 비도시지역이 118.45㎢

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비도시지역에 입

지한 공장들의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넓음

을 말해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도시지역에서 

증가한 제조업체 수(33,642개)는 비도시지역에서 

증가한 업체수(9.030개) 보다 3.7배 많지만 부지면

적은 오히려 0.77배로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도시지역에서 증가한 부지면

적은 주로 계획입지(22.44㎢)이며, 개별입지(1.06
㎢) 면적은 매우 적은 반면에, 비도시지역의 경우 

증가한 부지면적 가운데 0.06㎢를 제외한 30.34㎢

가 개별입지라는 점이다, 즉, 지난 10년 동안 비도

시지역에서 증가한 공장 수의 98.6%, 부지면적의 

99.8%는 개별입지 공장이다(표 1 참조). 이는 지

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유입한 제조업체들

은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공장을 세웠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

안 수도권 비도시지역에서 증가한 개별입지 제조

업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규모를 보

면 영세 또는 소규모 업체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전체 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97.4%를 차지하며, 이 가운

데 56.6%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들이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업체 비중은 줄어든 

반면 영세규모 업체는 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체 

수를 집계하여 상위 10개 시·군(전체의 89.8%를 

차지함)을 대상으로 공장 위치를 지오코딩하여 공

장이 입지한 필지의 용도지역과 지목을 조사하였

표 1. 수도권의 제조업 성장
(단위: 개, ㎢)

구분
2015년 2006~15년 증가

공장 수 면적 공장 수 면적

비

도시

지역

개별입지 36,499 118.09 8,906 30.34
계획입지 192 0.36 124 0.06

소계 36,691 118.45 9,030 30.40

도시

지역

개별입지 30,963 50.27 4,784 1.06
계획입지 51,822 70.50 28,858 22.44

소계 82,785 120.77 33,642 23.50

수도권 전체 119,476 239.22 42,672 53.9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공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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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개별입지 공장의 대부분은 개발이 용

이한 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

안 증가한 부지 면적은 92,844천㎡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림지역에도 공장

들이 입주하면서, 농림지역에서의 공장부지 면적

도 122.7%나 증가하였다(표 3 참조). 농림지역에

는 원칙적으로는 제조업체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공장이 설립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을 제외한 나머지 농림지역의 경우 오염배출이 없

거나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시설이 가장 낮은 등

급에 해당하는 5종 업종일 경우 공장입주가 가능

하다.5) 

한편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부지의 지목을 

분석한 결과 지목이 공장용지인 업체들이 부지면

적으로 보면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3에 해당하는 공장들은 공장용지가 아닌 지

목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

(전·답)와 산지(임야)에 입지해있는 공장 비율도 

25.8%를 차지하고 있다(표 4 참조). 이는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통해서 공장이 설립되고 있음을 말

해주며,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상의 문제점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공간분포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제조업

체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입지 제조

업체 수를 읍·면별로 집계하여 2006년과 2015
년 시점의 공간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지난 10
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신규 입지한 제조업체

의 공간패턴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으로 유입한 제

조업체들은 주로 서울 및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

에 밀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북쪽으로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표 2. 수도권 비도시지역 제조업체 규모 특성

(단위: 개, m2)

구분
공장 평균

부지

증감률

(‘06-15)개수 비율

영세(10인미만) 20,661 56.6 1,975 60.0
소규모(10-49인) 14,895 40.8 4,365 8.6
중규모(50-299인) 921 2.5 11,902 0.2
대규모(300인이상) 22 0.1 57,859 -47.6

총계 36,499 100.0 -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공장 통계

표 3. 제조업체가 입지한 용도지역 비율

(단위: 개, %, 천m2)

용도지역
공장 수 부지면적

개수 비율 합계 증감률

관리 31,611 96.0 92,844 25.8
농림 1,291 3.9 5,353 122.7

자연환경보전 13 0.1 12 -47.2

합계 32,915 100.0 98,209 28.8

주: 용도지역이 누락된 공장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공장 통계

표 4. 제조업체가 입지한 지목 비율

(단위: 개, %, 천m2)

구분
공장 부지 면적

개수 비율 합계 비율

공장용지 23,178  70.7 67,270 68.8
대지 1,569 4.8 2,124 2.2
전, 답 3,761 11.5 12,240 12.5
임야 3,014 9.2 12,983 13.3
기타 1,267 3.9 3,215 3.3

합계 32,789 100.0 97,832 100.0

주: 지목이 누락된 공장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공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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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밀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광주, 용인시 처인

구, 안성, 화성, 평택의 상위 10위 지역으로 군집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으로 제조업체들이 

밀집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

과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상위 10위에 속하는 시·군의 경우 비도시

지역의 도로율은 2.2%인데 비해 반면 나머지 다른 

비도시지역의 도로율은 0.7%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동안 개별입지 제조업체 수가 가장 크

게 증가한 지역은 화성시와 포천시로 나타나고 있

다. 이 두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

라 공장설립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각각 

177㎢, 118㎢로 상당히 넓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체수가 가장 

급감한 지역은 여주시 북내면이다. 북내면의 경우 

2006년 237개이던 업체수가 2015년 95개업체로 

감소하였는데 주로 도자기 관련 제조업체들이 급

감하였다. 이는 1990년대 호황기에 창업한 도자기 

그림 1.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제조업체 공간분포 및 신규 유입 업체의 공간분포 비교, 2006~15년

2006년

2007~10년 신규유입 2011~15년 신규유입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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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들이 중국, 동남아 등에서의 저가 도자

기가 수입되면서 도자기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

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박재연, 2008; 이진

성, 2006). 
한편 지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신규로 유

입된 제조업체들의 분포를 보면 특정 지역(김포, 

파주, 포천, 남양주, 광주, 화성)을 중심으로 더

욱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지

난 10년 간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임에

도 불구하고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 신규 유입된 업

체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여주, 이천, 용인의 경

우 신규 유입된 업체수가 매우 미미하다. 광주시 

초월읍으로의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 것은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계획과 관련있다

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4개 배수구역으로 배출부

하량을 관리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특히 공장이 밀집하고 있는 초월읍, 오포

읍, 곤지암읍, 도척면의 경우 관리되고 있는 배수

구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각 구역

별 오염물질 총량제 하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신규 

입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일대에 소규모 개별공

장의 밀집은 상수원의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된 개별입지 제조업

체들의 업종을 보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위 10위에 속한 

지역의 업종별 점유율은 70.5%(비금속광물)~ 

93.8%(전자부품)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

위 10위 지역의 업종별 점유율의 변화를 보면 식

료품업의 경우 5.3% 감소, 전자부품의 경우 3.6%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업종의 경우 

비중의 변화는 약 1% 내외로 매우 미미하다(표 5 
참조). 이는 지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제조

업체 유입이 상당히 늘어났지만 특정지역으로만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체 비중이 줄어든 식료

품업종을 보면 종사자수는 줄어들었지만 부지면

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식료품 제조업체

의 노동의 자본대체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식료품 업종의 점유율 

감소가 가장 큰 평택시의 경우 O라면, L제과 등 

대기업 식료품 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10년 동

안 두 업체의 종업원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생산

설비는 확충되었다. 10년 동안 L제과의 종업원 수

는 625명에서 212명으로 줄어든 반면 부지면적은 

25,041㎡에서 45,603㎡로 증가하였고, 기타 생산

설비도 확충되었다.6) O라면 업체도 종업원의 감

소와 부지면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업종의 경우 특정지역으로의 군집 현

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섬유업종의 

경우 양주시와 포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66.9%

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두 지역으로 섬유업체들

이 군집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성수동 일대를 

포함한 서울에 입지해있던 중소 섬유공장들의 이

전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섬유공장들이 산업구조 

변화와 수도권 규제강화에 따라 처음에는 의정부 

등으로 이전하였으나 의정부시의 신시가지 조성

으로 시가화면적이 증가되면서 섬유업체들이 더 

외곽지역인 포천·양주 일대로 이전한 것이다. 특

히 국내 섬유산업이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변화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

국의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니트 및 합성 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소 섬유업체들이 집적

하고 있다(정명희 외, 2011). 포천시에 섬유업체가 

밀집한 또 다른 이유는 신북면 한센촌에 무허가 

염색가공 공장들이 경기 북부 섬유산업 발전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로 지정 및 양성화 추진

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구춘민, 2010). 
또한 가구업종의 경우 포천시, 파주시, 남양주, 

김포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65.1%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렇게 가구업체가 4 지역에 밀집하여 분

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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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종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지역으로의 교통체계가 개선되면서 서울 및 

대도시의 소비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가구업

체를 유인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상훈, 

2011), 즉,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임대료가 

저렴하며, 가용부지가 풍부한 이들 지역에 도로변

을 따라 가구를 제작하는 중소업체들이 밀집하게 

된 것이다.

한편 화성시에는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의 생산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고무·플라스틱, 금속

가공, 전자부품, 기타 기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의 

전자부품업의 비중은 44.5%를 차지하고 있다. 화

성시 비도시지역으로의 이러한 업체들의 유입은 

인근에 위치한 대기업 생산업체와의 연관성 때문

으로 볼 수 있다(윤갑식, 2012).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화성시 인근에 위치한 K자동차, S전자, L전

자 3개 대기업체 종사자는 각각 30%, 50%, 212%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체의 성장은 이들 업체와 연

관된 중소 협력업체의 수요를 유발시켜 화성시로

의 개별입지 공장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풀

이할 수 있다.

표 5. 수도권 비도시지역 제조업종의 시군별 점유율(종사자 기준, 2015)
(단위: %)

구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금속

가공

전자

부품

전기

장비

기타

기계
가구

전체

업종

김포
6.4 2.2 8.2 10.6 6.9 16.5 6.5 10.3 14.1 12.5 10.5

(-1.5) (-1.9) (-3.8) (-4.5) (0.2) (-2.7) (1.3) (-4.0) (-3.3) (-0.5) (-2.1)

파주
11.5 5.0 18.4 7.4 7.2 9.6 7.6 10.6 7.3 16.8 10.0

(-2.7) (0.2) (2.9) (0.9) (-2.4) (-1.7) (0.6) (0.2) (0.2) (-7.0) (-1.5)

양주
5.1 29.4 6.5 5.5 5.3 4.3 3.9 3.6 4.0 5.1 6.2

(-2.5) (-8.6) (-1.7) (-1.3) (-0.7) (-2.2) (1.4) (-2.9) (-0.8) (-0.6) (-2.9)

포천
15.0 37.5 5.9 8.6 14.1 6.5 3.9 6.6 4.3 22.6 10.6
(2.8) (10.9) (1.4) (0.2) (1.0) (1.3) (2.3) (-0.7) (0.9) (7.3) (1.7)

남양주
4.9 3.3 3.4 3.7 2.6 7.2 1.2 5.9 2.4 13.2 4.7
(1.9) (1.6) (1.7) (1.0) (0.5) (2.2) (0.5) (3.0) (0.3) (1.4) (1.4)

광주
6.2 3.9 5.5 5.5 6.9 5.3 4.2 8.6 4.5 8.4 5.4

(-1.2) (-1.5) (-0.8) (-1.0) (-0.5) (-0.7) (2.0) (0.4) (-0.8) (-3.6) (-0.7)

용인
(처인)

3.9 1.4 6.0 5.5 3.8 1.8 6.5 4.3 3.1 2.4 3.7
(0.2) (0.0) (-2.5) (-0.1) (0.6) (-0.9) (0.2) (-1.4) (-0.9) (-0.8) (-1.2)

안성
6.0 2.1 4.5 4.2 5.9 3.2 7.8 3.8  6.8 2.8 4.9
(1.2) (0.5) (0.4) (-2.0) (0.4) (-1.1) (2.0) (1.2) (0.9) (1.0) (-2.6)

화성
12.3 5.6 24.3 33.9 14.3 34.9 44.5 26.6 41.1 6.2 27.6
(1.4) (0.4) (6.7) (3.9) (1.2) (5.5) (1.2) (0.2) (3.2) (1.6) (-0.4)

평택
4.8 3.0 7.1 8.5 3.5 4.6 7.7 8.7 5.9 2.6 6.2

(-4.8) (0.0) (-5.2) (2.1) (1.5) (0.6) (-8.0) (3.5) (0.1) (0.9) (-1.5)

상위 10위 

합계

76.3 93.5 89.7 93.3 70.5 93.9 93.8 89.0 93.5 92.8 89.8
(-5.3) (1.6) (-1.1) (-0.9) (1.8) (0.3) (3.6) (-0.4) (-0.2) (-0.3) (-0.2)

* 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분류기준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   )는 2006-2015년 동안 해당지역의 점유율 변화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공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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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도시지역으로의 개별입지 

제조업체 유입에 따른 문제점

1) 토지이용 상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체 유입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먼저 비도시지역으로의 공장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화성시를 사례로 하

여 상당수의 공장이 이미 밀집해있는 팔탄면과 최

근에 공장 설립이 급격히 증가한 우정읍을 사례로 

공장 위치를 지오코딩을 통해 공장입지에 따른 토

지이용 상의 변화를 파악하였다(그림 2 참조). 

분석결과 팔탄면은 제조업체들이 주로 도로를 

따라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지만, 도로가 없거나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농지와 산지에도 공장이 들

어서면서 공업지역도, 농업지역도 아닌 혼재된 토

지이용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화성시에서 두 번째

로 제조업체의 유입이 많은 우정읍의 경우에는 소

규모 제조업체들이 도로 인근의 농지와 산지에 산

재해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공장으로 개발된 토

지들이 충분한 개발밀도를 채우지 못한 채 무분별

하게 공간적으로 산재·확산되는 양상이 심화되면

서 농촌 경관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과 용수사용량 

급증에 따른 문제점

수도권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체를 중분

류하여 상위 10개 업종을 추출한 결과 상위 10개 

업종이 차지하는 종사자 비중은 78.7%로 나타났

으며, 기타 기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의 비

중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표 6 참조). 여

기 주목할 점은 상위 10위 업종들을 보면 대기 또

는 폐수로 화학물질을 배출시키는 업종들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3번째로 종사자 비

중이 큰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종의 경우 배출되

는 화학물질이 72종에 이르고, 2013년의 배출량

은 5,933천kg에 이른다. 또한 상위 2위를 차지하

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배출되는 화학물질도 

54종에 이르고 배출량(2,030천kg/년)도 상당히 

많다. 이 외에도 상위 10위에 속하는 전자부품, 펄

프, 섬유업종도 화학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 공장 주소를 지오코딩하여 실제 공장이 입지한 건물을 나타낸 것임.

그림 2. 화성시 비도시지역의 제조업체 분포

팔탄면 우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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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 

이와 같이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

업체의 상당수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들

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상대적

으로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 관리 역량이 부족하므로 농촌 마을 환

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대기오염물질 배

출업체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된 포천시 가산면을 

대상으로 배출업체 주소를 지오코딩하여 커널밀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3 참조). 가산면의 경

우 지난 10년 동안 배출시설이 54개에서 133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들 시설이 마을이 분포한 

중심부에 주로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마을 중심부

에 배출시설이 밀집·증가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배출시

설을 중심으로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근 

마을 주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배

출량이 적어서 5종 시설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연간 2톤 미만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따라

서 특정마을로 배출시설들이 밀집하게 된다면 적

은 량의 오염물질이 총량적으로 합쳐지는 경우 해

당 마을과 인근 지역에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

를 야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장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용수 문제도 야

기되고 있다. 안성시 삼죽면과 포천시 신북면은 1
일 공업용수 사용량이 3천 톤 이상 급격히 증가하

였는데 삼죽면의 경우 대규모 골재공장 입지에 따

른 결과이며, 신북면은 다수의 섬유·염색 공장의 

밀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표 7 참조). 또한 이

천시 마장면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밀집함

에 따라 하루 2천톤 이상의 공업용수 사용량이 증

그림 3. 포천시 가산면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분포

2006년

2015년

표 6.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제조업종 특성

(단위: %, 천kg/년)

코드 업종명(중분류) 종사자 비중 배출량

29 기타 기계·장비 13.1 296
25 금속가공 12.3 2,030
22 고무·플라스틱 10.5 5,933
10 식료품 8.7 746
32 가구 5.9 17
13 섬유제품 5.9 1,140
28 전기 장비 6.4 1,042
26 전자부품 8.1 2,731
23 비금속 광물 3.8 399
17 펄프, 종이 4.0 2,609

상위 10위 합계 78.7 16,94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공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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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이와 같은 공업용수 사용량의 급증은 

인근 마을과 농가의 생활 및 농업용수 수급문제, 

폐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문제를 일으킬 가능

성이 높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비도시지역으로의 개별입지 공장 유

입은 지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의 선정 절차가 개별 필지 

단위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의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공장 

인근 주변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즉, 

공장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입지 선

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지역 차

원에서의 입지 검토를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

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반영운 

외, 2015; 이경기, 2009).

3) 인근 농촌 마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수도권 비도시지역으로 제조업체가 유입됨에 

따라 인근 농촌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 장안면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

다. 먼저 장안면의 48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공

장 입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면사무소의 협조를 통

하여 수행하였으며, 36명의 이장이 설문조사에 응

답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공장 입주에 대한 인식

은 대체적으로 부정적(58.1%)으로 나타났는데, 가

장 주된 이유는 환경오염(52.8%) 문제라고 답하였

다7). 그 외에도 마을 발전에 도움이 안 됨(44.4%), 

마을 내 차량 유입(33.3%)과 경관 훼손(22.2%), 공

장 근로자와 주민간의 이질성(11.1%) 등을 주요 

요인으로 손꼽았다(표 8 참조).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

장 입주로 인한 농촌 마을의 변화 양상을 현지조

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공장입지에 따른 차

량 통행 문제와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 3리의 경우 공장 

입주에 따른 마을 내 차량 유입이 많아지면서 마

을로 통과하는 대형 트럭 통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는 대형 운송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 82호선(포승향남로)을 이용

하면서 마을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마을에 소음과 먼지, 진동 등의 피해를 발생시

키고 있다(그림 4 참조). 또한 석포 1리의 경우 마

을 인근 가까이에 공장 신축 건물이 늘어나면서 

물리적으로 마을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그림 5 
참조). 

한편, 공장 근로자들의 주택이 마을 내에 건축

되면서 농촌 마을 공동체가 변화하고 있었다. 수

촌 3리는 마을 중앙에 약 2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

택이 신축되었고, 공장 근로자들이 입주하였다. 

특히 공장 근로자 대부분이 젊거나 외국인 노동자

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마을 주민

들과의 생활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민들

표 7. 공업용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읍면

(단위: 개, 톤/년)

읍면
공장 공업 용수

공장수 변화량 사용량 변화량

안성시 삼죽면 95 23 3,436 3,133 

포천시 신북면 341 73 3,151 3,056 

이천시 마장면 199 67 2,430 2,104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공장 통계

표 8. 마을 인근의 제조업체 입주에 대한 인식

(단위: %)

마을 주민의 인식 부정적인 이유(복수 응답)

항목 응답률 항목 응답률

매우 긍정적 0.0 환경오염 52.8
긍정적 3.2 마을에 도움 안 됨 44.4
보통 38.7 마을 내 차량 유입 33.3

부정적 35.5 경관 훼손 22.2
매우 부정적 22.6 마을 공동체 변화 11.1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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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

장 근로자들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기존 마을 주민

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공장들로 인해 

농촌마을에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피

해보상 또는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

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장안면의 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

장과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90.6%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

데 15.6%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9 참조). 특히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방법

을 보면 대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27.6%에 불과하였으며, 58.6%는 공공기관에 민원

을 제기하여 행정적인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이 야기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도 17.2%에 달하고 있어 공장입지로 인

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농촌 마을이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6. 결론

수도권 비도시지역으로의 제조업체 유입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도시화지역의 마을과 농

촌 경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계획에 의해서 조

성되는 공장부지에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입

지이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무질서하게 공장들이 

설립되고 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제조업

체에 대한 적절한 입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해 사회적 갈등문제

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본 연구는 제조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유입 실

태와 이들의 분포 특성 및 제조업체 유입에 따른 

그림 4. 제조업체 유입에 따른 도로통행 문제 그림 5. 제조업체 유입에 따른 마을의 경관 변화

표 9.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과 대응방법

갈등발생 빈도 대응 방법

항목 응답률 항목 응답률

빈번히 발생 15.6 공공기관 민원 58.6
가끔 발생 75.0 대화를 통해 해결 27.6

거의 발생 안 함 9.4 조치하지 않음 17.2
전혀 발생 안 함 0.0 기타 0.0

자료: 마을이장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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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비도시지역에 유입된 제조업체의 대

부분은 소규모의 개별입지에 의한 업체들이었으

며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들이 다수 포함되

어 있어 오염물질관리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및 대도시와 지리적으

로 인접한 시·군을 중심으로 제조업체들이 군집

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

역별로 유입되는 업종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 가구, 전자부품업종의 경우 특정

한 2~3지역으로의 군집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도시지역으로의 제조업체들이 지

속적으로 증가·확산되면서 비도시지역의 토지

이용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농지와 산지 전용

을 통해 소규모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입

지하고 있어 농촌 마을의 농촌다운 경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또는 용수 사용량이 많은 공장들이 밀집하면

서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문제나 용수 부족 문제까

지 야기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마을 인근

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마을

에 부정적 외부효과도 발생시키고 있다. 공장 근

로자들과 마을 주민들의 교류는 상당히 제한적이

었으며, 공장입지에 따른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

루어지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제조업의 지방 분산화 및 수도

권의 입지규제 정책을 펼쳐 왔으나. 수도권으로의 

제조업체 입지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

며, 여전히 수도권의 제조업체 비중은 절반을 상

회하고 있다. 현행 제도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

는 한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제조업체 증가는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조업체 입지가 개별 필

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공장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

로도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의 증가를 제어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산업입지정책에서의 계획입지 

규제와 토지이용정책에서의 입지 완화 간의 부조

화로 인해 개별입지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도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지속가능

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공장부지에 

대한 집단화와 함께 신설될 공장용지에 대한 입지

관리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수도권으로 

입지하려는 제조업체들의 높은 수요를 단순히 규

제하기 보다는 지역의 상황에 맞춘 계획입지 공급

과 체계적인 개별입지 공장 및 관리 방안이 조화

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 대한 공장 설립 허

가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업종별 제

조업체 입지 특성을 검토·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조업체의 입주 시

점부터 마을 구성원들과의 협의와 필요한 경우 적

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

는 중간 조정자 협의체 구성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제

조업체 실태와 분포 특성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

우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

용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 상황

에 부합되는 맞춤형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비수도권의 비도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설정을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주

1) 커널밀도의 대역폭 설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표준

거리에 의한 산출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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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R=0.9×min(SD, 1/in(2)×Dm)×n-0.2

(R=대역폭, Dm=중심점-각 개체간 거리의 중앙값, SD=표준거리)

2) 화성시는 2000년 이후 연간 10% 이상의 공장수 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개별입지공장으로서 입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최창규·이원영, 

2008).

3) 개별입지의 오염방지시설 투자비용은 계획입지의 약 1/14

에 불과하다(이경주·권일, 2012).

4) 법,제도적 요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느

슨한 규제, 개별법 즉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 의한 입지관

리의 실패.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용도관리의 실패를 들 수 

있다.

5)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대기오염(톤/년) 수질오염(㎥/일)

1종 80 이상 2천 이상

2종 20이상 80미만 700이상 2,000미만

3종 10이상 20미만 200이상 700미만

4종 2이상 10미만 50이상 200미만

5종 2미만 50 미만

6) 생산설비 확충은 지난 10년 동안의 해당기업 사업보고서

에 기재된 생산설비 현황을 참고하였음.

7) 공장 입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설문하였으나, 장안면의 어은1리 마을을 제외하고는 공장

입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는 없었으며, 거의 모든 마

을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였음.

참고문헌

구춘민, 2010, 경기북부 한센촌 입주업체 운영실태 및 개

선방향, Policy Brief 2010 No.6, pp.1-15.

김성훈·최명섭·김의준, 2007, “시간을 고려한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 분석: 3단계 최소자승법

을 이용한 공간 SUR 추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4), pp.414-426.

박재연, 2008, “국내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디자인 경영전

략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4(4), pp.141-

159.

반영운·손철희·백종인·한경민, 2015, “비도시지역 개별

입지 분포 특성 분석 -김포시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13(1), pp.55-64.

심재헌·박유진, 2014,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

원모형 연구, 연구보고 R733, pp.53-80.

오용준, 201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충남

연구원 전략연구보고서.

윤갑식, 2012, “산업연관성지수를 이용한 산업단지 내 제

조업 업종별 통합배치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24(5), pp.185-202.

이경기, 2009,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조업개별입지 관리

방안 -충북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09-10), pp.1-41.

이경주·권일, 2013, “공장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의 공

간통계학적 모니터링기법 개발-비도시지역을 중

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pp.89-114.

이상훈, 2010, 경기북부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연구 2010-21, pp.7-30.

이성룡·이외희·김군수·박성훈, 2009, 공장 난개발의 원

인과 대책, 정책연구 2009-13, pp.7-52.

이진성, 2006,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절실,” 

세라미스트 9(5), pp.4.

이한일·이번송, 2002, “수도권내 이전제조업체의 입지결

정요인분석,” 국토계획 37(7), pp.103-116.

이현주·김미숙, 2011, “수도권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

입지 수요의 변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pp.286-306.

임종인, 2010, 우리나라 개별입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산

업입지 39, pp.3-11.

정명희·이규건·신정화, 2011, “경기북부지역 섬유패션

업체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한국의상디자인학

회지 13(3), pp.81-88.

최창규·이원영, 2008, “수도권 교외지역 개별입지공장 

입지요인에 대한 연구 -경기도 화성시내 개별입

지공장을 대상으로 AHP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3), pp.21-3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경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1-1 - 6-28

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시스템(ht tp://nci s.nier. 

go.kr/tri/(최종열람일: 2016년 4월 1일) 



양원탁·이희연224

Boyang, G., Weidong L., and Dunford M., 2014, “State 

Land Policy, Land Markets and Geographies of 

Manufacturing: The Case of Beijing, China,” 

Land Use Policy 36, pp.1-12.

Carlton, D. W., 1983. “The Location and Employment 

Choices of New Firms: An Econometric Model 

with Discrete and Continuous Endogenous Vari-

abl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3), 

pp.440-49.

Erickson, R .A., 1980, “Firm Relocation and Site Selection 

in Suburban Municipalit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8, pp.69-85.

Holl, A., 2004a, “Manufacturing Location and Impacts 

of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Empirical Evi-

dence from Spai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4(3), pp.341-363.

Holl, A., 2004b, “Transport Infrastructure, Agglomera-

tion Economies, and Firm  Birth: Empirical Evi-

dence from  Portugal”,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4(4), pp.693-712.

교신: 이희연,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 이메일: leehyn@snu.ac.kr

Correspondence: Heeyeon Lee, Graduate School of Envi-

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ngn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leehyn@snu.ac.kr

최초투고일  2016년 4월 29일

수   정   일  2016년 5월 13일

최종접수일  2016년 5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