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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경제성장에는 항상 지역간 격차가 있어왔다. 1960년대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선진 공업국의 탈 공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지역간, 도시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전통적 이론

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진 지역간에도 상당한 성장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전통적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성장과 회

복에 있어서의 격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로이론과 회복력 개념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론의 출현 배경과 특징, 유용성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 두 이론은 아직 객

관화된 판단의 근거를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종전의 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

나의 대안으로써 설득력이 있어서, 비(非)계량적 연구방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경로의존, 경로창조, 지역회복력, 탈 산업화, 도시재생, 지역재생, 잠김효과

Abstract : Traditionally, economic growth has been uneven over the space. It has also been true for the 
recovery from social and economic crisis in old industrial areas of the advanced economies. Even if many 
of such old industrial areas were seriously affected by de-industrialization, some areas have been show-
ing progress, while others have not been so. While interpreting this phenomenon used to be a key issue 
in economics, main stream liberal economic theorists’ explanation was uneven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such as raw materials, labour and money. However, some revolutionary economic theorists 
have brought in the concept of “history” in explaining the phenomenon. Path dependence theorists, for 
example, interpretate the emergence of different growth paths with the concept of historical accidents. 
This contrasts to the recent argument of the group of scholars suggesting the concept of “regional resil-
ience,” who argue that uneven growth and different growth paths are originated from different regional 
resilience.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s, characteristics and utilities of the two theories: path 
dependence theory and the concept of regional resilience.

Key Words :  Path Dependence, Path Creation, Regional Resilience, De-industrialization, Urban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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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1770년대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약 

200년 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공업국은 

물론, 신흥공업국들도 모두 산업화의 절정에 이르

렀다. 그러나 선진공업국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서서히 탈공업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1970
년대의 오일 쇼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

에 접어들면서 위기로 발전하였다. 산업화를 주도

하던 선진 공업국들의 공업도시들은 광업, 제철

공업,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등과 같은 산업 부분

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자, 거대한 공장이 문을 닫

고 생산활동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많

은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도시 한 가운데 방치된 

공장과 빈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Blue-
stone and Harrison 1982; Clark 1986; Boyle and 
Hughes 1994; 김정후 2014, 참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그러한 문제가 극도에 달해 

선진 공업국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대책으로 도

시재생, 혹은 지역재생을 시도해 오고 있다(Shaw 

2002; 김정곤 2004).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부

터 확실한 성과를 나타내는 곳은 많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저성장시대에 접어들

면서 서울의 구로공단은 이미 재생사업이 완료되

었고, 대전의 1·2산업단지, 부산의 사상공단 등과 

같은 도심 공업단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상

황이다(구양미 2002; 2012; 남기범 2014; 김대근·

강명구 2011, 참조). 

전후 개발의 연대를 거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저개발 국가들이 신흥공업국으

로 부상한 한편,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공업국들이 탈산업화현상을 맞이한 이

후,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접어들었다. 경

제문제를 놓고 선후진국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

운데 선진 공업국들의 경제를 선도하던 대표적인 

공업지역들이 공동화되면서 도시재생, 지역재생

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비교적 일

찍 산업화를 시작한 일본은 물론 한국, 중국 등도 

최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선진 공업국

들도 산업화의 전성기에 역동적이던 곳이 이제는 

경제 및 사회적으로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국가 마

다 그러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탈산업화의 위기에서도 어떤 지역은 위기를 어

느 정도 극복하는 가능성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 전통적 지역이론, 혹

은 지역경제이론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요건

(예, 생산요소)을 갖추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비록 

비슷한 여건에 있더라도 어떤 지역은 위기를 다소

나마 극복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다. 

전통적 경제이론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최근

에 대두되기 시작한 진화론적 경제이론은 바로 그

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하

나는 경로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력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주장을 검토하여 그 특

징을 규명하고 양 이론 간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

점이 있으며, 이들이 도시 및 지역재생 현상을 설

명하고 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이론

이 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경로이론

기술혁신, 지역혁신에 관한 진화론적 접근은 기

술혁신에 관한 경로의존론에서 시작되었다. 경

로의존론은 미국 Stanford대학 경제학과의 Da-
vid(1985)와 Arthur(1989)가 처음으로 제안하였

다. David(1985)는 일단 특정한 생산기술이나 생

산방법이 채택되고 나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더

라도 대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선택된 기술은 나중의 경제활동

의 방향을 제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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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신동호 2014a: 
201). 그 대표적인 예로 영문 타자기가 있는데, 영

문타자기의 글자판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

로 “Q, W, E, R, T, Y” 등과 같은 순으로 된 배열

이 일단 보편화 된 다음, 그 후에 그보다 더 나은 

배열의 글자판이 개발되더라도 기존의 것을 대체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신동호 2014a: 
201; 2015: 64). 

한번 결정된 경로는 왜 다른 방향으로 잘 전환

되지 않고 지속되는가? Gernot Grabher(1993)는 

그것을 “잠김효과(Lock-in)”로 설명했다. 잠김효

과란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깊이 연루된 이해관

계자들의 영향력이 클 때에는 그 산업이나 기술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Grabher는 독일 루르지역이 1970 및 1980년대에 

제철이나 석탄광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이 몰락하

고 있는데도 다른 경제구조로 변신하지 못하는 현

상을 설명하는데 이 “잠김효과”란 개념을 적용하

였다. 

그런데 잠김효과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Martin(2010: 5)은 잠김이 일어나는 것을 “네트워

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와 “보상체증

효과(Increasing Returns Effect)”로 설명하였다. 전

자는 David(1985)의 주장인데, 그는 네트워크 외

부효과를 기술적 연계성, 규모의 경제, 투자의 준 

불가역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기술적 연계성이란 

한번 방향이 정해진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과 연

계된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진전될 때에는 상호 강

화효과가 나타나서 그 방향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잠김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는 특정 기술과 유사한 방향

으로 기술축적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발달하는 기술의 규모가 커져서 경제적 효과가 커

진다는 것이다. 투자의 준 가역성이란 특정 기술

에 접목된 자본이나 기술을 다른 기술 쪽으로 전

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Arthur(1989) 역시 잠김효과를 “보상체증효과”

로 설명하였는데, 그는 특정 기술에 이미 투자된 

대규모 고정비용이 있다면 그걸 두고 다른 방향으

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Large Initial Fixed 
Costs). 또 좁은 영역내에서 더 활발할 수 있는 (역

동적인) 학습효과(Dynamic Learning Effects), 비
슷한 행동을 취하는 다른 경제주체와 함께 할 때 

발생하는 조정효과(Coordination Effects), 특정 기

술이 우세해 지면 계속 더 우세해질 것으로 기대

하고 그를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계속하는 “자기 

상보적 기대(Self-reinforcing Expectations),” 등으

로 보상체증효과를 설명하였다.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것이 지속된다고 할 때 

최초의 경로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그에 대한 

답으로 경로의존론자들은 “우연한 사건”이란 개

념을 제시하였다(Arthur 1989). 그러나 일부 학자

들은 경로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을 단순히 “우

연한 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에서 Garud 
and Karnoe(2001: 12-15)는 새로운 경로는 “의도

된 일탈행위(Mindful Deviation)”에 의해 시작된

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기업가들이 기존의 관

습, 규제, 또는 구조로부터 의도적으로 탈피하려

는 행위가 새로운 경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경로창조론”이라 하였다.

이에 관하여 Martin and Sunley(2006)는 기술경

로에 따라 기술 그 자체, 기술패러다임, 기업지원

기관, 관련 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매우 다양

하다고 하면서 산업 클러스터는 단계적으로 변화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림 1>과 같이 경로변

화의 단계를 경로형성 전단계, 경로형성단계, 경

로의존단계, 경로쇠퇴단계 등 네 단계로 구분하였

다(Martin and Sunley 2006: 186-189). 
특정 지역의 기술경로가 단순히 과거에 의존

하는지, 아니면 변경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

의는 Martin and Sunley(2006)의 주장으로 논의

의 폭이 훨씬 확장되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Menzel and Fornahl(2007: 19)은 기술경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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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싸이클을 갖고 진화한다는 “생애주기이론(Life-
Cycle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그림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산업 클러스터는 “출현(Emer-
gence),” “성장(Growth),” “유지(Sustainment),” 
“쇠퇴(Decline)” 등과 같은 네 단계를 거치는데 선

형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

화의 중간단계에서도 “적응(Adaptation),” “재생

(Renewal),” “전환(Transformation)” 등을 통해 전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artin 
and Sunley(2006)와 Menzel and Fornahl(2007)은 

이렇게 해서 단순하고 경직적이었던 경로이론을 

훨씬 융통성 있고 역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론으로 발전시켰다. 

19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제안된 경로이론은 

기술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시간이 흐

르면서 경제 및 사회변동이론으로서 여러 분야에

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Cooke 2012: 818-819). 경
로이론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의 

변화,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설명하는 데까지 확

대 적용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와서는 쇠퇴지역의 경

로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Florida(2002), Pratt 
(2004)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지역성장이론을 

제시하였다. 영국, 미국 등 선진공업국들은 탈공

업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제를 재건하는 방

법으로 문화예술산업, 혹은 문화예술산업에 정보

그림 1. 단계적 경로변화 모델

자료: Martin and Sunley(2006: 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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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경로파괴 시작 경로 해체

그림 2. 클러스터 생애주기이론 모델

자료: Menzel and Fornahl (200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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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접목한 창조산업을 육성하여 도시 및 지

역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한편, 지역의 발전경

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Gibson et al. 2002; 

Markusen 2006; Pratt 2004, 2006; Mommaas 
2004, 참조). 

경로이론을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해석하는데 

적용하는 시도는 독일의 경제지리학자 Grabher 
(1993: 260-264)가 주장한 “잠김(Lock-in)”이란 개

념으로 해석한 것에서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독

일 루르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석탄광업, 제철공

업 등과 같은 과거의 산업에 정치적으로, 관념적

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유착되어 있어서,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rabher가 경로이론을 적용하여 지역혁신이 일

어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의 원인을 규명한 것과 

대조적으로 Kenny and von Burg(2001: 127-148)
는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경로이론에 입각하여 해

석하였다. 그는 농업지역이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이 첨단산업지역인 실리콘밸리로 변신

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Garud and Karnoe 
(2001)의 경로창조론을 지지했다. Kenny and von 
Burg(2001: 130-135)는 1950년대 미국 동부에 입

지한 Bell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 기술을 개발한 

윌리엄 쇼클리와 그를 따르는 과학자들이 “의도

적”으로 동부지역을 떠나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전

하여 기업활동과 기술혁신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기술혁신이란 측면에서 볼 때 불모지에 지나지 않

았던 서부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초창기 경로이론가들이 경로문제를 경직적으로 

이해한 것에 반해 최근의 연구자들은 경로문제를 

“의존”뿐만 아니라 “창조”로도 해석하고, 또 지역

의 변화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아니라 시기별로 

단계를 나누어서 이해하고자 한 측면에서 기술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지역혁신, 혹은 산업 클러스터의 변화를 해석하

는데 경로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최근 많이 발표되

고 있다. Ron Martin, Peter Sunley, James Simmie 
등은 이러한 연구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그 가운데 Martin and Sunley(2006: 416)는 

“잠김”(Lock-in)이 항상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고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로는 항상 의존되는 것만이 아니

라 새로운 창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Mar-
tin and Simmie(2008: 186)는 Martin and Sun-
ley(2006)와 유사하게 산업 클러스터의 변화를 

“경로형성전(Pre-formation)단계,” “경로창조(Path 
Creation)단계,” “경로의존(Path Dependency)단
계,” “경로와해(Path Decay)단계” 등 4단계로 나누

고 단계별 특징을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 클러스터

의 변화를 규명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olfe(2010)는 카나다 오타

와와 워털루를 사례로 한 연구를 통해 각 지역은 

외부에서 새로운 자극이 오면 그들이 가진 내부적

인 혁신요건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다

고 주장했다. 이 때 물질적, 제도적 내부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전략으로 대

응하게 되며 그 결과 변화의 경로도 다르게 나타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지역도 과거의 경로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다(Wolfe 2010: 
150)’고 주장했다. 

한편, Elola et al.(2012)은 지난 50년 동안 스페

인 바스크지역의 4대 산업 클러스터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비록 초기의 조건은 다양하더

라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은 클러스터마

다 다르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의 변화도 다

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

들은 독일 북부의 전통적 선박공업도시들이 (풍

력)에너지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Fornahl et al. 2012), 그리고 덴마크 쥬트랜드(Jut-
land)의 에너지 산업클러스터와 스웨덴의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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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산업 클러스터를 연구한 Cooke(2012: 824-
830)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소개한 경로이론에 관한 연구는 대부

분 기술이나 경제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최근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적하는데 경로이론

을 적용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Bontje, et 
al.(2011)이 발간한 책, Inventive City-regions: Path 
Dependence and Creative Knowledge Strategies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

담, 독일의 뮌헨 등과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후기 

산업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가 창조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그를 통

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경로의존

론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

진수·서순탁(2014)도 신도시 건설과정의 변화를 

경로이론으로 추적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노무

현 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 조성사업이 여러 차례

에 걸쳐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세종시로 정착

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경로의존론을 적용한 것

이다. 

그 외에도 국내 학자들이 경로이론을 적용하여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예가 있다. 박인권(2011)은 

미국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설명하기 위해 공장건

물, 도로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자본”으

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도시의 흥망이 도시자본의 

성쇠에 의존하는 경향, 즉 경로의존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동호(2014a)는 독일 도르트문

트의 지역혁신사업을 분석하는 데, 또 도시재생사

업(신동호 2014b, 참조)을 분석하는 데 경로이론

을 적용하였다.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정준

호(2006)는 경기도 안산의 산업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을 분석한 것에 기초하여 경제적 유

산이 기업전략의 방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지역의 자산이 기업전략 및 지역발전

에 미치는 효과를 유형화하는 한편 지역발전 경로

를 제시하였다. 또 이공래 외(2008)는 국내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 혁신경로 창출모형을 설정하

고 새로운 경로가 나타나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3. 지역 회복력 개념

경제지리학, 혹은 지역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지역별 성장격차를 설명하는 이

론으로써 경로이론에 이어 최근 새로이 부각되는 

개념으로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이 있

다. “회복력”이란 ‘어떤 기업이나 지역, 혹은 공동

체가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그에 영

향을 받는 정도, 혹은 그에 반응, 혹은 그를 극복

하는 방식이나 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역량’을 일컫

는다. 이 개념은 아직 “이론”이라고 할 만큼 변화

의 요인이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깊이 있

게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최근 들어 

산업 클러스터론, 신도시론, 지역혁신체제론, 경

로의존론 등에 필적할 만큼 보편화되어 가고 있

다. 이 개념이 지역 활성화분야에서도 쉽게 확산

되는 이유는 여러 국가나 지역이 공통적으로 탈공

업화현상이나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를 받지

만, 그 영향을 받는 정도나 반응하는 방식, 위기나 

충격을 흡수, 혹은 극복하는 방식과 정도에 있어

서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

이다. 

회복력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의 생태계에 관

한 연구(Holling 1973)에서 출발하여 심리학, 사회

과학 등으로 확산되었다. Holling(1973)은 회복력 

개념뿐만 아니라 “안정성(Stability)”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는 1940년대에 북

미 오대호의 어족자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어류 남획이 

이루어진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개체 수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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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어 수산물 생산성이 크게 위협 받은 사례를 

예로, 자연생태계에서 회복력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어떤 특정 생물집

단에 큰 자극, 혹은 변화가 주어졌을 때, 원 상태

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러한 자극에 충격

을 받고 견딜 수 있는 역량을 “안정성”이란 개념으

로 정리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회복력 개념이 도시재생, 

지역개발 등의 분야로 확장되었는데, 2010년에는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
ety가 회복력에 대한 특집을 발간하여 회복력에 관

한 논의의 깊이를 한층 더하였다. Christopherson 
et al.(2010), Hudson(2010), Pendall et al.(2010), 
Treado(2010), Clark et al.(2010), Bristow(2010), 
Hassink(2010) 등이 그 특집호에 발표된 논문인

데, 그 중 Christopherson et al.(2010)은 특집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면서 회복력 개념이 더욱 발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바탕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

어야 하고, 사례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회복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경제

성장, 취업률, 삶의 질 등을 제시하였다(2010: 6). 
회복력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Simmie 

and Martin(2010)은 축적된 지역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력, 내부 요인들간의 응집력, 외부 충격

에 대한 저항능력, 혹은 극복 능력 등을 제시하였

다. 그들은 회복력은 순환적으로 변화한다고 보

고, 재구성(Restructuring), 성장(Growth), 전환

(Conversion), 쇠퇴(Decline) 등과 같은 4개의 단

계로 진화한다고 보았다(2010: 33-36). 그에 비해 

Martin and Sunley(2014: 27-34)는 회복력을 측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여

건, 금융에 관련된 조건들, 가버넌스 구조, 의사

결정 체계 등과 같은 5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 외 Hudson(2010), Pendall et al.(2010), Clark et 
al.(2010), Bristow(2010) 등은 회복력의 개념과 측

정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Cambridge Journal의 특집호에 실린 위와 같은 

논문들은 회복력에 관한 연구가 아직 일천하지만 

그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

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그림 3. 지역 회복력의 진화단계

자료: Simmie and Martin (201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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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assink(2010)는 회복력 개념이 정부정책과 제

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경제가 새로운 충격에 적응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2010: 55). 또한 Martin 

(2010)은 회복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고용, 산업

구조, 삶의 질 등과 같은 요소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회복력은 아직도 모호한 개념이라고 비

판하였다. 그에 비해 Pike et al.(2010)은 경제주체, 

지역정책구조, 장소 등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어

우러져 지역의 회복력을 구성한다고 보고, 이는 

지역의 변화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회복력 개념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적용 사례도 많지 않

고, 그의 유용성이나 측정 수단 등에 대해서도 충

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및 지역학에 있어서 최고

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Regional Studies도 회

복력에 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그 가운

데 Boschma(2015)는 회복력은 단순히 외부 충격

에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발

전경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주

장하면서 회복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볼 것을 강조

하였다. Bristow and Healey(2014)는 회복력을 검

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Agency)의 행태를 관

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경제주체가 어

떻게 구성되고,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주체들의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회복력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기초하

여 최근 사례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Trea-
do and Giarratani(2008)는 회복력 개념에 입각하

여 미국 피츠버그에서는 철강산업이 붕괴된 후에

도 잔존하고 있는 중간제 공급체계, 철강제조 기

술 등과 같은 산업부문의 회생과정을 분석하였다. 

Treado(2010) 역시 피츠버그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가 몰락한 공업도시가 과거의 산업에서 발달한 기

술과 공급체계(Supply-chain)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생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제철공업에 관

그림 4. 지역 회복력의 주요 구성요소와 상호관계

자료: Martin and Sunley (2014: 27).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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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소재(Materials)와 유산(Legacy)에 배태된 기

술이 지역경제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기술은 입지와 노

동력, 전통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비해 Wolfe(2010)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와 

워털루 지역이 2002년의 IT 버블의 붕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충격을 받은 이후 기업

이 보유한 기술력과 대학 등이 가진 연구개발능력

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북미 국가의 사례 연구 외, 유럽 각

국의 사례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 바, Holm et 
al.(2013)은 덴마크의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사례로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2002년
에 있었던 국제적인 IT 버블 붕괴 후, 정보통신분

야의 기업들이 고용을 회복하는 과정을 계량적으

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고용과 매출 등 11개 변수

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고 기업의 규모가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Balsas(2014)는 미국 

애리조나 주 Tempe시가 도심의 한 거리를 집중적

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도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규명함에 있어서 회복력 

개념을 적용하였다. 

Cellini and Torrisi(2014)는 이탈리아의 지역경

제를 120년(1890-2010년) 동안의 오랜 기간에 걸

쳐 분석하고, 지역별로 회복력에 있어서 큰 차이

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Kotilainen et 
al.(2015) 역시 장기간 동안에 걸친 자료를 기초로 

지역의 회복력을 연구하였는데, 그는 핀란드의 한 

소도시, Lieksa를 사례로 1910년 이후 100년 동안 

지역경제에 어떠한 충격이 있었고, 그러한 충격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에 회복력 

개념을 적용하였다. 독일의 전통적 공업지역인 루

르지방에 관한 연구에 회복력 개념을 적용한 연구

가 있는데, Bochum대학의 Kiese and Hundt(2014)
이다. 그들은 회복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제로, 가

버넌스, 제도, 응집력, 다양성 등 네 가지로 제시

하였다. Kiese and Hundt(2014)는 이러한 기제를 

도구로 삼아 독일 루르지방의 도르트문트를 비롯

한 6개 도시를 사례로 지역 활성화와 회복력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Williams and Vorley(2014)는 영국 Sheffield 지

역을 사례로 기업가 정신이 지역의 회복력을 강

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heffield 지역은 1700년대부터 제철공업이 발전

하여 지역경제가 매우 역동적이었는데, 1950년

대 이후 제철공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지역경제

가 위기에 처했다. Williams and Vorley(2014)는 

Sheffield 지역의 제조업 경제가 몰락하자 지역 정

부가 상업과 문화예술산업 등으로 도시경제를 재

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2008년 또 다시 세계 금

융위기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충격으로부

터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Sheffield 

지역정부의 접근방법과 정책 가버넌스를 분석하

였다. 그들은 회복력은 자원동원력, 조직동원력, 

의사결정력, 추진력 등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힘

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그러한 하부 개념을 분석

틀로 하여 지역경제의 회복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가 정신이 지역의 회복력을 결정한

다고 주장하였다(Williams and Vorley 2014: 263).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부터 회복력 개

념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김원배·신해원

(2013)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

을 미쳤는지에 대해 회복력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의 총부가

가치와 고용 증감률을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격차

를 분석하였다면, 남기범(2014)은 서울시의 구로

공단이 디지털산업단지로 재편된 사례를 대상으

로 회복력 개념을 적용하여 그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하수정 

외 4인(2014)은 총사업체 조사보고서의 고용에 관

한 통계를 이용하여 1997년 경제위기 때와 그 후 

10년간을 비교하여 1997년의 경제위기를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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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지역별 회복력의 수

준을 측정하였다. 그 외에도 서지연·조규진(2014) 
등의 연구가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회복력이란 개

념이나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4. 두 이론간 비교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성장격차, 위기를 극복하

는데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 등에 대한 해석은 경

제지리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그

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이론으로써 경

로이론과 회복력 개념은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기

초하여 발달한 비교적 최근의 이론이다. 이상에

서 논의한 두 이론을 서로 비교하면, 경로이론은 

1980년대 후반 경제문제를 역사적으로 보는 입장

에서 시작되어 사회과학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초

기에는 경로이론의 핵심이 정말 경로의 발전과정

에 의존성이 있느냐 하는 논의로 시작하여 경로의 

진화단계, 변화의 원인 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

였다. 

경로이론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기술경로가 과

거에 의존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새로이 창조될 수

도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는가 하면, 쇠퇴한 경로

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현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

이 나타나서 그 논의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그에 

비해 회복력 개념은 1970년대에 출현하였으나 그 

개념이 사회과학계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의 일

이다. 사회과학계에서 회복력 개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천하고 사례연구도 많지 않은 편이다. 

경로이론이 기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체의 과정을 본다면 지

역 회복력 개념은 어떤 지역이 위기에 당면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위기 이후에 위기를 어

떻게 극복하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두 이론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변화를 

표 1. 경로이론과 회복력 개념에 대한 비교분석

경로이론 회복력 개념

이론적 배경 진화론적 경제학 사회생태학, 진화론적 경제학

주요 이론가

Arthur (1985), David(1989), Garud and Karnoe 
(2001), Martin and Sunley (2006), Manzel and 
Fornahl (2008)

Holling (1973), Martin and Sunley (2006), 

Martin (2010), Boshuma (2014)

주요 관심사 지역의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 추적
충격에 대한 반응 규명

(지역의 역량 및 변화양태 분석)

분석대상 기술적, 산업적 특징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특징

분석기간 기간 시점

주요 측정지표 경제지표(고용, 생산력) 사회, 경제, 환경지표

주요 사례지역 실리콘 밸리, 북유럽 등 (구)공업지역 구 공업지역

적용분야 기술, 경제의 변화 분석 사회경제적, 환경적 변화 분석

약점
측정 수단이 불확실

경로 의존성, 당연한 것 아닌가? 

측정의 대상과 수단이 불확실

사례연구가 많지 않음

자료: Garud and Karnoe (2001), Martin and Sunley (2006), Manzel and Fornahl (2008), Martin and Sunley (2006), 

Martin (2010), Boshuma (2014) 등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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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 혹은 개념이 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지역간, 혹은 국가간 성장의 격차를 해소하거

나, 어떤 지역이나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자연환

경적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진

단과 해결책은 다양하다. 경로이론과 지역 회복력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진화론적 경제이론

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써 전통적 경제이론이 설명

하지 못하는 사회현상에 “역사”란 개념을 도입함

으로써 경제적 격차나 위기에서의 회복에 있어서

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였다. 사실 

이 이론들은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새로운 이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대중화되

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은 이론적으로도 아

직 충분히 발달되지도 못했고, 그 이론들을 사례

에 적용한 예도 풍부하지 않다. 특히 이론의 적실

성을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

관적 근거나 지표, 혹은 측정변수나 측정방법 등

이 개발되지 못했고, 또 경로의 변천이나 회복력

의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

이 고안되지 못하여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되는 것

도 문제이다. 

그러나 경로이론과 지역회복력 개념은 종전의 

고전파 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의 부족한 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최근 국제적으

로 정책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

기를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현상

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바, 보다 깊은 이론과 사

례연구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발전시

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 도시 및 지역학계가 지나치게 계량적 

연구, 실증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이론에 대한 연

구가 빈약하기 때문에 경로이론과 회복력 개념과 

같은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와 그러한 이

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는 우리 학계의 발전에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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