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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의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

어서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로 인한 구매·판매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품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서는 대기

업이 입지한 영남권의 제조업체로 거래가 집중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영남권에 위치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기업들에 의존성이 큰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 거래를 위한 네트워

크를 보다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판매업체를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구매·판매 네트워크, 지역·산업간 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분석, 중심성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urchasing and selling network structures of 
manufacturing firms related the shipbuilding and offshore plant industry in Jeollanam-do using the so-
ci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networks are often traded by subcontracting 
relationship with large firms because the industry is configured in mos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o actual situation that selling transactions are being concentrated in the manu-
facturing firms of Yeongnam where large firms have located.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large firms 
located in the Yeongnam is expected to strike a blow to the manufacturing firms related the shipbuilding 
and offshore plant industry in Jeollanam-do due to the recently crisi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re-
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diversity of networks for selling transactions, and to discover and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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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은 기존에 모든 업종

을 포괄하는 산업육성방식에서 벗어나 2000년대 

들어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에 맞는 특정산업을 지

역의 대표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 2013). 이에 전라남도는 지역특화도

(LQ)가 높은 1차 금속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

조업을 연계하여 신소재·조선산업을 전략산업으

로 선정하였고, 2008년 이후 광역선도산업과 부

분통합하여, 최근 2015년부터 조선해양플랜트를 

경제협력권산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산

업통상자원부, 2014).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시추·생산·운송·저장 관련 기자재, 해양레저장비

의 종합엔지니어링 산업을 의미한다(경남테크노

파크, 2016). 즉 조선해양플랜트는 해양플랜트뿐

만 아니라 종합조립산업인 조선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대한조선학회, 

2007). 따라서 지역산업정책 측면에서 조선해양

플랜트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산업을 성장시

키기 위한 전략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산업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으로 인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위기에 직면하

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주로 소형조선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1) 조선

산업의 대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외생적인 변수

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조선

해양플랜트산업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하며, 이에 적합한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관련 업체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외부 업체와

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조선해

양플랜트산업의 제조업체들이 생산활동에 필요

한 부품의 구매와 산출물의 판매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제

조업체들의 구매·판매는 광역시도간, 전라남도내 

기초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조와 산업간 네트워크 

구조로 구분하여 공간과 산업측면에서 접근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선

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구

매·판매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이론과 연구 접근

방법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분석자료와 모형을 기술한다. 4장은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들의 구매·판매 네

트워크 구조에 대한 공간과 산업측면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5장은 분석결과에 대한 지

역산업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검토

1) 기업간 네트워크 구조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재

that selling firms related the shipbuilding and offshore plant industry in Jeollanam-do, in order to cope 
with such a crisis.

Key Words :  Shipbuilding and Offshore Plant Industry, Purchasing and Selling Network, Interregional 
and Interindustrial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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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완성

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구매·판매에 대한 네트워크는 기업의 생산

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Jackson, 1996), 직접적

으로 업체의 매출을 증대시킨다. 또한 기업간 연

계는 기업의 높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며(Dyer 
and Singh, 1998), 공급사슬상에 민첩성이 확보되

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석수·황인

수, 2014). 이에 대해, 강낙중(2012)은 공급사슬을 

고객(전방)과 공급업자(후방)의 상호의존적 관계

로 보고, 공습사슬의 전·후방 통합이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외부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

연성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역량은 결국 수출성과

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의 구매·판매

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는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의 전후방 연관관계를 포함하는 가치사슬

체계로 확장하면, 기업간 네트워크 구조는 동종 

산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과의 수평적 협력을 

가능케 하고, 다른 산업 또는 다른 규모의 기업과

의 수직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김상곤, 2007). 특히 기업은 소재·부품의 

구매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가치사슬구

조를 바탕으로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지역내의 전후방 연관 산업

과 연계되어 있다(김영수 외, 2012). 즉 기업간 네

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매와 

판매를 중심으로 한 가치사슬과 연관 산업의 네트

워크 구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

조선산업은 다단계의 복잡한 건조과정을 거치

며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까지 건조하는 과정에 참

여하는 외부업체가 많다. 따라서 대형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부품, 기자재, 각종 서비스는 대

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

는다(우연섭, 2003). 즉 조선산업은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과 기자재 등을 부품업체 또는 하청업

체로부터 구매하고, 건조한 선박은 선주 또는 선

박이 필요한 기업과 산업으로 판매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또한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선박

의 건조에는 금속제품뿐, 목재 및 나무제품,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

금속 광물제품,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측량기구 등 매우 다양한 산업의 부품들이 투입된

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기업간 구매·판매 네트워

크에는 이러한 산업들에 관련된 수많은 업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주요 원

료가 되는 제철업은 포항과 광양에 집중되어 있

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철은 그 무게로 인해 물류

비가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제철을 원료로 사용

하는 철강제조업과 이를 다시 이용하는 조선업은 

제철업에 입지한 지역과 제철을 공급받기 유리한 

항만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공간적 입지는 기업간 네트워크 측

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하청업

체의 관계에서 대기업은 부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

해 하청업체를 대기업의 공장 주변에 입지하도록 

유도하고 있고(박삼옥, 1996),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협력적 하청의 발달은 모기

업과 하청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이 매우 중요하다

(Holms, 1986; 김선배, 1997). 따라서 이러한 모

기업과 하청업체간 거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조선

해양플랜트산업도 기업간 네트워크 구조가 지리

적으로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기업규모의 측면에서, 박석호(2010)는 소

형조선소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투입물의 증가를 통한 산출물 확대가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즉 조선산업의 소형업체들은 경

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품의 구매와 제

품의 판매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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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전라남도의 조

선해양플랜트산업은 주로 소형업체들이 주를 이

루고 있어,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

여 우연섭(2003)은 삼성조선과 거래하는 업체들

의 소재지, 거래금액, 거래품목 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조선산업의 생산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

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일

반 제조업과 달리 외부거래가 보편적인 생산네트

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

적으로 보면, 삼성조선의 생산네트워크는 부산·

경남지역과 수도권을 양대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삼성조선 하나의 기업에 대한 

거래관계에 국한되었고, 네트워크지표를 일반적

인 통계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조호현(2007)은 조선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접

촉, 업무협의, 정기모임, 자원공유 등의 협력구조

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우연섭(2003)과 달리 네

트워크 구조를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중심성지표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각 기업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김상곤(2007)은 포항철강산업의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능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

히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포항의 철강산업은 거의 

모든 네트워크가 (주)포스코로 집중되어, 그 역할

과 영향력이 매우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

하면, 대기업이 위치한 하나의 지방도시를 사례로 

산업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면, 특히 동종 업

종의 업체들은 네트워크 구조상에 의존도가 상당

히 높을 것이다.

이 외에 특정 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파

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현기순·이준엽(2016)과 

정준호·조형제(2016)는 OECD 부가가치 기준 교

역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세계무역 네트워크와 자

동차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

였고, 이학래·나주몽(2013)은 호남권의 풍력산업

의 네트워크 구조, 최영출(2009)은 IT산업지원네

트워크, 최해옥(2011)과 최해옥(2012)는 디자인산

업의 지식네트워크, 허동숙 등(2016)은 순창군 장

류산업의 지식 네트워크의 구조를 연구하였다.

산업의 네트워크 구조를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

한 연구는 김선배(1997), 박성현·임화진(2014)의 

연구가 있다. 김선배(1997)는 우리나라 컴퓨터산

업의 입지특성과 협력형태에 따른 네트워크 형성

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협력적 관계에 따라 기업의 공간적 입지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박성현·임화진(2014)은 공

간정보산업의 공동특허에 대한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공간정보를 연결하는 허브와 주요 하부그룹

이 수도권지역에 입지하며,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 허브의 공간적 연계를 강조한다.

김선덕 등(2014)은 충청북도에 입지한 300대 기

업을 대상으로 판매구조의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

하였다. 여기에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

워크의 구조적 지표와 지위적 지표들로 기업간 판

매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충

청북도의 300대 기업은 판매 교류가 미약하며, 판

매 관계의 범위도 협소한 분산집중형 네트워크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김상곤(2007)은 연구자의 직

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로 실증분

석을 수행한 반면, 김선덕 등(2014)은 (주)한국기

업데이터에서 제공한 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관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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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산업의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네트워크분석

을 이용하고, 구매·판매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는 (주)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내

용적으로 보면, 기업간의 기본적인 구매·판매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각 업체들의 중심성지표를 

추정하고, 그 구조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를 탐색한다. 또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은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트워크 구조상에 공간적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되

므로, 지역과 산업의 측면에서도 접근한다.

3. 분석의 자료 및 모형

1) 분석자료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란 각종 선박과 해양개발 

및 자원생산에 사용되는 선박 및 시스템, 해양구

조물 제품의 설계, 건조산업과 차세대 선박 및 해

양레저 선박산업을 포괄하고 있다(경남테크노파

크, 2016). 이에 대한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KSIC)의 세세분류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데이터는 (주)한국

기업데이터2)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4년말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소재한 총 7,672개 제조업체

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 업체들의 산업분류는 

산업통상자원부(2015)와 전남테크노파크(2016)의 

분류를 참조하여, 산업을 분류하였으며,3) 이를 통

해 추출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제조업체는 총 

1,231개이다. 본 연구에서 확보한 샘플 중 조선해

양플랜트산업을 포함한 전라남도 대표산업 업체

들의 산업분류 및 종사자, 매출액 규모별 업체수

는 표 2와 같다.

한편 구매 및 판매의 거래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주)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는 각 업체

가 최대 5개 업체까지 구매 및 판매하고 있는 다른 

업체를 구매와 판매 거래로 각각 별도로 작성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구매네트워크는 각 업

체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품 및 물품을 다른 업

체로부터 구매하는 네트워크이며, 판매네트워크

는 각 업체가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한 중간생산물 

또는 최종생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네트워

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조선해양

플랜트산업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구매네

트워크와 판매네트워크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가

정 하에 진행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업체들은 폐업이 되었거나 정보

가 불분명한 데이터들이 많아,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2단계를 거쳐 진행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라남도 주요 산업별로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 산업별로 업체를 분류하고, 구매 및 판매 데이

터가 없는 업체는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출

표 1.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분류

KSIC코드 세세분류업종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99 그 외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자료: 경남테크노파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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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본이 실제 전라남도 주요 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말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상의 각 산업별 사업체수와 비교

하였다(표 3).
두 번째 전처리과정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

조업체를 중심으로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를 살

펴보기 위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샘

플을 조정하였다. 단, (주)한국기업데이터의 구매 

및 판매 거래 업체는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지만, 누락된 정보가 

많다. 따라서 구매·판매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지역과 산업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매 

표 2. 분석대상 업체들의 현황
(단위: 업체 수)

구분

종사자 규모 매출액 규모

합계10인 

미만

10~ 

99인

100~ 

299인

300~ 

999인

1,000
인 이상

정보

누락

1억원 

미만

1억
~9억

원

10억

~99억

원

100억

~999
억원

1,000
억원 

이상

정보

누락

고분자소재 36 32 2 0 1 173 3 27 75 16 4 119 244
금속소재가공 41 34 4 0 0 195 4 30 62 18 2 158 274
나노융합소재 30 21 6 1 0 94 3 14 32 5 9 89 152
바이오식품 120 44 3 0 0 644 26 68 103 19 0 595 811

바이오활성소재 127 37 1 0 0 456 20 84 109 14 1 393 621
에너지설비 56 28 2 0 0 247 4 43 67 12 0 207 333

조선해양플랜트 129 149 21 2 1 929 7 92 239 44 5 844 1,231
그 외 산업 757 276 22 1 0 2,950 65 370 654 134 6 2,777 4,006

합계 1,296 621 61 4 2 5,688 132 728 1,341 262 27 5,182 7,672

표 3. 1차 전처리과정을 통해 추출된 표본 수
(단위: 업체 수, %)

구분
모집단

(A)

최초샘플 수

(B)

구매업체

수(C)

판매업체수

(D)

1차 샘플 수

(E)

비율

[(F)=(E)/(A)]

고분자소재 245 244 132 139 143 58.4
금속소재가공 345 274 112 114 120 34.8
나노융합소재 203 152 71 77 79 38.9
바이오식품 1,371 811 161 176 184 13.4

바이오활성소재 1,126 621 235 232 262 23.3
에너지설비 436 333 118 131 133 30.5

조선해양플랜트 869 1,231 391 419 447 51.4
그 외 산업 - 4,006 - - - -

합계 4,595 7,672 1,220 1,288 1,368 -

주: (A)는 2014년말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통계청) 상의 사업체 수이며, (B)는 (주)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사업체 수, (C)는 (B)데이터에서 구매 거래가 있는 사업체 수, (D)는 (B)데이터에서 판매 거래가 있는 사업체 수, (E)는 

(B)데이터에서 구매 또는 판매 거래가 있는 사업체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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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판매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해야 한다. 이것은 (주)한국기업데이터가 온

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K-Report 기업보고서

를 통해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업체

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과 산업의 데이터

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2차 전처리과

정을 통해 추출된 표본 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2차 전처리과정을 통해 추출된 표본 수

(단위: 업체 수)

구분
전남

지역

그 외

지역

지역

불분명
합계

조선해양플랜트 503 128 0 631
그 외 산업 380 485 22 887
산업 불분명 64 53 585 702

합계 947 666 607 2,220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은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기업 또는 산업들 간 연계의 유형을 파악하

고, 그 구조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접근법이다

(Wasserman and Faust, 2006). 네트워크 구조는 

일반적으로 노드(node)와 링크(link)로 이루어지

며,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가 노드가 되고, 그 업체간 구매와 판매 

거래 관계가 링크가 된다.

SNA는 관점에 따라 네트워크, 노드, 링크 차원

의 정량적 지표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특성을 네트워크 차원에

서 전라남도의 다른 대표산업들과 비교하고, 조

선해양플랜트산업의 제조업체들의 기업간 구매·

판매 네트워크를 노드 차원에서 분석한다. 여기

서 네트워크 차원의 SNA 지표는 네트워크의 밀

도(density),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등이 대표적이며,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

할 수 있다. 노드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심성

(centrality)의 지표로 네트워크 구조에서 노드의 

위치와 역할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밀도는 조선해양플랜트 또

는 다른 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업체간의 연결

된 정도이고, 밀도가 크면 최대 가능한 거래 업체 

수에 근접하게 더욱 많은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식 (1)과 같다. 

여기서, l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업체간에 연결된 

구매·판매의 거래 링크 수이고, n은 네트워크 구

조에서 존재하는 전체 업체의 수, n(n-1)/2은 네

트워크 구조에서 업체간의 최대 가능한 거래 링크

의 수를 의미한다.

density = 
l

n(n-1)/2 식(1)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은 네트워크 구조에

서 노드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유사한 형태의 패

턴을 의미하고, 이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

로는 블록모델링(blocking modeling)을 사용한다

(이수상, 2014). 여기서 블록(block)은 네트워크에

서 구조적 등위성의 유사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노드들의 특정 

속성 값으로 그 집단을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와 그 업

체와 구매와 판매 거래를 맺고 있는 다른 업체들

의 소재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산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기준으로 같은 

집단으로 압축하여, 그 거래 네트워크가 지역과 

산업별로 어떠한 구조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한편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들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노드차원에서 추정하는 네트워크 지표는 

중심성이다. 중심성은 측정 방법에 따라 연결정

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으
로 구분된다(손동원, 2008). 여기서 연결정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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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은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들과 연결된 정도

의 크기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중심적

인 역할을 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지표

이다.4) 즉 연결정도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

크 구조에서 구매와 판매 거래관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청업체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일수록 그 연결정도중심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식(2)와 같이 추정한다. 여

기서 d(ni)는 업체 i의 직접 연결된 업체들의 연결

정도(degree)의 합을 의미한다.

Cd(i)= 
d(ni)
n-1  식(2)

매개중심성은 한 업체가 다른 업체들을 연결하

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조에서 

다른 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나타낸다. 즉 가치사슬구조에서 부

품과 최종 생산품 사이의 중간 재화를 많이 생산

하는 업체일수록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

다. 만약 그 업체의 생산이 중단되면, 최종 생산품

을 생산하는 모기업 또는 대기업은 부품을 안정적

으로 수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

라서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다. 이것

은 다음의 식(3)과 같이 추정한다. 여기서 ljk는 네

트워크 구조에서 최단거리 경로의 경우의 수, ljk(i)
는 두 업체 j와 k( j≠k)의 경로에 있는 업체 i를 경

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Cb(i)= ∑
j＜k

ljk(i)/ljk 식(3)

위세중심성은 한 업체의 중심성이 주변 업체의 

중심성에 의존하게 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즉 업

체들의 연결정도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에서 반복

적인 작업을 통해 중심적인 구조를 추정한다(사이

람, 2016). 따라서 연쇄적으로 가장 많이 주변 업

체와 연결된 업체가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며, 

위세중심성이 높은 업체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다

른 업체들이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세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조에

서 가장 핵심적인 업체를 탐색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식(4)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업체 의 위세중심성이고, 는 업체 와 인

접한 업체 의 위세중심성을 의미한다.

Ce(i)= ∑
j=1

AijCe(j) 식(4)

4. 실증분석

1)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구매·판매 네트워 

크 구조5)

본 연구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구매·판매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지만, 조선

해양플랜트의 산업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

남도의 대표산업인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고

분자소재, 에너지설비, 바이오활성소재, 나도융

합소재 제조업체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인 지표들을 비교분석하였다(표 5).
표 5에서 노드 수는 각 산업별로 거래관계가 없

는 노드를 제외한 실질적 구매·판매 거래가 있

는 업체 수를 의미한다. 전라남도 대표 산업 중에

서 가장 거래관계가 많은 산업은 조선해양플랜트

(구매 1,324건, 판매 1,249건)이다. 그러나 조선해

양플랜트의 밀도는 구매와 판매 네트워크가 각각 

0.635와 0.77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조선해

양플랜트는 전라남도 대표 산업 중 가장 많은 업

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구매와 판매 거래가 가

장 많지만, 최대가능한 거래수에 비해 실질적 거

래관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컴포넌

트에서도 나타난다. 컴포넌트는 단절된 네트워크

의 수를 의미한다. 즉 컴포넌트가 적을수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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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래 네트워크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지만, 

조선해양플랜트는 구매와 판매 네트워크 모두 각

각 178개와 149개로 단절된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조선해양플

랜트의 단절된 네트워크는 많지만, 한 업체당 평

균적으로 다른 업체와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는 평

균연결은 구매와 판매 모두 각각 0.916과 0.970으
로 모두 전라남도 대표산업 중 가장 높다. 즉 전라

남도의 조선해양플랜트는 업체에 따라 단절된 별

도의 네트워크가 많이 존재하지만, 구매와 판매의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가치사슬구조상 상대

적으로 많은 업체들과 연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평균거리는 임의의 두 업체가 갖는 평균적

으로 갖는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즉 평균거리가 

높을수록 어느 업체가 특정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서는 보다 많은 거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조선해양플랜트의 평균거리는 구매네트

워크가 1.025로 전체 평균인 1.018보다 높지만, 판

매네트워크는 1.013으로 전체 평균인 1.024보다

는 낮다. 즉 조선해양플랜트의 업체들은 판매보다

는 구매를 위해 다른 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상대

적으로 더 많은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2)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의 구매·판 

매 네트워크 구조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의 구매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주)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중심성을 보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서 필요한 부품, 원료 등과 

관련된 제조업과 도매업 등의 업체들의 중심성 지

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업체의 규모는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소재

지는 대부분 전라남도의 목포, 영암 등 서남권에 

표 5. 전라남도의 대표산업별 구매ㆍ판매 네트워크 구조

산업 구분 전남 노드 수 전체 노드 수 링크 밀도(×1000) 평균연결 평균거리 컴포넌트

고분자소재
구매 132 455 411 1.990 0.903 1.044 58
판매 139 537 452 1.567 0.840 1.013 91

금속소재가공
구매 112 424 355 1.979 0.837 1.017 71
판매 114 447 375 1.881 0.839 1.016 75

나노융합소재
구매 71 294 234 2.705 0.793 1.000 61
판매 77 301 245 2.713 0.814 1.016 59

바이오식품
구매 161 601 489 1.356 0.814 1.016 112
판매 176 637 529 1.306 0.830 1.040 111

바이오활성소재
구매 235 695 619 1.267 0.879 1.013 115
판매 232 772 665 1.114 0.859 1.073 130

에너지설비
구매 118 502 430 1.710 0.857 1.009 75
판매 131 524 448 1.635 0.855 1.000 82

조선해양플랜트
구매 391 1,443 1,324 0.635 0.916 1.025 178
판매 419 1,249 1,211 0.777 0.970 1.013 149

평균
구매 174.3 630.6 551.7 1.663 0.857 1.018 95.7
판매 184.0 638.1 560.7 1.570 0.858 1.024 99.6

주: 노드 수는 실제 거래관계가 없거나 거래 업체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제외하고 분석한 업체수이다. 또한 

추정된 밀도는 0이하의 값이지만, 소숫점 이하의 자릿수가 많아, 표 기재상 각각의 밀도에 1000을 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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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고 있다.

매개중심성을 보면, 연결중심성과 달리 선박 구

성부분품 제조업의 업체들이 업체간 구매 거래 관

계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즉 선박 구성부분품 제

조업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가치사슬구조에서 

부품과 최종 산출물을 이어주는 중간재화를 생산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업체의 규모를 보면, 

현대삼호중공업(주)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기업

이 모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중간재화를 생산

하며, 그 거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지역은 

모두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다.

위세중심성을 보면, 금속제품보다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등의 부품산업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제

품의 산출물에 관련된 가치사슬구조에는 포함되

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직원들

의 의복, 기타 물품 등의 도·소매업의 역할이 크다

는 것이 눈에 띈다. 업체의 규모와 지역은 매개중

심성과 마찬가지로 현대삼호중공업(주)을 제외하

면, 모두 중·소기업이고, 전라남도의 목포와 영암 

등 서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위세중심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해외_일본은 명확한 기업

명이 제시되지 않아, 그에 따른 업종과 규모 측면

에서의 해석은 어려웠다.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의 판매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구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현

대삼호중공업(주)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중심성을 보면,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

트산업은 강선 건조업과 선박 건조업, 제철업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업

체의 규모를 보면, 구매 네트워크 구조와 달리 대

부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즉 전라남도의 업

체들은 이러한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로 모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을 보면, 대부분 영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들은 주로 

영남권의 제조업체들과 구매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매개중심성을 보면, 구매 네트워크 구조와 마찬

가지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강선 건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또

한 업체의 규모와 지역도 대부분 중·소기업과 전

라남도 서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즉 판매 네트워

크 구조는 구매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이 지

역 내에서 하청 전 단계와 모기업간 중간재화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세중심성을 보면, 선박의 건조업과 부품 제

조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매 

그림 1.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의 구매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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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달리 도·소매업은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업체의 규모는 현대삼호중공업(주)과 대한조

선(주)을 제외하면, 매개역할이 강한 중·소기업의 

지표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은 전라남도 서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3)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역간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역간 구매·

판매 네트워크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구조

표 6.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제조업체간 구매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순

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1000) 위세중심성

지표 업종
규

모
지역 지표 업종

규

모
지역 지표 업종

규

모
지역

1
위

현대삼호중

공업(주)

(0.01037)

강선 

건조업
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

공업(주)

(0.01524)

강선 건조업 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

공업(주)

(0.62515)

강선 

건조업
대

전남

영암

2
위

(유)동아

철강

(0.0063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중
전남

목포

삼일철강

(주)

(0.01016)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소
전남

목포

해외_일본

(0.21011)
- - 일본

3
위

대흥가스

(주)

(0.00451)

화학제품 

제조업
중

전남

목포

대상중공업

(주)

(0.00549)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유)목포복

장사

(0.20188)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소
전남

목포

4
위

삼일철강

(주)

(0.00406)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소
전남

목포

(주)디에스

에이치아이

(0.00406)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주)송원

(0.19939)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소
광주

북구

5
위

(유)목포복

장사

(0.00361)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소
전남

목포

(유)주영정

공

(0.00406)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유)태양

(0.19777)

선박 구 

성부분품 

제조업

중
전남

영암

6
위

(주)송원

(0.00361)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소
광주

북구

중원산업

(주)

(0.00325)

기타 선박 

건조업
중

전남

영암

중원산업

(주)

(0.18920)

기타 선박 

건조업
중

전남

영암

7
위

(주)대동

전기

(0.00361)

전기용 

기계장비 

및 기자재 

도매업

소
광주

동구

동남중공업

(주)

(0.00325)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한성기업코

리아(주)

(0.18734)

선박 구 

성부분품 

제조업

중
전남

목포

8
위

(유)오성철

강기업

(0.00315)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중
전남

목포

(주)세강엔

지니어링

(0.00305)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

반 제조업

소
전남

화순

(유)휘장산

업

(0.15286)

기타 선박 

건조업
중

전남

영암

9
위

한국전력

공사

(0.00315)

기타 

발전업
대

전남

나주

(주)금정 이 

엔 지

(0.00264)

기타 선박 

건조업
소

전남

영암

(유)정진산

업

(0.15180)

선박 구 

성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10
위

(주)포스코

(0.00270)
제철업 대

경북

포항

한진기공사

(0.00244)

액체 펌프 

제조업
소

전남

목포

(유)남도

(0.15083)

선박 구 

성부분품 

제조업

중
전남

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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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이 대부분 전라남도 지

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 네트워크

에서는 광주지역에서 14.5%의 구매 거래가 나타

났는데, 이것은 광주지역이 부품소재산업이 활성

화된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판매 네트워크에서

는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업체들이 대부분 영남

권에 입지하고 있고, 판매의 거래 횟수는 영남권

에 총 163건으로 전체 923건 대비 17.7%이며, 전

라남도 563건 대비 29.0%에 불과하다. 즉 전라남

도는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판매를 위한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전라남도의 업체

들은 그 모기업이 대부분 입지한 영남권으로 제품

을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권역내, 즉 전라남도 내에서 조선해양플

랜트산업의 업체들이 어디에 입지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구매·판매의 거래 구조는 공간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표 9와 그림 3).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권역내 지역간 

구매 및 판매 네트워크 주요 지표들을 비교해보

면, 판매 네트워크가 밀도, 평균연결 등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하다는 것을 알 
그림 2.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의 판매 

네트워크 구조

표 7.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제조업체간 판매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순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1000) 위세중심성

지표 업종
규

모
지역 지표 업종

규

모
지역 지표 업종

규

모
지역

1위
현대삼호중

공업(주)

(0.03876)

강선

건조업
대

전남

영암

현대삼호

중공업(주)

(0.10322)

강선

건조업
대

전남

영암

현대삼호

중공업(주)

(0.66662)

강선

건조업
대

전남

영암

2위

대한조선

(주)

(0.01082)

기타 선박 

건조업
대

전남

해남

케이,에스 야

나세산업(주)

(0.00833)

강선

건조업
중

전남

영암

대한조선

(주)

(0.13547)

기타 선박 

건조업
대

전남

해남

3위

(주)현대미

포조선

(0.00631)

강선

건조업
대

울산

동구

(주)세광

조선

(0.00792)

강선

건조업
소

전남

목포

(주)유일

(0.09797)

기타 일반

목적용 기

계 제조업

중
전남

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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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전라남도 업체들은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으로 집중되어 거래를 하지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거래

를 하고 있다.

구매와 판매 네트워크 모두 목포와 무안을 중심

으로 한 서남권과 광양과 여수를 중심으로한 광양

만권에 거래 네트워크가 집중되고 있다.

4위

현대중공업

(주)

(0.00541)

선박 

건조업
대

울산

동구

(주)원당

중공업

(0.00731)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주)더블유

디중공업

(0.09621)

선박 구성

부분품 제

조업

소
전남

영암

5위
(주)포스코

(0.00496)
제철업 대

경북

포항

큐테크(주)

(0.00711)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중
전남

영암

지성산업

(주)

(0.09125)

선박 구성

부분품 제

조업

소
전남

영암

6위
(주)엔투비

(0.00451)

기타 상품 

전문 도매

업

대
서울

강남

(유)한국

메이드

(0.0069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목포

대원정밀

기계

(0.09081)

선박 구성

부분품 제

조업

소
전남

영암

7위
(주)포스코

아이씨티

(0.00406)

시스템 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
경북

포항

(주)한국

기계

(0.0064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주)그라소

(0.09041)

선박 구성

부분품 제

조업

소
전남

영암

8위

(주)포스코

플랜텍

(0.0027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중
경북

포항

대상중공업

(주)

(0.0059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주)삼광

특수기계

(0.09034)

선박 구성

부분품 제

조업

소
전남

무안

9위

에스피피조

선(주)

(0.00270)

강선

건조업
중

경남

사천

(주)유일

(0.00549)

기타 일반

목적용 기

계 제조업

중
전남

영암

대상중공업

(주)

(0.09024)

선박 구성

부분품 제

조업

소
전남

영암

10위

(주)세광

조선

(0.00270)

강선

건조업
소

전남

목포

(유)호현

이엔지

(0.00508)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소
전남

영암

(유)주영

산업

(0.08915)

선박 구성

부분품 제

조업

소
전남

무안

표 8.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역간 구매ㆍ판매 거래 현황

지역 구매 (%) 판매 (%) 합계 (%) 지역 구매 (%) 판매 (%) 합계 (%)

서울 83 ( 8.3) 60 ( 6.5) 143 ( 7.4) 충북 7 ( 0.7) 5 ( 0.5) 12 ( 0.6)

부산 57 ( 5.7) 20 ( 2.2) 77 ( 4.0) 충남 10 ( 1.0) 11 ( 1.2) 21 ( 1.1)

대구 12 ( 1.2) 0 ( 0.0) 12 ( 0.6) 전북 10 ( 1.0) 16 ( 1.7) 26 ( 1.3)

인천 15 ( 1.5) 15 ( 1.6) 30 ( 1.6) 전남 492 (49.0) 563 (61.0) 1,055 (54.7)

광주 146 (14.5) 28 ( 3.0) 174 ( 9.0) 경북 19 ( 1.9) 46 ( 5.0) 65 ( 3.4)

대전 1 ( 0.1) 7 ( 0.8) 8 ( 0.4) 경남 47 ( 4.7) 57 ( 6.2) 104 ( 5.4)

울산 18 ( 1.8) 40 ( 4.3) 58 ( 3.0) 제주 0 ( 0.0) 5 ( 0.5) 5 ( 0.3)

세종 0 ( 0.0) 0 ( 0.0) 0 ( 0.0) 해외 11 ( 1.1) 6 ( 0.7) 17 ( 0.9)

경기 74 ( 7.4) 39 ( 4.2) 113 ( 5.9) 합계 1,004 (100) 923 (100) 1,9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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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산업간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업

체들은 업종별로 어떠한 산업과 구매·판매 네트

워크 구조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것은 조선해

양플랜트산업이 지니고 있는 가치사슬구조를 파

악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림 4에서는 

링크는 산업간 거래정도가 높을수록 선이 굵어지

고, 노드는 가장 거래가 많은 산업들을 별도로 표

기하였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

기장비, 화학제품, 운송장비의 제조업과 도·소매

의 서비스업을 통해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판매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조선건조업과 직접적

인 연관이 있는 1차 금속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

업과의 거래가 많고,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제조업 등은 전·후방 

연관관계가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매 네트워크 구조와 다른 산업은 건설업과 공공행

정이다. 여기서 공공행정은 기초자치단체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공구매 또는 해당 

지역의 업체들과의 거래를 알선해주는 공공정책

이 파급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전라

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업체들 간의 거

래뿐만 아니라 지역과 산업간 네트워크 구조를 살

펴보았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다른 대

표산업과 비교하여, 최대가능 한 거래 수에 비해 

실질적 거래 관계가 부족하며, 업체 간에 단절된 

네트워크의 수도 많다. 그러나 업체당 구매·판매

의 거래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의 

관련 업체들은 구매를 위해 다른 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부품에 대한 중간재화를 거치는 단계가 많

표 9.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권역내 지역간 

구매ㆍ판매 네트워크 지표

구분
링크 

수
밀도

평균

연결

컴포

넌트

평균

거리

구매 132 0.093 1.955 6 2.374
판매 112 0.212 4.455 1 1.929

그림 3.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권역내 지역간 

구매ㆍ판매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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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판매를 위해서는 다른 업체들에 제품을 직

접적으로 판매하여 중간단계라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체간 구매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산

업에 필요한 부품, 원료 등과 관련된 제조업과 도

매업 등의 업체들과의 거래가 많고. 거래업체의 

규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

으며, 소재지는 대부분 전라남도의 목포, 영암 등 

서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가치사슬구조에

서 부품과 최종 산출물을 이어주는 중간재화를 생

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 내

에 입지한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하청업체 사이

에서 중간재화를 생산하며, 그 거래 관계를 연결

시켜주고 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구매 거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

조업과 기타 선박 건조업 등의 부품산업으로, 구

매 네트워크 구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제조업체간 판매 네트워크 구조에서 전

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강선 건조업과 선

박 건조업, 제철업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판매

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와 달리 판매 네트워크 구

조는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로 모기업의 부품을 공

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로 영남권에 위치

한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업체 간의 판

매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은 구매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서남권에 위치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의 중·소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판매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선박의 건조업과 

그림 4.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산업간 구매ㆍ판매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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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제조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역 외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구매 네트워크

에서는 광주지역에 입지한 부품소재산업으로부

터 부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 특히 판매 네트워

크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전라남도

의 업체들은 그 모기업이 대부분 입지한 동남권으

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권역 내 지역간 구

매·판매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전라남도 업체들

은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서남권과 광양만권

의 일부지역으로 집중되어 거래를 하지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1
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전·후방 연관관계가 높으며, 소매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고 있

지만, 판매는 건설업과 공공행정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기업과

의 하청관계로 인한 구매·판매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품의 판매를 위

한 거래에서는 대기업이 입지한 영남권으로 집중

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영남권에 위치한 대기업의 구조

조정은 그 기업들에 의존성이 큰 전라남도 조선해

양플랜트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이러한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 제조업체

들의 판매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를 보다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 내 판매업체를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

분이 있었다. 첫째, 업체의 규모에 따른 구매와 판

매 네트워크의 구조는 보다 계량적인 접근으로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간의 네트워

크 구조에서 역외 유출에 대한 관점은 공간모형을 

도입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업

체의 구매 및 판매 거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데

이터를 확보하면, 특정 산업의 거래 관계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의 연구를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선해양플랜트산

업의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를 전라남도를 사

례로 분석하였다. 현재 전라남도와 같이, 조선해

양플랜트산업이 경제협력권사업으로 선정된 부

산, 울산, 경남 등의 영남권과 비교분석하면, 조선

해양플랜트산업의 구매·판매 네트워크 구조 실태

분석을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

술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와 영남권 간의 거래 관

계가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는 더욱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산업통상자원부(2014)에 의하면,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조

선해양플랜트를 선정한 경남과 전남을 비교해보면, 경상

남도는 중대형 조선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반면, 전라남도

는 소형조선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2005년 2월에 설립된 (주)한국기업데이터는 기업신용조

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의 다양

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2015)와 전남테크노파크(2016)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대표산업과 각 산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는 다음과 같다.

대표산업 KSIC 분류

고분자소재

20111, 20132, 20302, 20303, 20421, 

20431, 20493, 22212, 22222, 22232, 

22240, 22250

금속소재가공

24121, 24123, 24132, 24191, 24199, 
24212, 24219, 24222, 24321,24329, 
25119, 25912, 25913, 25943, 2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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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소재

20119, 20129, 20422, 20499, 22191, 

23121, 23211, 23221, 23229, 23232, 

28902

바이오식품

10121, 10129, 10211, 10212, 10301, 

10309, 10402, 10501, 10743, 10797, 
10798, 11209

바이오활성소재

10220, 10620, 10742, 10749, 10792, 

10800, 11121, 20209, 20432, 20433, 
21101, 21102, 21210, 21220, 21300

에너지설비
25113, 27216, 28111, 28121, 28302, 

28303, 28909, 29142, 72129

조선해양

플랜트

25112, 25929, 25999, 28122, 29111, 

29131, 29133, 29174, 29175, 31111, 

31112, 31113, 31114, 31119, 31120

4) 일반적으로 연결중심성은 노드 간의 거래에 가중치를 주고 

계산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데이터에서는 각 업

체들이 구매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의 

횟수나 거래액과 같은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만 나열하고 있어서 거래에 가중치를 주기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결중심성은 업체간 거

래에 가중치를 주지 않고 그 횟수를 통해 계산하였다.

5) 본 절에서는 전라남도의 주요 산업들의 구매·판매 네트워

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각 산업별로 밀도, 평균연결, 평

균거리, 컴포넌트 등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엄밀

하게 보면, 네트워크 크기(노드의 수)가 다른 네트워크들

은 그 크기(노드의 수)에 따라 추정된 값들에 왜곡이 나타

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수진(2016)은 네트워크 크기에 따

라 밀도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드의 수가 확연

히 차이가 있는 네트워크들의 밀도를 획일적인 잣대로 비

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오류를 상

쇄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수준의 가설검정(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주된 논점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들

의 거래·판매 네트워크구조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산업수

준의 네트워크 지표에 대한 가설검정은 생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수준의 가설검정을 통한 산업간 네트워

크 구조 비교라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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