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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

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

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

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

사업 전파·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

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

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활용하여 재

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

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 노후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 자료포락분석, 활성화구역, 생산액, 고용성장율, 산업단지 재생

Abstract : With significant influences of old industrial complex in September 2009, Ministry of Land, In-
frastructure and Transport chose the 4 districts for the first pilot project. In December 2014, the second 
pilot project districts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there were 10 districts in April 2016 and 5 districts in 
April 2016 as the third pilot project and 5 districts in March 2017 as the fourth pilot project. In order to 
promote smooth business operation of the recycling business, we introduced the effective area designa-
tion and special system as stipulated in Article 39.12-13 of the I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Act 
revised in May 2015. The effective area , It is a method that can promote propagation and diffusion of 

http://dx.doi.org/10.23841/egsk.2018.2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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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무역투자진흥회를 통해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중요성을 발표하

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로 산업단지

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 융합공간으로 재편하겠

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지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벌여 1차 시

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 9월) 4개 지구, 2

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 12월), 3

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 4월), 4

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 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으로 수행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83개 중 23개 지구이다. 이는 2013년 12월 

기준,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 기준이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

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

며, 산입법 제39조의13 활성화 구역에 대한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재생(시행)계획수

립 시 활성화구역에 대한 별도에 기준(지정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

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

식 또는 지역·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

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

후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사업 주요 사업 검토

하여 자료 포락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효율성 분석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노후

산업단지 83개 지구의 DB를 활용하여 재생사업 사

업추진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

다.

the rehabilitation business through visualization by making effective the promotion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by promoting the business in consideration of the geographical feature of the region and 
industry group, The setting of the unreasonable effective area is based on the criteria and classification 
of the plan and the objective promotion metho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aged 
industrial park because the delay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the possibility of the increase of many 
problems are presented Be sure to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he old industrial complex 
database were constructed and utilized to classify the types of recycling projec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ged industrial complex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agnosis of 83 aged industrial complex sites and the rehabilitation project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the types of business promotion for aged industrial parks. It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Key Words :  Old Industrial Complex, Competitiveness Index,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Project, 
Industrial Structure,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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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재생사업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기존

연구(장철순·김주훈 2017) 대상지를 활용하였다. 

노후산업단지의 적용대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2015.8) 

상 노후거점산업단지 해당하는 것으로서 착공 후 20

년이 지나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단지 내 입

주기업체가 5개 미만인 산업단지는 국비 지원의 타

당성 여부, 특정 입주업체의 특혜 소지 등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가산

단 21개소, 일반산단 62개소 등 총 83개 산업단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분석하

기 위해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조사하

고 노후산업단지에 적용 가능한 투입물과 산출물을 

도출한다. 또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표 1. 진단 대상 노후 산업단지 현황

단지 유형 해당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21개)

한국수출 서울디지털, 한국수출 부평, 한국수출 주안지구, 남동, 군산(1), 군산(2), 명지·녹산, 대불, 구미(1·2·3단

지), 광주첨단과학(1단계), 시화단지(1단계), 포항, 광양, 북평, 대덕연구개발특구, 여수, 익산, 온산, 반월국가, 창원, 

울산·미포

일반산업단지

(62개)

군산, 익산제2, 마천, 다산, 경산1, 평동, 문발1, 천흥, 강화하점, 어곡, 대풍, 완주, 인천서부, 관창, 금산, 덕산, 동항, 천

안제2, 평택, 문막, 상수, 상봉암, 신평, 칠서, 전주제1·2, 인천, 성남, 후평, 인천기계산업단지, 대전제1·2, 청주, 우

산, 서울온수산업단지, 검단, 양산, 진주상평, 정읍제1·2·3, 대구염색, 본촌, 송암, 안성제1산업단지, 안성제2산업단

지, 소촌, 달성1차, 여수오천, 어연한산,향남제약, 하남(1·2·3차), 신평·장림, 순천, 성서1·2차, 문평, 조치원, 반월

도금, 송탄, 동두천, 추팔, 음성하이텍, 외동, 강릉중소, 충주제1, 왜관,

그림 1. 재생사업지구 추진단계에서 유형 구분을 위한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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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DEA)에 의한 생산성 측정 후 활성화 구역 

및 용도 복합화, 기반시설 재정비 등 재생사업 추진

에 있어 효율적인 산업단지와 비효율적 산업단지를 

구분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활성화 구역 

지정 시, 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역세권, 접근성 우

수), 산업단지 재생계획 상 산업단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역, 교통 접근성 및 입지가 양

호한 지역 등을 알아보고 도심과 노후산업단지의 거

리에 적합한 재생사업 추진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로는 1단계로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노후산업단지 유형별 추진방안을 고려하여 투입·

산출 변수 선정하였다. 2단계로 노후산업단지 83

개 지구의 기초 DB 중 투입·산출 변수로 적용될 데

이터를 구축하였다. 3단계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통하여 노후산업

단지 중 효율성 산단과 비효율성 산단을 구분하였

다. 4단계로는 노후산업단지의 도심과의 거리 실태

를 GIS를 활용하여 수치화하였다. 5단계로는 효율

성 분석 결과와 도심과의 거리를 통하여 노후산업단

지 재생사업 추진유형을 구분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산업단지 사업추진 유형을 위하여 노후산업단지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데 필요한 투입변수, 산출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중 산업단지 관련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로 분석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본연구

와 관련한 자료포락분석 국내 연구결과물로는 이윤

(2011)은 국내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성 변화 과정과 

기술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투입요소로는 부지면적, 종사자, 산출요소로는 가

동률과 생산액을 통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효율성이 높은 산업단지를 언급 제시하였으며, 한계

로 한계 중 하나는 사용된 투입과 산출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를 사용하거나 추가한다면 국가 산업단지

의 효율성 점수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앞으로

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유종훈(2013)의 일반산업단지 효율성 측정에서는 

대전, 충남, 충북의 노후산업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해당단지 22개의 산업단지를 평가 제시하였으며, 투

입요소로는 부지면적, 총사업비, 고용인원, 산출변

수로는 입주업체 수, 생산액(억 원)을 통해 상대적으

로 평가하였다. 자료포락분석 결과, 대전, 충남, 충북

을 효율성 평가한 결과 충청권 일반산업단지의 효율

성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보다는 

효율성 분석의 기술적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유정(2015)은 노후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성 분

석을 통하여 해당단지 73개의 산업단지를 평가 제시

표 2. 국내국가·일반산업단지 효율성 측정 관련 국내 선행 연구

저자 평가대상 투입변수 산출변수

이윤, 2011 국내 20개 국가산업단지 부지면적, 종사자 가동률, 생산액

유종훈, 2013 대전, 충남, 충북의 노후산업단지 총 22개 부지면적, 총사업비, 고용인원 입주업체수, 생산액(억원)

안유정, 2015 73개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

고용자 수

입주업체 수 대비 가동업체 수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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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투입변수로 부지면적, 고용자 수 산출변

수로는 입주업체 수 대비 가동업체 수, 생산액을 통

해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효율성을 

낮은 노후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경쟁력

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수도권의 노후산업단지의 

경우는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자 수를 확보하여 가동

률을 높이거나, 기존 오래된 건물 등에 대한 리모델

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비효율적인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 지원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하였다.

2) 연구의 차별성

재생사업 추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앞서, 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일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효

율성 측정을 논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만, 노후산

업단지 중점으로 본 활성화 구역1), 복합용도개발, 토

지이용개편, 기반시설정비 등에 고려한 효율성 측정

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노후

산업단지 83개 지구의 효율성 측정을 통해 향후 연

구를 지속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이나 분석 절차에 

있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3. 유형 구분을 위한  

활성화 구역의 정의

재생사업의 주요 사업은 기반시설 개선, 업종개

편, 지원시설 확충으로 구분된다. 기반시설 개선에

서는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교통망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량 확충하는 사업

이다. 업종개편은 지역 주력산업, 산단 내 업종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와 조화되는 첨단산업 및 지

역 전략업종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지원시설 확충

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기

업 및 근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주거·상업·공공시설 

공급하는 데 있다. 이에 업종개편과 지원시설 확충

을 아우르는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법 제39조의 12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활성화 구역은 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집중적·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

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LH 산업단지 재생사

업 업무해설집을 통한 활성화 구역의 지정 시, 고려

사항은 첫째, 산업단지 재생계획 상 산업단지의 거

점 구실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며, 교통 접근성 및 

입지가 양호하고,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이어야 한

다. 둘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생산, 업무, 지원

기능 등을 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한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셋째, 활성화 구역 지정 즉

시 사업을 원활하게 착수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

며, 활성화 구역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부지의 권

원을 확보하였거나, 국공유지 등이어야 한다. 이러

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부분의 지자체는 활성화 구역 계획을 포함하여 재

생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활성화 구역은 자부담이 크므로 모든 재생

사업지구에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민간

개발에 따른 사업성 문제가 가장 크며, 도심과 가까

운 위치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구역의 사업성

이 있으나, 반면 외곽지역에 있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활성

화 구역의 지정은 도심과의 거리 실태와 개별산업단

지의 효율성이 중요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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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유형  

도출 절차

1) 자료포락분석 측정모형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은 Cooper 등(1978)에 의해 제안된 다종류

의 투입물(multi-Inputs)을 이용하여 다종류의 산

출물(multi-Output)을 생산하는 예상운영단위

(DMU: decision unit)들의 효율성을 측정 비교하

는 기법이다. 최초에는 비영리 및 공공부문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이후 이익 

지향적인 서비스 조직인 병원, 은행 등의 효율성 평

가에도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자료포락분석

은 수립계획법을 이용하여 경영실적의 상대적 효율

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의사결정 단위

별로 각각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밝혀 준다

(박광태, 1999).

Banker 등에 의해 개발된 BCC 모형을 살펴보

면, BCC 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 VRS)을 가정하여 규모의 효율성

과 기술효율성을 구분하기 위해 변형된 자료포락분

석 모형이다. 결국 BCC 모형의 효율성 점수는 규모

의 효과를 배제한 순수한 기술효율성을 나타낸다. 

BCC 모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된 의사결정단

위가 순수한 기술적 요인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판명

되었는지 아니면 규모의 요인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평가되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배세영, 2011). 

2)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접근 방법

다 종류의 투입물을 이용하여 다종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조직들의 생산성 비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DMUj의 효율성=
u1y1j+u1y1j+...

v1x1j+vv2x2j+...

여기서 ur은 산출물 r에 대한 가중치

yrj는 DMUj의 산출물 r

vi은 투입물 i에 대한 가중치

xij는 DMUj의 투입물 i를 나타낸다.

이러한 생산성 측정방법은 투입물과 산출물들에 

대한 공통의 가중치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각각의 경영단위가 되는 DMU들을 모두 만

족하는 공통의 가중치를 찾기가 어렵다. 자료포락분

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은 각각의 

경영단위들이 자신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하여 최

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가중치들을 찾아내고 이를 이

용하여 자신의 효율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

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모형화 할 수 있다(이동기, 

2008).

s·t ho=
uryrjo

viyijo

∑
r

∑
i

 ≤1, j=1,2,...,n (1)

ur, vi ≥0

위의 모형(1)은 약간의 변형을 거쳐 동치해를 갖는 

다음의 모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

MAX uryrjo∑
r

s·t  viyijo∑
r

=1

 uryrjo∑
r

- vixijo∑
i

≤0, j=1,2,... (2)

위의 모형(2)는 경영단위 각각에 대하여 각 DMU

에 가장 유리한 투입물과 산출물 등에 대한 가중치를 

구해주고, 이러한 가중치하에서 각 DMU는 자사의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위 문제의 쌍대문

제를 풀어봄으로써 계산결과를 더욱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결과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다(이동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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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산출 변수 선정

자료포락분석법에 활용되는 투입 변수와 산출요

소의 선정에 있어서 기존 사례 및 선행연구에서 연구

자가 선정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재분류하여 사용하거나 연구 대상의 특성

에 맞추어 연구자별도 기준을 통해 선정한다.

기존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포

락분석법을 활용한 변수선정을 살펴보면, 전통적 경

제활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노동, 자본, 토지 3요소

를 선정하였다. 이는 부지면적, 총사업비, 고용인원

을 투입 변수(I)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산출되는 입주

업체 수, 부가가치, 생산액 등을 선정하여 산업단지

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도 첫 번째 

대안으로 기존연구의 같은 방식으로 투입변수는 종

사자 수, 산업시설용지 면적, 지원시설(복합+주거포

함)용지면적을 투입 변수(I)보고, 산출 변수(O)는 부

가가치, 생산액으로 선정하였으며, 데이터의 표준화

를 위해 투입 변수(I) 사업체 수를 나누어 사업체당 

종사자 수, 사업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사업체당 

지원시설면적으로 표준화하였고, 산출 변수(O)는 

사업체당 부가가치, 사업체당 생산액으로 표준화하

여 가공하였다.

표 3. 대안 1 투입 및 산출변수

투입변수 산출변수

사업체당 종사자 수

사업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사업체당 지원시설면적

사업체당 부가가치

사업체당 생산액

두 번째 대안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최종 비전과 목표는 일자리 유

지·창출에 있어 투입변수는 대안 1과 같되, 산출 변

수(O)에는 고용성장률, 고용 생산성을 선정하였다.

대안 1, 대안 2의 데이터를 가공하면 다음과 같으

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면

적은 2013년 12월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망 DB

를 활용하였으며, 부가가치, 생산액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2013 산업단지통계를 활용하였다.

산업단지 고용 성장성(%)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들의 고용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83개 

단지의 (2013-2008 종사자 수) 대비 2008년 종사자 

수로 DB를 구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산업단지 공

단의 산업단지 총람과 통계청의 광공업 통계조사를 

이용하였다.

산업단지 노동생산성은 내 기업들의 노동생산성

이 높은 경우 산업단지의 활력이 양호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하였으며, 83개 단지의 2013

년 생산액 대비 종사자 수로 DB를 구축하였으며, 자

료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산업단지 총람과 통계청

의 광공업 통계조사를 이용하였다.

표 5. 노후산업단지 83개 지구의 대안 1. 투입 및 산출 변수 값

구분

(I)

사업체 

수

(I)

종사

자수

(I)

산업

시설용

지

(I) 지원

시설(복

합+주거

포함) 

(O)

부가

가치

(O)

생산액

서울 디지털 10,038 16 144 10 338 824 

서울 온수 155 12 792 151 587 1,436 

신평·장림 631 26 2,777 17 1,326 3,781 

명지녹산 1,433 25 2,869 3 2,354 6,910 

대구염색 124 52 4,822 7 2,839 6,416 

검단 560 10 1,018 20 521 1,710 

성서1,2차 2,196 18 2,225 24 1,213 3,326 

달성1차 324 44 7,831 21 4,395 14,976 

인천기계 161 17 1,820 0 353 806 

인천 400 16 2,503 3,475 1,103 5,761 

주안 482 27 1,940 19 1,798 6,006 

표 4. 대안 2 투입 및 산출변수

투입변수 산출변수

•사업체당 종사자 수

• 사업체당 산업시설용지

• 사업체당 지원시설면적

•  산업단지 고용성장률(5년간 종사

자 수 차이) / 2008년 종사자 수)

• 고용 생산성(생산액 /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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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

사업체 

수

(I)

종사

자수

(I)

산업

시설용

지

(I) 지원

시설(복

합+주거

포함) 

(O)

부가

가치

(O)

생산액

남동국가 6,997 13 835 28 620 1,778 

부평 826 17 638 39 353 1,898 

인천서부 285 18 2,691 37 1,282 4,082 

강화하점 10 12 32,357 6 473 1,188 

송암 63 24 4,404 26 133 298 

광주첨단 500 27 4,908 2 816 1,995 

본촌 118 18 6,461 0 2,159 4,148 

소촌 62 9 1,721 6 350 681 

평동 492 26 6,487 22 940 2,822 

하남 972 31 4,682 29 2,775 10,002 

대덕연구 929 28 24,321 16 2,249 5,912 

대전제1,2 179 23 8,397 5 3,331 9,481 

온산국가 291 57 56,623 19 1,680 7,716 

울산미포 819 125 42,112 12 13,443 43,117 

성남 3,088 14 377 66 612 1,407 

송탄 144 41 5,463 52 4,024 10,665 

평택 66 42 6,166 181 4,907 15,919 

어연한산 30 205 14,618 12 7,637 19,191 

추팔 40 62 10,354 17 3,607 10,403 

상봉암 5 200 9,049 70 2,594 9,607 

동두천 40 35 3,764 17 1,912 4,688 

반월국가 7,005 25 1,428 732 1,088 3,137 

반월도금 101 14 1,121 27 984 2,459 

시화지구 10,048 11 994 3 157 504 

문발1 11 37 2,797 0 132 160 

안성제2 53 54 10,366 195 1,932 18,333 

금산 9 49 3,740 14 949 2,873 

안성제1 47 95 11,685 0 7,258 12,207 

동항 11 27 3,686 8 1,283 2,501 

덕산 14 16 3,452 0 1,289 4,435 

향남제약 42 72 10,957 0 28,731 49,311 

상수 11 27 4,398 0 2,600 7,587 

신평 7 25 6,137 0 3,072 8,814 

후평 71 13 4,301 13 556 1,638 

원주우산 19 62 15,019 0 2,751 9,906 

문막 19 44 17,313 0 1,332 9,216 

구분

(I)

사업체 

수

(I)

종사

자수

(I)

산업

시설용

지

(I) 지원

시설(복

합+주거

포함) 

(O)

부가

가치

(O)

생산액

강릉중소 44 13 1,563 3 577 1,499 

북평국가 21 20 33,448 0 113 117 

청주 361 75 8,396 22 5,513 11,544 

충주제1 31 50 27,336 12 5,273 32,675 

대풍 10 61 32,539 104 15,320 55,535 

음성하이텍 16 38 19,544 331 1,513 5,190 

천흥 14 70 30,435 17 8,972 21,609 

천안제2 61 78 9,299 61 16,143 38,707 

관창 8 207 159,918 4 13,148 39,825 

조치원 19 83 37,254 32 1,199 2,694 

전주제1,2 148 33 11,965 13 1,118 2,728 

군산2국가 306 31 26,670 25 1,406 6,080 

군산국가 139 59 34,440 18 5,013 13,722 

군산 64 83 56,632 5 10,810 47,410 

익산1국가 155 24 7,235 21 2,943 10,425 

익산제2 160 56 16,020 43 712 2,651 

정읍제1,2,3 117 30 13,480 78 1,470 5,454 

완주 80 122 32,690 75 2,705 7,932 

여수국가 238 81 95,997 15 15,886 98,949 

여수오천 33 20 3,949 213 777 2,209 

순천 37 41 12,103 44 1,216 3,989 

문평 6 105 40,932 77 7,228 45,308 

광양국가 85 134 254,435 21 3,468 16,914 

대불국가 298 43 22,096 12 2,866 8,124 

포항국가 87 144 156,471 310 3,148 8,830 

외동 22 36 5,250 40 4,719 21,128 

구미국가 1,772 53 4,463 27 619 1,775 

경산1 187 59 6,148 36 4,494 12,902 

다산 64 32 6,984 60 523 1,389 

왜관(기) 275 25 6,207 25 1,593 4,854 

창원국가 2,203 42 7,827 12 3,717 10,612 

마천 112 20 4,278 47 2,516 10,372 

진주상평 516 15 2,935 27 630 1,843 

어곡 131 28 1,576 226 4,472 11,569 

양산 102 93 12,461 32 6,139 17,411 

칠서 87 46 21,450 12 4,978 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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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후산업단지 83개 지구의 대안 2. 투입 및 산출 변수 값

구분

(I)

사업체

수

(I)

종사

자수

(I)

산업

시설용

지

(I)지원

시설(복

합+주거

포함) 

(o)산업

단지고

용성장

율 

(o)

고용

생산성 

서울디지털 10,038 16 144 10 49 106 

서울온수 155 12 792 151 11 52 

신평·장림 631 26 2,777 17 5 329 

명지녹산 1,433 25 2,869 3 14 294 

대구염색 124 52 4,822 7 6 135 

검단 560 10 1,018 20 45 114 

성서1,2차 2,196 18 2,225 24 3 275 

달성1차 324 44 7,831 21 5 420 

인천기계 161 17 1,820 0 23 185 

인천 400 16 2,503 3475 8 270 

주안 482 27 1,940 19 28 248 

남동국가 6,997 13 835 28 29 264 

부평 826 17 638 39 29 205 

인천서부 285 18 2,691 37 6 290 

강화하점 10 12 32,357 6 (10) 163 

송암 63 24 4,404 26 3 33 

광주첨단 500 27 4,908 2 89 221 

본촌 118 18 6,461 0 7 450 

소촌 62 9 1,721 6 (1) 660 

평동 492 26 6,487 22 154 302 

하남 972 31 4,682 29 15 472 

대덕연구 929 28 24,321 16 39 424 

대전제1,2 179 23 8,397 5 7 720 

온산국가 291 57 56,623 19 26 2937 

울산미포 819 125 42,112 12 16 1412 

성남 3,088 14 377 66 38 223 

송탄 144 41 5,463 52 1 335 

평택 66 42 6,166 181 (7) 375 

어연한산 30 205 14,618 12 99 284 

추팔 40 62 10,354 17 43 287 

상봉암 5 200 9,049 70 137 119 

동두천 40 35 3,764 17 (4) 158 

반월국가 7,005 25 1,428 732 88 266 

반월도금 101 14 1,121 27 22 171 

시화지구 10,048 11 994 3 26 322 

문발1 11 37 2,797 0 (15) 113 

안성제2 53 54 10,366 195 11 675 

금산 9 49 3,740 14 6 820 

구분

(I)

사업체

수

(I)

종사

자수

(I)

산업

시설용

지

(I)지원

시설(복

합+주거

포함) 

(o)산업

단지고

용성장

율 

(o)

고용

생산성 

안성제1 47 95 11,685 0 21 332 

동항 11 27 3,686 8 (24) 106 

덕산 14 16 3,452 0 (31) 283 

향남제약 42 72 10,957 0 11 1006 

상수 11 27 4,398 0 30 309 

신평 7 25 6,137 0 13 323 

후평 71 13 4,301 13 14 168 

원주우산 19 62 15,019 0 (13) 294 

문막 19 44 17,313 0 33 388 

강릉중소 44 13 1,563 3 (49) 166 

북평국가 21 20 33,448 0 (8) 43 

청주 361 75 8,396 22 17 495 

충주제1 31 50 27,336 12 (39) 438 

대풍 10 61 32,539 104 18 402 

음성하이텍 16 38 19,544 331 22 360 

천흥 14 70 30,435 17 2 346 

천안제2 61 78 9,299 61 7 538 

관창 8 207 159,918 4 215 726 

조치원 19 83 37,254 32 (78) 378 

전주제1,2 148 33 11,965 13 32 786 

군산2국가 306 31 26,670 25 570 413 

군산국가 139 59 34,440 18 10 684 

군산 64 83 56,632 5 10 967 

익산1국가 155 24 7,235 21 (8) 400 

익산제2 160 56 16,020 43 29 464 

정읍제1,2,3 117 30 13,480 78 15 446 

완주 80 122 32,690 75 8 720 

여수국가 238 81 95,997 15 42 5071 

여수오천 33 20 3,949 213 115 155 

순천 37 41 12,103 44 11 356 

문평 6 105 40,932 77 (18) 1523 

광양국가 85 134 254,435 21 10 1322 

대불국가 298 43 22,096 12 (2) 232 

포항국가 87 144 156,471 310 12 1313 

외동 22 36 5250 40 (12) 823 

구미국가 1,772 53 4,463 27 41 738 

경산1 187 59 6,148 36 39 183 

다산 64 32 6,984 60 (2)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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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포락분석 및  

도심과의 거리 분석 

1)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 결과

83산업단지 중 효율성이 높은 산업단지를 도출하

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모델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Solver pro. v13.2/BBC를 사용하였다.

대안 1에서는 Input items는 3가지 Input(1)=종

사자 수, Input(2)=산업용지시설, Input(3)=지원시

설면적, 입력하였고, Output은 두 가지 Output(1)=

부가가치, Output(2)=생산액을 입력하였다. 

대안 1은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측정할 때 통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생

산액이 높은 산업단지가 효율성이 높은 산업단지라

는 전제를 통해 투입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투입변수에 사업체당 종

사자수, 사업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사업체당 지원

시설면적으로 표준화하였고, 산출변수는 사업체당 

부가가치, 사업체당 생산액으로 표준화 가공한 후 

DEA(Data Envelopment Analysis)-Solver pro. 

v13.2/BBC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결과 효율성이 

높은 산업단지(11)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검단,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소촌일반산업단지, 성남일

반산업단지, 시화지구 1단계, 덕산일반산업단지, 향

남제약일반산업단지, 대풍일반산업단지, 여수국가

산업단지, 어곡일반산업단지 나타났다.

대안2은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시됨

에 따라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

선정도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

요가 있으므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전제에 통해 투

입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최

종 비전과 목표를 고려하여 일자리 유지·창출 고

려하여 투입 변수(I)는 사업체당 종사자수, 사업체

당 산업시설용지, 사업체당 지원시설면적, 산출 변

수(O)에는 고용성장율, 고용 생산성을 표준화가공

한 후 DEA(Data Envelopment Analysis)-Solver 

pro. v13.2/BB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안 2에서는 Input Items은 3가지 Input(1)=종

사자 수, Input(2)=산업시설용지, Input(3)=지원시

설면적, 입력하였고, Output은 두 가지 Output(1)=

산업단지 고용성장률 Output(2)=고용 생산성을 입

력하였다. 

Statistics on Input/Output Data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2) 재생사업지구와 도심과의 거리 분석

(1) 도심과의 거리 분석 개요

입찰지대 이론에서도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

른 지대 곡선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교통비용이 증

가하는 만큼 입찰지대가 그에 비례하여 감소하는데, 

토지이용 주체에 따라 도심과의 근접성에 따른 입지 

효용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

난다고 정의하였다(유재윤, 2014). 즉 도시재생사업

에서 민간참여 부분에서도 국공유지가 있으면, 도심

과의 거리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사업성이 직접 영향

구분

(I)

사업체

수

(I)

종사

자수

(I)

산업

시설용

지

(I)지원

시설(복

합+주거

포함) 

(o)산업

단지고

용성장

율 

(o)

고용

생산성 

왜관(기) 275 25 6,207 25 9 295 

창원국가 2,203 42 7,827 12 17 536 

마천 112 20 4,278 47 (9) 445 

진주상평 516 15 2,935 27 (12) 177 

어곡 131 28 1,576 226 (9) 120 

양산 102 93 12,461 32 8 186 

칠서 87 46 21,450 12 38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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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안 1. 노후산업단지 효율성 분석 결과

산업단지명 Score Rank 산업단지명 Score Rank

한국수출(서울디지털) 1 1 상수 0.64004 31

서울온수 0.71536 23 신평 0.75001 20

신평·장림 0.3201 47 후평 0.29188 54

명지녹산 0.68824 26 원주우산 0.2398 60

대구염색 0.29394 53 문막 0.33832 46

검단 1 1 강릉중소 0.87021 16

성서1,2차 0.42192 41 북평국가 0.03586 82

달성1차 0.5201 35 청주 0.30207 51

인천기계 1 1 충주제1 0.76006 19

인천 0.8507 17 대풍 1 1

한국수출(주안지구) 0.66115 28 음성하이텍 0.16581 70

남동국가 0.81898 18 천흥 0.3751 43

한국수출(부평지구) 0.64762 30 천안제2 0.90775 14

인천서부 0.48817 37 관창 0.65668 29

강화하점 0.31865 48 조치원 0.04569 80

송암 0.0221 83 전주제1,2 0.11931 76

광주첨단과학 0.14281 71 군산2국가 0.22188 64

본촌 0.89535 15 군산국가 0.2729 56

소촌 1 1 군산 0.73894 21

평동 0.17728 68 익산1국가 0.69853 24

하남 0.55381 34 익산제2 0.0631 79

대덕연구개발 특구 0.29904 52 정읍제1,2,3 0.23644 61

대전제1,2 0.69067 25 완주 0.12794 75

온산국가 0.12874 74 여수국가 1 1

울산미포국가 0.63881 32 여수오천 0.21963 65

성남 1 1 순천 0.13635 72

송탄 0.4361 40 문평 0.67819 27

평택 0.59751 33 광양국가 0.18907 66

어연한산 0.37302 44 대불국가 0.22898 63

추팔 0.24592 59 포항국가 0.13094 73

상봉암 0.23076 62 외동 0.9604 13

동두천 0.27174 57 구미국가 0.0862 77

반월국가 0.31662 49 경산1 0.45486 39

반월도금 0.71999 22 다산 0.06955 78

시화지구 1단계 1 1 왜관(기존단지) 0.31565 50

문발1 0.03896 81 창원국가 0.38525 42

안성제2 0.49157 36 마천 0.96953 12

금산 0.16805 69 진주상평 0.28652 55

안성제1 0.25263 58 어곡 1 1

동항 0.18036 67 양산 0.34691 45

덕산 1 1 칠서 0.45529 38

향남제약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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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안 2. 노후산업단지 효율성 분석 결과

산업단지명 Score Rank 산업단지명 Score Rank

한국수출(서울디지털) 1 1 상수 1 1

서울온수 0.25339 69 신평 0.76888 26

신평·장림 0.46447 42 후평 0.25875 68

명지녹산 0.6062 32 원주우산 0.32599 60

대구염색 0.18408 76 문막 1 1

검단 1 1 강릉중소 0.45987 43

성서1,2차 0.40792 51 북평국가 0.09288 82

달성1차 0.42673 45 청주 0.51018 39

인천기계 1 1 충주제1 0.23265 71

인천 0.41615 49 대풍 0.20429 72

한국수출(주안지구) 0.62859 29 음성하이텍 0.26883 65

남동국가 0.87227 23 천흥 0.16878 77

한국수출(부평지구) 0.77761 25 천안제2 0.50668 40

인천서부 0.42258 47 관창 1 1

강화하점 0.19252 75 조치원 0.15995 79

송암 0.05285 83 전주제1,2 0.73395 28

광주첨단과학 1 1 군산2국가 1 1

본촌 1 1 군산국가 0.31162 62

소촌 1 1 군산 0.43807 44

평동 0.9894 19 익산1국가 0.42666 46

하남 0.60416 33 익산제2 0.38169 54

대덕연구개발 특구 0.29874 64 정읍제1,2,3 0.38717 53

대전제1,2 0.81749 24 완주 0.33709 59

온산국가 0.90905 22 여수국가 1 1

울산미포국가 0.55635 37 여수오천 0.91491 21

성남 1 1 순천 0.31892 61

송탄 0.37868 55 문평 0.60116 34

평택 0.40745 52 광양국가 0.2607 67

어연한산 0.4222 48 대불국가 0.14111 80

추팔 0.34784 57 포항국가 0.26085 66

상봉암 0.61045 31 외동 0.94904 20

동두천 0.19788 73 구미국가 1 1

반월국가 1 1 경산1 0.33917 58

반월도금 0.55415 38 다산 0.30416 63

시화지구 1단계 1 1 왜관(기존단지) 0.35366 56

문발1 0.41544 50 창원국가 0.5801 35

안성제2 0.61224 30 마천 0.55905 36

금산 1 1 진주상평 0.24407 70

안성제1 0.73709 27 어곡 0.19566 74

동항 0.13755 81 양산 0.1655 78

덕산 1 1 칠서 0.48133 41

향남제약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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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부분이며, 이에 따른 국공유지 등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알론소 입찰지대이론

은 결과적으로 도시 공간에는 도심과 가까운 순서대

로 상업·업무지구·공업지구·주거지구가 형성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특례인 활성화 구

역 설정을 도심(시·군청)과의 거리를 측정함2)으로

써 유형별, 규모별, 입지별, 정도별의 각각의 평균값

과 노후산업단지 전체 평균값과 중앙값을 중심으로 

활성화 구역(주거·상업·업무·공업)을 감안한 사업

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도심과의 거리 실태 평균값 및 중앙값

노후산업단지와 도심(시·군청)과의 거리는 노

후산업단지 평균 6,703m, 상위 30% 산업단지는 

1,731m인 반면, 하위 30% 산업단지는 12,729m로 

나타났다.

노후산업단지와 도심과의 거리3)는 국가산업단지

는 5,447m인 반면 일반산업단지는 6,286m로 일반

산업단지가 도심과 원거리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도심과의 거리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

모(100만㎡ 이상) 산업단지는 4,820m인 반면 소규

모 산업단지는 7,421km로 소규모산업단지가 도심

과 원거리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의 

거리를 입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특·광역시)에 입

지한 산업단지는 3,791m인 반면 대도시이외에 입지

한 산업단지는 7,057km로 대도시이외에 입지한 산

업단지가 도심과 원거리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노후산업단지의 도심과의 거리 실태에서 중앙

값을 도출한 결과, 표준편차(STDEV): 5,316.28m, 

최소값(Min): 0, 중앙값(Median): 4,314m, 최대값

(Max): 22,444m 나타났다.

노후산업단지의 개별산업단지 83개 지구의 도심

과의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3) 유형분석 결과

진단대상이었던 83개 산업단지의 효율성 분석결

과와 노후산업단지 도심과의 거리 실태 현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첫 번째 기반시설 정비 유형은 산업단지가 효율성

이 높은 산업단지는 토지이용 변경을 통한 활성화 구

역 또는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가 없으며, 현재의 효

율성이 높기에 현 상태로의 기반시설 재정비 통해 산

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단 일부 수도권

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수요가 많음으로 복합

용도 개발도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그림 2. 활성화 구역 범위

출처 : 알론소 입찰지대이론 재구성

표 9. 도심과의 거리 현황 

구분 평균
유형별 규모별 입지별 정도별

국가 일반 대규모 소규모 대도시 대도시이외 상위 하위

m 6,073 5,447 6,286 4,820 7,421 3,791 7,057 1,731 12,729

출처: 노후산업단지 83개 위치와 도심(시·군청)과의 거리를 측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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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심과의 거리 현황(m) 

표 10.  일반산업단지 도심과의 거리 현황(m)

구분 일반산업단지 도심과의 거리

1 진주상평 569 

2 소촌 926 

3 인천 1,121 

4 후평 1,399 

5 신평·장림 1,430 

6 평동 1,860 

7 양산 1,911 

8 인천기계 2,191 

9 대전제1,2 2,232 

10 정읍제1,2,3 2,255 

11 안성제1 2,402 

12 충주제1 2,439 

13 인천서부 2,448 

14 대구염색 2,596 

15 동두천 2,831 

16 송암 2,908 

17 성남 2,998 

18 왜관(기존단지) 2,999 

19 청주 3,164 

20 평택 3,206 

21 안성제2 3,303 

22 본촌 3,488 

23 순천 3,719 

24 천안제2 3,801 

25 검단 3,977 

26 원주우산 4,024 

27 상봉암 4,043 

28 강릉중소 4,053 

29 완주 4,299 

30 달성1차 4,314 

31 어곡 4,338 

32 조치원 4,539 

33 익산제2 4,554 

34 추팔 4,667 

35 관창 4,846 

36 전주제1,2 4,951 

37 강화하점 5,004 

38 하남 5,144 

39 송탄 5,426 

40 신평 5,524 

41 군산 5,693 

42 반월도금 5,968 

43 서울온수 6,033 

44 문발1 6,875 

45 문평 6,995 

46 성서1,2차 7,374 

47 상수 7,941 

48 경산1 8,190 

49 여수오천 8,206 

50 동항 10,765 

51 문막 11,050 

52 천흥 11,093 

53 덕산 11,553 

54 칠서 11,685 

55 다산 12,923 

56 향남제약 13,168 

57 어연한산 13,519 

58 마천 14,942 

59 대풍 20,121 

60 금산 20,235 

61 음성하이텍 21,031 

62 외동 22,444 

평균 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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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반시설정비+활성화 구역사업+복합용

도개발은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결과 산업단지의 효율성은 비효율적이나, 

도심 부근에 입지하고 있어 활성화 구역 사업, 복합

용도 개발시 사업성은 나오므로 휴폐업 업체 등이 많

으면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극

대화 시킬 수 있는 유형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 기반시설 정비+구조고도화사업 일부(외

국인 근로자 주택 및 기숙사) 유형으로 산업단지가 

효율성은 비효율적이며, 도심와의 거리가 먼 유형이

며, 이는 휴폐업 업체 등이 많을 경우 일부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국내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주택

(오피스텔)을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대 해줄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각 대안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안 1의 산업단지별 유형 결과

기반시설 정비 유형(도로재정비, 주차장, 공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검단

일반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소촌일반산업단

지, 성남일반산업단지, 시화지구 1단계, 덕산일반산

업단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대풍일반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어곡일반산업단지 등 11개 지구

이다. 

기반시설 정비+활성화구역사업+복합용도개발 

유형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천안제2, 인천일반, 본

촌일반, 강릉중소, 남공국가, 충주제1, 신평일반, 익

산1, 군산일반, 대전1,2, 반월도금, 한국수출(주안), 

관찬일반, 한국수출(부평), 평택일반, 울산미포국가, 

하남일반, 달성1차일반, 인천서부일반, 안성제2, 송

탄일반, 창원국가, 양산일반, 신평장림일반, 반월국

가, 왜관, 강화하점, 후평일반, 청주일반, 진주상평, 

대구염색, 동두천일반, 안성제1, 원주우산, 추팔일

반, 광양국가, 정읍제1,2,3, 상봄암일반, 포항국가, 

완주일반, 순천일반, 전주제12, 구미국가, 조치원일

반, 송암일반, 북평국가 등 50개 지구이다.

하지만 도심의 거리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사이

에 있는 개별 산업단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되

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있어 활성화구역은 재

생사업의 특례이기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활성화 구역을 개발 추진할 수 민간사

업자의 동의 및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

토 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기반

시설 정비+구조고도화사업 일부(외국인 근로자 주

택 및 기숙사)유형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마천일반

산업단지, 외동일반, 문평일반, 상수일반, 명지녹산, 

경산1일반, 칠서일반, 성서1,2, 천흥일반, 어현한산, 

문막, 군산국가, 군산2, 여수오천, 동향일반, 광주첨

단, 온산국가, 문발1일반, 다산일반, 금산일반, 음성

표 11.  노후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도심과의 거리 현황(m)

구분 국가산업단지 도심과의 거리

1 대덕연구개발 0 

2 창원국가 138 

3 한국수출 서울디지탈 1,014 

4 한국수출 부평 1,073 

5 광양국가 1,440 

6 반월국가 1,864 

7 익산1국가 1,890 

8 한국수출 주안 2,238 

9 울산미포 2,384 

10 포항 2,636 

11 남동 3,058 

12 구미1,2,3 3,461 

13 여수 4,398 

14 북평 4,754 

15 시화지구 1단계 5,913 

16 광주첨단과학 6,516 

17 온산 9,078 

18 군산 11,645 

19 군산2 13,068 

20 명지녹산 16,363 

21 대불 21,456 

평균 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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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 대불국가 등 22개 지구이다. 

(2) 대안 2의 산업단지별 유형 결과

기반시설 정비 유형(도로재정비, 주차장, 공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검단

일반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

업단지, 본촌일반산업단지, 소촌일반산업단지, 성남

일반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지구 1단계, 

금산일반산업단지, 덕산일반산업단지, 향남제약일

반산업단지, 상수일반산업단지, 문막일반산업단지, 

관창일반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

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1,2,3단지) 등 18개 지

구이다. 

기반시설 정비+활성화구역사업+복합용도개발 

유형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평동, 여수국가, 남동

국가, 대전1,2, 신평일반, 한국수출(부평), 안성제1, 

전주1,2일반, 한국수출(주안), 상봉암일반, 하남일

반, 청주일반, 천안제2, 신평장림, 강릉중소, 창원국

가, 군산일반, 달성1차, 익산1국가, 인천수부, 인천

일반, 평택일반, 송탄일반, 정읍제1,2,3일반, 익산제

2, 완주일반, 추팔일반, 원주우산일반, 순천일반, 광

양국가, 후평일반, 포항국가, 서울온수, 진주상평일

반, 충주제1일반, 동두천일반, 강화하점일반, 대구

염색일반, 어곡일반, 조치원일반, 양산일반, 송암일

반, 북평국가 등 47개 지구이다.

대안1과 마찬가지로 도심의 거리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사이에 있는 개별산업단지의 경우, 활성화 구

역을 진행할 수 민간사업자의 동의 및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

다고 판단된다. 기반시설 정비+구조고도화사업 일

부(외국인 근로자 주택 및 기숙사)에 해당하는 산업

단지는 여수오천일반, 온산국가, 외동일반, 문평일

반, 문발1일반, 성서1,2차, 경산1일반, 군산국가, 칠

서일반, 어형한산일반, 마천일반, 명지녹산국가, 음

성하이텍, 다산일반, 천흥일반, 동항일반, 대풍일반, 

대불국가 등 18개 지구이다. 

그림 4. 대안 1.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추진 유형(개별산업단지 분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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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연구자는 사업 추진단계 수립을 위해 효율성 분석 

및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재생사업 추진 유형 구분

을 제시하였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효율성 분석을 위해 각 산업단지

의 투입물과 산출물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

하고 노후산업단지에 적용 가능한 투입물과 산출물

을 도출하였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에 의한 생산성 측정을 통해 활성화 

구역 및 용도 복합화, 기반시설 재정비 등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현재 산업단지가 효율적인 산업단지와 

비효율적 산업단지를 구분하였고, 비효율적인 산업

단지의 경우 토지용도 변경 및 복합화와 사업성 검증 

여부를 통해 재생사업 추진유형 구분을 하였다. 사

업성의 검증 여부는 도심(시·구청)과 노후산업단지

의 거리를 통해 재생사업 추진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Output이 기존연구의 결과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단지가 효율성이 높은 산업단지라는 전제하에 

효율성이 높은 산업단지 11개 지구이며, 노후산업단

지 재생사업은 최종 비전과 목표는 일자리 유지·창

출에 있어 Output을 산업단지 고용성장률, 고용 생

산성으로 본 결과 효율성이 높은 산업단지는 18개 

지구이다. 효율성이 높은 산업단지는 토지용도 변경

을 통한 활성화 구역으로 복합용도개발보다 노후 기

반시설 재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면 비효율적 산업단지로 도출된 산업단지 중 도심

과의 거리가 가까운 산업단지(도심과의 평균 거리 

이하인 6.073㎢ 있는 50개 지구)는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활성화 구역 및 복합용도 개발에 적합하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효율성이 높은 산업

단지는 기반시설 정비(도로재정비, 주차장, 공원) 유

형, 비효율적이지만 도심과의 거리는 가까운 곳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정비+활성화 구역+복합용도개

발 유형, 비효율적이지만 도심과의 거리는 먼 산업

그림 5. 대안 2.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추진 유형(개별산업단지 분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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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는 기반시설 정비+기숙사 유형 등 3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안 1과 2로 나누어 산출변

수를 다르게 분석하였지만, 현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감

안하여 DEA 효율성 분석 중 산출변수 고용성장률과 

고용 생산성을 적용하는 것이 현시점에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다.

활성화 구역은 자부담이 큰 만큼, 모든 재생사업

지구를 거점 산업단지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특히 민간개발에 따른 사업성 문제가 가장 크며,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구

역의 사업성이 있으나, 외곽지역에 있는 노후산업단

지의 경우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

가 제시한 사업화 유형 구분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

의 효율적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활

성화 구역 및 복합용도개발 유형에 해당하는 산업단

지의 경우 대구 염색 일반산업단지나 산단 내 제조업

종 중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이 

있는 단지의 경우 활성화 구역에 따른 새로운 앵커시

설 도입 시 유치기능 간의 상충이나 갈등유발 가능성

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

며, 단지 내 국공유지나 유보지 포함 여부가 활성화 

구역 설정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유형 구분에 있어서, 

대상지구가 전국적으로 23개 지구가 지속적으로 지

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재생(시행)계

획 수립 시 지자체 개별산업단지의 해당 유형이 어디

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여 합리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

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생(시행)계

획을 위한 사업추진단계에서의 유형 구분 중 도심과

의 거리 분석은 대부분 시·군청이 도심에 있으나, 일

부 신도시에 입지한 시·군청이 도심에 입지 안 한 경

우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행 가능 방법들이 제안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단초를 제공하기 바란다. 

주

1)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39조의 12에 의해 지정된 구역이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3 (활성화 구역에 대한 특례)에 따르

면,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

우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

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활성

화 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기반시

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활성화 구역에 대

하여는 주택법 35조, 주차장법 제1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

지 않아도 된다. 

2) 대부분 시·군청은 도심에 있으나, 일부 신도시에 입지한 

시·군청과 노후산단의 거리는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3) 83개의 해당산단의 중심점과 시군청의 중점간의 거리 m단

위로 표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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