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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공간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신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하여 비수도권과 지역격차

가 두드러졌다. 신산업의 공간분포는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였으며, 특정 소수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간계량모형을 토대로 신산업 집적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 내 대학원생 수, 지역에

서 기술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별 초⋅중⋅고등학교 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화도

와 산업구조 다양성, 고용밀도가 신산업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비수도권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급인재 유인 및 양성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방의 신산

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신산업, 공간분포 패턴, 공간적 자기상관, 공간적 집적, 공간계량모형

Abstract: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foster new industries at the local leve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atial patterns of new industries in Korea from 2007-2017 and to figure out its determinants of 
agglomeration in 2017. Through this study, it is found that new industries are unevenly distributed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SMA).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SMA and non-SMA is prominent. 
Furthermore, new industries represent a strong spatial positive autocorrelation, showing a strong concentration 
on a few regions in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n agglomeration of new industries with 
spatial statistical model. From the results of spatial error model, it i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graduate 
students, the ratio of technology based start-ups, and th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new industries. In addition, the specialization and the diversity of industrial 
structure on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have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hat non-SMA needs policies with respect to 
attracting talented people,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d improving regional environment in order to 
improve regional competitiveness in promoting new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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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주력산업이 기업 간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조정 지연 등 

복합적인 대내·외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침체하면

서 국내경제에는 위기의식이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서

동혁 외, 2016).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

다. 이에 미국·독일·중국 등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산업 트렌드 변화를 인지하고, 국가차원에서 각

각 ｢첨단 제조업 혁신정책｣, ｢인더스트리 4.0｣, ｢중국제

조 2025｣등의 성장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도 또한 신산업 육성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

며 산업구조에서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미

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의 분야를 새로운 성장기

반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주목해야 할 문제는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들의 경기 침체이다. 이와 관

련하여, 학계에서는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관련한 정책 방

향을 제시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이종호·

장후은, 2019; 전지혜·이철우, 2019; 정성훈, 2019), 정

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취업·금융부문 

등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

트를 수립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신

산업 창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12.18.; 산업통상자원부, 2020.03.18.). 

세계적으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Scott & Storper, 2003), 신산업 육성은 

각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동력임과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에 따라, 신산업의 경제적·구조적·방법론적 측면 등 다양

한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상우 외, 2018; 

김종기 외, 2018; 오준범 외, 2018; 장현숙 외, 2019; 

Agarwal & Bayus, 2004; Klepper & Graddy, 1990; 

Monfardini et al., 2012). 김종기 외(2018)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망 신산업의 성장역량을 

분석하였으며, 오준범 외(2018)는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주력산업의 선제 조건과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Agarwal & Bayus(2004)

는 신산업 분야에 진입한 기업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하여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구

지영·안영진, 2016; 권재중·주경식, 2009; 김희철·홍성

조, 2015). 구지영·안영진(2016)은 한류 열풍의 영향으

로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주목받는 화장품산업의 가치사

슬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권재중·주경식

(2009)은 대표적인 성장동력 분야인 바이오산업을 대상

으로 수도권과 대전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공간분포와 

입지요인을 분석하였고, 김희철·홍성조(2015)는 수도권

과 충청권에 분포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집적 특성

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신산업 부문에 제한하

여 분석하거나 전국 차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별로 차별적

인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서는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신산업을 대상으로 전국 차원

에서 세부 분야별로 상이한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

는(People follow jobs)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상반된 관

점인 ‘인재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시각이(Jobs follow 

people) 주목받고 있다(Hoogstra et al., 2017; Tervo, 

2016).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식기반경제 도래로 인해 기

술·인적자본 등은 산업입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적자본 분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는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

다(이희연, 2018; Lu & Cao, 2019). 위와 같은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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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화될 것을 고려할 때, 지식기반 성격을 지니는 

신산업 또한 특정 지역에 불균형적인 집적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신산업의 공간분포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포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국내 신산업의 시계열적 성장에 따

라 형성된 공간분포 패턴 및 집적화 추세를 파악한다. 

둘째, 신산업을 세부 부문별로 파악함으로써 부문별로 

상대적 우위성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분석한다. 셋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산업 분포 패턴의 결정요

인을 실증적으로 추론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 

각 국가 및 연구자마다 신산업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

기 때문에(Monfardini et al., 2012), 본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산업에 대

해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산업의 개념이 ‘새로운 시

장’, ‘신기술’, ‘기술 혁신’, ‘유망성’ 등의 요소로 구성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이상규·김수동, 2016; Monfardini 

et al., 2012; Porter, 1980), 신산업을 ‘파괴적인 아이

디어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산업부문으로서 성장

률이 높은 산업’으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서 수립하고 있는 신산업과의 연관성, 표준산업분류와의 

접목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신산업을 도출하

였다.

위 사항들을 충족시키면서 여러 부처의 신산업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최

신 트렌드 등 또한 고려된 신성장정책금융센터(2018)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1)
｣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신

산업을 정의하였다. 신성장 품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

세분류코드(KSIC-5digit) 간 연계표를 참고하여 9개 부

문(건강·진단, 센서·측정, 에너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환경·지속

가능)에 속한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추출하였다(부

록 1 참고). 단, 해당 매뉴얼은 각 부문에 포함되는 품목의 

연계산업이 중복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구축된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지난 10년 간(2007년~

2017년) 신산업이 지역 간 차별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

지를 광역시·도별, 시·군·구 단위에서 시계열적으로 분

석하고, 신산업 종사자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

석함으로써 신산업의 공간적 집적화 경향과 클러스터 패

턴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부 부문별로 상이한 공간분포 형태를 

살펴보았으며,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함으로써 2017년 각 

지역별 신산업 종사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신산업

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신산업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

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집적 요인을 추정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15), 특허청의 지식재

산통계연보(2017),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현황(2017),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2017) 등을 투입하였

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ArcGIS와 

Geoda를 사용하였다.

2. 신산업의 특성 

신산업은 시기 및 공간에 따라 가변적인 개념으로서, 

새로운 시장수요를 발굴하여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창출

되는 산업부문 혹은 기존 산업의 성격에 신지식·신기술 

등의 혁신적 요소가 가미되어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부상

하는 분야를 일컫는다. 신산업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이 등장하고 쇠퇴하기까지

의 일련의 과정인 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Phaal et al.(2011)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발생한 산업

의 각 단계별 주요한 특징을 과학(Science), 기술(Tech-

nology), 제품(Application), 시장(Market)이라는 네 

가지 요소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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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를 크게 ① 개척 단계(Precursor Phase), ② 초

기 단계(Embryonic Phase), ③ 육성 단계(Nurture Ph-

ase), ④ 성장 단계(Growth Phase), ⑤ 성숙 단계(Mat-

urity Phase), ⑥ 쇠퇴/갱신 단계(Decline/Renewal 

Phase)로 구분하였다(Phaal et al., 2011).

개척 단계는 신산업과 관련된 과학 현상을 규명한 후, 

기술 형태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다음 단계인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신뢰도와 성능을 

향상시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다. 육성 단계의 경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 향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며, 성장 단계에서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마케팅,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성숙

단계는 기존의 제품 및 생산과정 등을 개선하는 과정이

다. 위 과정을 바탕으로 발전한 산업은 향후 새롭게 등장

한 분야와의 경쟁 결과에 따라 쇠퇴 혹은 지속 여부가 

결정되며, 기존의 산업에 경쟁력이 입증된 신기술이 추

가될 경우에는 성격을 달리하여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발

돋움하기도 한다(Phaal et al., 2011).

이처럼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트렌드 변화 

등의 요인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이 발생한다. Monfar-

dini et al.(2012)가 정리한 신산업 분야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신산업은 소비자의 수요 변화, 신기술의 등장,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창출된다. 둘째, 신산업은 완전

히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거나 기존의 산업에서 일부 성격

만 바뀌어 재구조화된 모습을 보인다. 셋째, 신산업은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은 연구 및 지식 집약적인 산업일 확률이 높으며, 공간적

으로 군집되는 경향이 크다(Monfardini et al., 2012).

또한 Van de ven et al.(2008)는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② 과학 지식, 금융지원 등의 공적 자원과 숙련 

인력 등 신산업의 발생에 필요한 공급 요소, ③ 해당 산업

에 대한 시장수요, ④ 제품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 마케팅, 혁신 네트워크 확보와 같은 기업 소유권 

확보 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혁신 생태계가 조성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신산업의 공간적 특징을 다루

었다(Berger & Frey, 2017; Boschma et al., 2013; 

Feldman & Tavassoli, 2014). Berger & Frey(2017)

는 고급인력이 많이 분포하고 신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에 특화된 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Boschma et al.(2013)는 스페인 지역들이 

기존의 지역산업과 연관된 신산업으로 다각화되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지역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신

산업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신산업

은 대체로 지역에 착근되어 있는 산업구조와 높은 관련성

단계 구분 세부 내용

① 개척 단계
ㆍ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과학 현상을 규명

ㆍ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자극하는 단계

개발 가능성 판단 단계 ㆍ과학 현상을 기술 형태로 개발가능한지 여부를 시험

② 초기 단계 ㆍ기술의 신뢰도 및 성능 향상

제품 개발 단계 ㆍ수익 창출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을 개발

③ 육성 단계 ㆍ제품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 개선

시장 진출 단계 ㆍ가격 대비 성능을 갖춘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

④ 성장 단계 ㆍ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마케팅, 광고, 비즈니스 전략 수립

⑤ 성숙 단계 ㆍ기존의 제품, 생산과정, 비즈니스 모델 등을 개선

⑥ 쇠퇴/갱신 단계
ㆍ새로운 산업과의 경쟁 결과에 따라 기존 산업이 쇠퇴 혹은 지속 

ㆍ기존 산업의 성격에 신기술이 가미되어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부상하기도 함

주: Phaal et al.(2011)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1. 산업의 성장 단계 구분 및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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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고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eldman & Tavassoli(2014)는 신산업 

발생에 요구되는 특성을 보유한 지역만이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시장수요와 기술 견인 요인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는 신산업의 공급·수요 측면, 법·제도 측면, 기업의 비즈

니스 요소, 지역적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3. 신산업의 성장과 공간적 집적화

1) 신산업의 지역 간 차별적 성장 

지난 10년 간(2007년∼2017년) 신산업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신산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바이오·신소

재 분야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 2010년 이후로 사업

체와 종사자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신산업의 사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연평균 5.1%, 3.6% 성장하였

다. 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6년2)에는 

신산업의 성장세가 꺾였으며, 신산업 지원을 확대한 2017

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그림 1 참고).

신산업은 10년 동안 부문에 상관없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고). 사업체 수는 지식서비스 10.0%, 

정보통신 7.9%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으며, 종사

자 수의 경우에는 지식서비스 부문이 연평균 6.0% 증가

율을 보여 가장 두드러졌고, 건강·진단, 환경·지속가능 

분야가 다음으로 높았다. 지식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모두 10년 동안 성장 폭이 컸는데, 

이는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

광고 등 문화산업의 성장추세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문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213,590 2,603,516

첨단제조·자동화 58,011 742,743

건강·진단 40,762 658,816

화학·신소재 38,072 570,302

정보통신 31,813 505,929

지식서비스 66,579 492,662

에너지 38,562 466,705

전기·전자 20,871 447,431

환경·지속가능 34,971 351,432

센서·측정 17,582 245,225

주 1: 2017년 기준 종사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제시

      2: 품목 간 연계산업 중복으로 각 테마의 합계와 신산

업 전체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표 3. 신산업의 부문별 분포(2017) (단위: 개, 명) 

부문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5.1 3.6

첨단제조·자동화 5.7 3.2

건강·진단 4.5 4.8

화학·신소재 4.4 4.0

정보통신 7.9 3.9

지식서비스 10.0 6.0

에너지 3.7 3.7

전기·전자 6.1 2.1

환경·지속가능 3.5 4.3

센서·측정 6.4 2.7

주: 2017년 기준 종사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제시

자료: 통계청, 2007,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표 2. 신산업의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2007∼2017)

(단위: %) 

그림 1. 신산업의 성장 추세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해당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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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일·이희연, 2011). 신산업의 세부 부문별 분포를 

2017년 시점에서 파악한 결과, 지식서비스, 첨단제조·자

동화 부문에 많은 사업체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종사자

의 경우 첨단제조·자동화, 건강·진단 분야 순으로 고용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 참고).

한편,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부문별로 규모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약 7명으로 가장 작고 전기·전자 분야가 약 21명으

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신산업 성장을 광역시·도 차원에

서 분석한 결과, 매우 불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성장

을 보였으며, 특히 경기도에서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낮아, 신산

업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에 따른 광역시·도의 신산업 점유율 변화

는 표 4와 같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수도권의 

점유율은 각각  57.6%에서 59.2%로, 54.1%에서 55.8%

로 증가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집적된 분포형태

로 변화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고급인력이 많이 분포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집적한다는 Berger & 

Frey(2017)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이와 관련하여, 허

문구(2015)는 국내 우수 인재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

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의 비중 증가가 다른 권역 대비 

두드러졌는데, 이는 충청권이 대덕연구개발특구·카이스

트 등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

발·과학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의 비중 변화를 보면, 경기의 성장

이 특히 돋보였으며 종사자 수의 경우 서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여 2017년에는 

경기에 전체 대비 30%에 육박하는 고용인원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신산업의 공간적 집적화 

신산업의 부문 간 사업체당 종사자 수 규모가 상이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체 수를 활용하여 신산업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기 보다는 종사자 수를 토대로 분포형

태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종사

자 수를 바탕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신산업의 공간

분포 패턴을 살펴보고, 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공간적 집

적화 추세를 함께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신산업의 공간분포를 5년 주기로 분석한 결과, 세 시

점 모두 유사하게 수도권 내 소수 지역에 군집된 분포형

태를 시현하는 가운데, 2012년은 2007년 대비 다소 확산

된 패턴을 보인 반면, 2017년의 경우에는 2012년에 비해 

종사자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 참고). 2017년

을 기준으로 신산업은 전자·바이오·자동차 등 3대 산업

이 집적해 있어 신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화성시와 

지식산업 업체들이 밀집해있는 강남구, 판교 테크노밸리

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분포 비중이 높은 성남시 순으로 

신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2. 광역시·도별 신산업 사업체 수·종사자 수 성장 추이

자료: 통계청, 2007,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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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7년 2012년 2017년
1 강남구(5.9) 강남구(4.8) 화성시(5.0)
2 화성시(3.3) 화성시(3.6) 강남구(4.1)
3 창원시(2.9) 창원시(3.1) 성남시(3.7)
4 안산시(2.8) 안산시(3.0) 안산시(2.8)
5 구미시(2.7) 성남시(2.9) 금천구(2.5)

상위 5위 17.7 17.4 18.1
6 거제시(2.5) 금천구(2.5) 창원시(2.4)
7 천안시(2.5) 구미시(2.5) 구미시(2.2)
8 성남시(2.4) 천안시(2.1) 청주시(2.1)
9 울산동구(2.1) 서초구(2.0) 거제시(2.1)

10 영등포구(2.1) 부천시(1.9) 천안시(1.9)
상위 10위 29.3 28.4 28.8
상위 20위 46.7 44.7 45.7

자료: 통계청, 2007, 2012,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표 5. 시기별 상위 20개 지역의 신산업 점유율 (단위: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07 2012 2017 2007 2012 2017
서울 25.1 26.9 25.6 23.2 22.2 21.8
인천 6.1 5.4 5.3 5.0 4.4 4.6
경기 26.4 27.1 28.4 26.0 27.5 29.3

수도권 57.6 59.4 59.2 54.1 54.1 55.8
대전 2.3 2.5 2.5 2.1 2.4 2.7
세종 0.0 0.1 0.2 0.0 0.3 0.3
충북 2.5 2.4 2.4 3.2 3.6 3.6
충남 3.1 2.9 3.4 4.8 4.6 5.4

충청권 7.8 8.0 8.4 10.1 10.9 12.0
광주 2.3 2.2 2.3 2.0 2.2 2.0
전북 2.0 2.2 2.2 1.3 1.9 1.8
전남 2.3 2.1 2.2 2.3 3.0 2.9

호남권 6.6 6.5 6.8 5.7 7.1 6.8
대구 5.7 5.3 4.8 3.5 3.4 3.1
경북 4.8 4.7 5.0 6.0 6.1 5.4

대경권 10.5 9.9 9.8 9.5 9.4 8.5
부산 6.7 5.9 5.5 4.6 4.4 4.1
울산 1.6 1.7 1.7 4.2 3.9 3.7
경남 6.9 6.6 6.4 10.4 8.8 7.9

동남권 15.3 14.1 13.5 19.3 17.1 15.6
강원 1.6 1.6 1.6 0.9 1.0 1.0
제주 0.5 0.6 0.6 0.4 0.4 0.4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세종은 2012년과 2017년의 점유율 변화를 비교함

자료: 통계청, 2007, 2012,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표 4. 광역시·도의 신산업 점유율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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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의 신산업 공간분포를 보면 2007년에 

비해 충청권의 종사자 수 규모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고). 이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징으

로 인해, 충청권으로 신산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산업의 공간적 클러스턴 패턴의 변화를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Moran I 지수를 토대로 공간적

으로 근접한 지역들 간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Moran I 지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Rook 방식으로 공

간가중행렬3)을 구축하였으며, 먼저 5년 주기로 신산업 

종사자 수에 대한 전역적 모란지수4)(Global Moran I 

지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모란지수 값은 2007년, 2012년, 2017년에 

각각 0.313, 0.302, 0.316으로 도출되어 시점과 무관하

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신산업 분포 수준이 유사한 지역 간 공간적으

로 군집하는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2007년에 비해 2017년

의 공간적 집적 정도는 다소 강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전역적 모란지수만으로는 국지적 차원에서 공

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Anselin

(1995)이 개발한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

ociation)지수를 통해 국지적 관점에서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지적 모란지수5)는 특정 지역의 값과 인접 

지역들의 값의 가중 평균값이 유사하게 계산되면 정적인 

자기상관으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적인 자기상관으로 

파악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위 결과를 토대로, 공간적 군집의 통계적 유의성을 

2007년 2012년 2017년

그림 3. 신산업의 공간적 분포 및 클러스터 패턴 변화

자료: 통계청, 2007, 2012,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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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간적 연관성 유형을 총 4가지

(공간적으로 군집된 2가지 유형과 공간적 이례지역 2가

지 유형)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공간적으로 군

집된 유형은 원점이 기준이 되어 높은 값 주위에 높은 

값이 위치하는 HH유형과 낮은 값 주위에 낮은 값이 위치

하는 LL유형으로 구분되며, 공간적 이례지역은 높은 값 

주위에 낮은 값이 위치하는 HL유형과 낮은 값 주위에 

높은 값이 위치하는 LH유형으로 구분된다.

LISA지수를 토대로 도출된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파악한 결과, 2007년, 2012년, 2017년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HH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반면, LL클러스터는 

강원도·호남권에 대부분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H형 군집패턴은 서울의 구로구, 강남구, 서초구 등과 

경기 남부에 위치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등의 일대에

서 형성되고 있다. 한편, 2007과 비교했을 때, 2017년의 

신산업 HH클러스터는 천안으로 대표되는 충청권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일

대를 핵심 권역으로 신산업 HH형 군집패턴이 형성되어 

왔으며, 제한적으로 비수도권 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3) 신산업의 공간분포

신산업의 세부 부문별로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9개 

부문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서울·경기

에 밀집된 분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참고). 이와 

같은 분포는 신산업이 각 분야에 필요한 플랫폼을 갖춘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Feldman & 

Tavassoli, 2014).

상위 5개 지역에 대한 밀집도를 기준으로 볼 때, 신산업

은 지식서비스, 정보통신, 센서·측정 순으로 밀집된 분포 

형태를 보였다. 공간적 군집정도가 가장 높은 지식서비스 

부문은 강남구(15.2%), 성남시(10.0%), 서초구(6.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상위 5개 지역과 상위 

10개 지역의 비중이 각각 44%와 약 64%에 달한다. 또한 

상위 10개 지역 중 9개가 서울에 위치하여 서울 중심적인 

분포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지식서비스 부문 하위 분야인 

영화·광고 등의 업종의 경우 소비층 확보가 용이하고 전

문인력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 입지하려는 특성을 갖기 때

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염승일·이희연, 2011).

지식서비스 부문 다음으로 밀집된 정보통신 부문은 성

순위
건강·

진단

센서·

측정
에너지

전기·

전자
정보통신

지식

서비스

첨단제조

·자동화

화학·

신소재

환경·

지속가능

1 성남시(5.0) 강남구(9.1) 강남구(4.2) 화성시(7.9) 성남시(10.0) 강남구(15.2) 거제시(5.8) 화성시(6.7) 강남구(5.2)

2 강남구(4.1) 성남시(8.4) 창원시(3.8) 구미시(6.0) 강남구(8.6) 성남시(10.0) 화성시(5.7) 구미시(6.0) 유성구(4.7)

3 금천구(3.3) 금천구(6.9) 화성시(3.7) 청주시(6.0) 화성시(7.1) 서초구(6.5) 울산동구(5.2) 아산시(5.3) 성남시(3.7)

4 유성구(3.1) 구로구(6.8) 성남시(3.5) 안산시(5.8) 금천구(6.7) 마포구(6.2) 창원시(4.1) 파주시(5.2) 화성시(3.5)

5 송파구(3.0) 영등포구(4.8) 유성구(3.3) 파주시(5.6) 구로구(5.1) 금천구(6.1) 강남구(3.4) 안산시(3.9) 구로구(2.8)

상위 5위 18.5 35.8 18.4 31.4 37.6 44.0 24.3 27.2 20.0

6 화성시(2.8) 서초구(4.4) 청주시(3.1) 아산시(5.4) 서초구(4.3) 구로구(5.9) 금천구(3.3) 천안시(3.4) 창원시(2.7)

7 안산시(2.3) 구미시(3.0) 천안시(3.0) 강남구(5.1) 송파구(4.3) 영등포구(5.6) 성남시(3.3) 평택시(3.4) 금천구(2.7)

8 종로구(2.2) 안양시(2.9) 안산시(2.6) 성남시(4.9) 영등포구(3.6) 서울중구(3.9) 구로구(2.8) 청주시(2.7) 영등포구(2.2)

9 구로구(2.1) 마포구(2.9) 금천구(2.5) 금천구(3.9) 마포구(3.5) 종로구(2.2) 천안시(2.4) 시흥시(2.3) 송파구(2.1)

10 영등포구(2.1) 화성시(2.8) 구미시(2.4) 용인시(3.9) 용인시(3.3) 성동구(2.1) 구미시(2.2) 포항시(2.1) 서초구(2.1)

상위 10위 29.9 51.8 31.9 54.7 56.6 63.6 38.3 41.1 31.8

상위 20위 46.7 70.3 50.0 76.8 74.4 77.0 56.1 57.9 47.5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표 6. 신산업 세부 부문별 상위 20개 지역의 신산업 점유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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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10.0%)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강남구(8.6%), 

화성시(7.1%), 금천구(6.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정

보통신 부문 상위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IT산업, 특히 무

선통신·정보통신 업종 등이 발달해 있다.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핵심 권역으로 하여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산업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강남구는 IT 서비스·IT인프

건강·진단 센서·측정 에너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첨단 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환경·지속가능

그림 4. 신산업의 세부 부문별 공간분포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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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의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위 분야들과 상반되게 에너지, 건강·진단, 환경·지속

가능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산된 공간분

포를 시현하였다. 위 세 부문 모두 상위 5개 지역과 상위 

10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전국 대비 20%,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화학·신소재 부문은 서울의 자치구에는 많이 분

건강·진단 센서·측정 에너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첨단 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환경·지속가능

그림 5. 신산업의 세부 부문별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

자료: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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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지 않고, 대체로 경기도의 대도시와 더불어 비수도권

의 지방 대도시에 군집해 있는 분포 형태를 나타냈다. 위 

부문은 화성시(6.7%), 구미시(6.0%), 아산시(5.3%) 순

으로 점유율이 높았는데, 첨단소재·바이오산업 등을 육

성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들의 발전전략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첨단제조·자동화 부문을 보면, 전반적으로 거제시

(5.8%), 화성시(5.7%), 울산 동구(5.2%) 등 자동차·조선 

등 운송장비 업종이 특화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

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서울의 

자치구는 3개에 불과하여 다른 신산업 부문에 비해 서울

의 비중이 낮았다.

센서·측정 부문의 경우에는 강남구(9.1%)를 필두로 

성남시(8.4%), 금천구(6.9%) 순으로 분포 비중이 높았

다. 이는 다양한 센서,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및 정밀기기 업체 집적지에 집중 분포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전기전자 부문은 전자부품 및 반도체 업종의 

대표 집적지에 군집된 패턴을 보였다. 전기전자의 경우 

화성시(7.9%), 구미시(6.0%), 청주시(6.0%) 순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화성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영향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많

이 분포하며, 구미시는 구미국가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전

자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세부 부문별로 업종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9개 부문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먼저, 각각의 부문에 대한 전역적 모란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분야는 전역적 차원에서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 나아가 국지적 관점에서 공

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HH형 클러

스터는 서울과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는 비수도권에 또한 HH패턴이 분

포하였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아산시, 천안시, 부산 강서

구에, 전기전자 분야는 천안시에 HH형이 존재하며, 첨

단제조자동화 부문은 부산 강서구에, 화학신소재는 아산

시, 천안시, 진천군에 HH클러스터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신산업의 집적 요인 분석

1) 분석개요 및 변수설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산업은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적

인 성질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귀모형이 준수해야 할 기본 조건 중 하나가 공간적 자기

상관 배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이희연·노승철, 2013), 일

반 선형 회귀모형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종속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였다.

한편, 공간적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

회귀모형은 크게 종속변수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일 

때 공간가중행렬을 설명변수로 투입함으로써 주변 지역

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공간시차모형6)과 오차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을 때 오차 공분산을 변수에 반영함으로써 

오차항의 공간적 종속성을 제어하는 공간오차모형7)이 

있다(이희연·노승철, 2013). 

신산업의 공간적 집적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

정하기 위한 분석 모형으로는 Lazzeretti et al.(2012)가 

제시한 산업입지 모형을 기초로 하되,8) 해당 지수 모형을 

식 2와 같이 로그 선형화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자연로그(ln)로 변환

하였다.









  (식 1)

ln  ln
ln


ln

 (식 2)

위의 식에서 Y변수는 신산업의 공간분포를 나타내는 

지역별 신산업 종사자 수이다. X변수로는 신산업이 혁신

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주요 동력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점과(이상규·김수동, 2016) 활발한 혁신 활동이 신산업 

창출의 동력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김의준 

외, 2015), 지역 혁신(지역혁신기반, 지역혁신활동)과 관

련된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또한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핵심 주체인 고급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신산업의 공간분포 패턴과 집적 요인에 관한 연구 137

직결되는 문화시설,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등이 중요 요

소라는 점에서 착안하여(허문구, 2015), 지역 환경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이외에도 산업 간 집적 효과를 발

생시켜 신산업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경

제효과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단, 고급인재란 통상적

인 의미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칭한다.

먼저, 지역혁신기반에 대한 변수로는 신산업 창출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별 대학원생 

수를 선정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원생

은 직접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며 지식 창출의 최전선에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한 결정이다(이희연, 2010). 뿐

만 아니라, 신산업은 지식기반 성격을 지니고 있고(Mon-

fardini et al., 2012), 기술창업에 의해 창출되는 신기술

은 신산업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

식기반산업 창업기업 비중과 기술창업기업 비중9)을 설

명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활발한 지역혁신 활동은 신기술 및 새로운 형태

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주요 동력으로 기능한다

는 점을 토대로, 지역별 종사자 1,000명당 특허출원 수를 

혁신활동 수준의 대리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편의시설과 자녀를 위한 교육환

경 등의 전반적인 정주체계 및 지역 환경은 신산업의 핵

심 주체로서 기능하는 고급 인적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지역 내 입지해 

있는 문화시설 수10)와 초·중·고등학교 수를 지역 환경에 

대한 대리변수로 투입하였다. 

한편, 외부경제효과는 크게 동종 산업 혹은 유사한 

형태의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효과인 국

지화 경제와 대도시에 여러 업종이 분포함으로써 나타나

는 집적 효과인 도시화 경제로 구분된다(이희연, 2018). 

국지화 경제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지역 내 산업의 특

화수준을 나타내는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11)를 

투입하였다. 입지계수는 지역별로 특정 산업(군)이 차지

하는 비중을 전국에서 특정 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혁신창출 활동이 

활발하고 지식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지식기반산업에 국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

반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입지계수를 측정하였다.12) 지역 

내 특정 산업의 집중은 동종 산업 간 연계, 시장 연계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효과가 있다(이희연, 

2018).

도시화 경제는 허쉬만-허핀달 지수13)의 역수를 대리

변수로 투입하여 산업구조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산업구조가 다양할수록 여러 형태의 경제 활동이 발생되

어 산업 간 혁신과 지식 및 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

기 때문에(장재홍 외, 2014), 신산업 발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 밖에도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아이디어 및 기술 

연계가 원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된다는 

점을 토대로(Shearer et al., 2019), 도시화 경제를 나타

내는 또 다른 변수로 투입하였다. 고용밀도를 지역별 도

시지역 면적 대비 고용인원으로 계산하여 신산업 집적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신산업의 공간적 집적 요인에 대한 추정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시·군·구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충분한 자유도를 확보하였으며, 2017년을 시

간적 범위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되, 일부 데이터의 경우 자료의 부재로 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먼저,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을 야기하는 변수를 제외한 최적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식기반산

업 창업기업 비중은 대학원생 수, 기술창업기업 비중과

의 상관계수가 각각 0.83, 0.74로 계산되어 다중공선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

하여, 지식기반산업 창업기업 비중은 모형에서 제외하였

다. 해당 변수를 생략한 후, 모든 독립변수는 VIF가 7이

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통상적으로 VIF 값이 10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Marquardt, 1970).

해당 변수를 생략한 후 선형회귀모형(OLS), 공간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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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SLM), 공간오차모형(SEM)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모형의 

R
2은 0.854에서 0.859로 계산되어 전반적으로 높은 설

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선형회귀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차의 비정규성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되는 Jarque-Bera 통계량은 1% 유의수준에서 195.30

으로 도출되어 강한 비정규성을 보였으며, 이분산성을 판

단하는 근거인 Breusch-Pagan 통계량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분산성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한편, 일반선형회귀모형과 공간회귀모형 가운데 어느 

모형의 추정결과를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먼

저 LM-Lag, LM-Error 값을 참고할 수 있다. LM-Lag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LM-Error는 5% 유

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종속변수와 오차항 

간 공간적 종속성을 보였다. 이는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할 

구분 선형회귀(OLS) 공간시차(Lag) 공간오차(Error)

공간효과
(Rho) -0.030

(Lambda) 0.205**

상수항 -2.297*** -2.189*** -2.415*** 

혁신기반
ln 대학원생 수 0.299*** 0.310*** 0.288*** 

ln 기술창업기업 비중 0.542*** 0.584*** 0.506***

혁신활동 ln 종사자 1,000명당 특허 수 -0.012 -0.018 0.023

지역환경
ln 문화시설 수 -0.171 -0.166 -0.172

ln 초·중·고등학교 수14) 0.779*** 0.745*** 0.815***

국지화

경제

ln 지식기반 제조업 LQ 1.171*** 1.206*** 1.118***

ln 지식기반 서비스업 LQ 0.920** 0.982** 0.859**

도시화

경제

ln 고용밀도 0.159** 0.166** 0.175***

ln 지식기반 제조업

허쉬만-허핀달 지수의 역수
0.472*** 0.481*** 0.475***

ln 지식기반 서비스업

허쉬만-허핀달 지수의 역수
1.784*** 1.717*** 1.851***

모형

설명력
 0.854 0.855 0.859

모형

적합성

AIC 499.20 499.68 494.72

SC 536.97 540.89 532.49

Log Likelihood -238.60 -237.84 -236.36

정규성 Jarque-Bera 195.30***

등분산성
Breusch-Pagan 37.47*** 38.43*** 35.31***

Kosenker-Bassett 12.90

공간적

종속성
Likelihood Ratio 1.516 4.476**

LM-Lag 1.471

Robust LM-Lag 3.197*

LM-Error 3.853**

Robust LM-Error 5.578**

주: 종속변수는 ln 지역별 신산업 종사자 수(2017), * 10%, ** 5%, *** 1% 유의수준을 의미함

표 7. 신산업의 집적 요인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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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점과 공간오차모형이 공간시차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R2, 로그우도, AIC, SC 등을 기준으로 선형회귀

모형과 공간오차모형의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공간오차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형회귀

모형에 비해 로그우도 값이 높고 AIC와 SC 값이 작을 

경우에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고 분석한다(이희연·

노승철, 2013).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0.854에서 0.859로 

선형회귀모형에 비해 공간오차모형이 높다고 파악되었

으며, 로그우도는 –238.60에서 –236.36으로 선형회귀

모형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AIC와 SC는 각각 499.20

에서 494.72로, 536.97에서 532.49로 감소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형회귀모형에 

비해 공간오차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공간오차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혁신기반에 대한 대리변수로 투입한 대학원생 수와 

기술창업비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식 및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주체인 대학원생과 혁신적

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기술

창업기업이 많이 분포할수록 신산업 비중이 높음을 의미

한다. 실제로 신산업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대학 및 

혁신창업 기업이 많이 입지해 있다. 

한편, 지역혁신활동을 나타내는 종사자 1,000명당 특

허 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 바와 달리, 

신산업 집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혁

신활동 수준이 다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신산업과 관련

된 지역산업이 착근되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분포하는 지역들이 존재하여 두 변수 간 연관성이 약화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 환경과 관련하여 투입한 문화시설 수는 신산업 

집적과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과 대조적으

로 신산업 분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수도권과는 달리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도, 전북, 전남 

등의 지역에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많이 있음에도(김홍

규·노영순, 2018), 해당 지역들의 신산업 집적 수준은 낮

아 문화 환경과 신산업 분포와의 연결고리가 부족하기 때

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초·중·고등학교 수는 1% 

수준에서 신산업 집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교육환경이 신산업의 핵심 주

체인 고급 인적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중요 요소이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경제효과와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국지화 

경제에 대한 대리변수인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

비스업의 특화수준 모두 신산업 분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시화 경제의 설명변수로 투

입한 지식기반 제조업 부문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산업

구조 다양성 또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

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 부문에서 동종 업종 내 기업들의 집적과 

이업종 간 연계 모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용밀도도 신산업 집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용밀도가 높

은 지역일수록 지식 및 기술 교류가 원활하여 새로운 아

이디어 및 제품 개발로 이어진다는 Shearer et al.(2019)

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파급효

과를 의미하는 (Lambda)값을 보면 0.205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산업 분포 비중이 

높은 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한다면 해당 지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트렌드 변화, 산업구조조정 지연 

등 대내·외 요인들의 영향으로 주력산업이 침체함에 따

라, 국가·지역 차원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신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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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신산업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신성장동력을 육성

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성장 속도가 빨라지다가, 전반

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6년에 성장세가 꺾였지

만, 2017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신산업 성장 과정을 지역 차원에

서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균형적으

로 성장하는 반면 그 외 지역의 성장은 미미하여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 간 신산업의 공간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신산업은 수도권 내 소수 지역에 군집된 분포형태를 보이

는 가운데 2017년에는 2007년에 비해 충청권으로 신산

업이 확산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신산업의 공간분포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의 경우, 전역적 차원에서 신산업은 강한 정적인 공간적 

연관성을 보였으며 국지적 차원에서는 서울의 구로구, 

강남구 등과 수원시, 성남시 등 경기 남부 일대에서 HH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반면, LL클러스터는 강원도와 호

남권에 상당수 위치하였다. 지난 10년 간 신산업의 HH클

러스터는 수도권을 핵심 권역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제

한적으로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산업의 세부 부문별 공간분포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군집된 형태를 보이는 가운데 세부 분야에 적합

한 플랫폼을 보유한 소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

포하여, 9개 부문 간 상이한 공간분포를 시현하였다. 대

부분의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 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HH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는 비수도권에 또한 HH클러스터가 분포하였다.

신산업의 공간적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간계

량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간오차모형이 더 적합

한 모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간오차모형을 통해 신

산업의 집적 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혁신

기반인 대학원생 수와 기술창업기업 비중이 유의미한 변

수로 분석되었고, 지역환경 중 교육환경을 나타내는 초·

중·고등학교 수가 신산업 집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문이 특정 지역에 특화되어 있을수록, 해당 

부문의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할수록 신산업 창출을 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신산업이 

집적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산업은 

공간파급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산업입지 결정요인으로 기술·인적

자본 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산업은 해당 

요소들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수도권을 핵심 권역으로 불

균형적으로 집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와 같은 성향은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수도권 내 신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별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 

지역과 인접 주변 지역 간 정책 연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

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에는 HH클러스터 

분포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경쟁

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방향을 기본으로, 지방의 대학과 기술창업

기업을 신산업 육성의 핵심 주체로 하되, 여러 우수인력

을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을 

유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주체계 등의 지역환경을 개

선하는 정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과 

혁신 창업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신기술

에 대한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

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고급인재를 양성하

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정

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지역 단위에서의 산업 정책과 연계

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별로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와 

관련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

선, 신산업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

목코드에 기초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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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코드를 기초로 하는 자료의 경우 지역산업 분석을 수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품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간 

연계표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추출하였다. 이에 혁신성장 

품목 간 연계산업이 중첩 계산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신산업의 집적 요인을 추정함에 있어 데이터 

가용성 측면의 한계로 인해 신산업 육성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는 정책 및 제도 요소들을 변수로 투입하지 

못하였다. 향후 시·군·구 차원에서 정책 및 제도와 관련

된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1)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은 시장성·사업성·기술성 측면

을 고려하여 혁신성장 품목을 구분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

상자원부 등 각 부처별로 분류한 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2) 고준형 외(2016)에 따르면, 2016년 국내경제는 수출 감소 및 

제조업 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국

내 제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

했다고 밝히고 있다.

 3)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공간 거리를 토대로 구

성하는 방법과 공간 근접성을 바탕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

다. 공간 근접성에 의한 방법은 두 지역의 경계가 접하는 Rook 

방식, 두 지역이 모서리를 공유하는 Bishop 방식, 두 지역이 

경계 혹은 모서리를 공유하는 Queen 방식이 있다(이희연·노승

철, 2013).

 4) 전역적 모란 지수(Global Moran I 지수) :





  




  





  







  




  









     (단, N: 지역단위 수,  : i지역의 신산업 종사자 수, : 

j지역의 신산업 종사자 수, : 신산업 평균 종사자 수, : 

가중치)

 5) 국지적 모란 지수(Local Moran I 지수) :

   



  




  












  











  










     (단, N: 지역단위 수,  : i지역의 신산업 종사자 수, : 

j지역의 신산업 종사자 수, : 신산업 평균 종사자 수, : 

가중치)

 6) 공간시차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   

 
 

    

   ≈




 : 공간파급효과

 7) 공간오차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   

 

   ≈




 : 공간파급효과

 8) 신산업의 공간적 결정요인 분석에 정형화된 모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Lazzeretti et al.(2012)가 창조산업의 공간분

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산업입지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9) 창업진흥원(2014)의 정의를 참고하여, 제조업과 정보통신,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예술서비스 등의 업종에 속한 기업을 기

술창업기업으로 분류하였다. 

10) 문화시설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시설, 전시

시설 등을 의미한다. 

11) 
입지계수 










     (단, : j지역 내에서 산업 i(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 


: j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 : 전국의 산업  i(부문)에 종사

하는 고용자 수, :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

12) 화학, 의약, 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금속제품, 전

자, 의료/정밀기기/광학기기, 전기기기, 기계, 자동차, 항공 

업종은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환경서비스, 출판, 정보통신서

비스,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업종

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김찬준 외, 2015)

13)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 
  




 

(단,  : 지역 내에서 i번째 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

14)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수의 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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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세분류 업종명 부문 세세분류 업종명

(1)
건강·

진단

01123
10749
10795
10796
10797
20313
20322
20422
20423
21101
21102
21210
21220
21230
21300
26295
26299
26323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9
27213
27215
27216
27309
29280
58222
62021
63111
70111
70112
70113
72911
86101
86102

종자 및 묘목 생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재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3)
에너지

25130
26121
26129
26291
27212
27214
27216
27219
28111
28112
28121
28122
28202
28302
28909
29119
29132
29171
29172
29175
29176
35111
35113
35114
35119
35120
35130
35200
35300
36010
36020
41224
42201
58221
70111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축전기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원자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기타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 판매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생활용수 공급업

산업용수 공급업

환경설비 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4)
전기·

전자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5
26299
26310
26321
26429
27302
28202
28114
28119
28410
28429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
센서·

측정

26219
26295
26299
26429
27211
27212
27213
27301
28301
30332
58221
5822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에너지

05200
19210
20111
20119

20121
2512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

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부록 1> 신산업의 9개 부문별 업종 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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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전자

58221
58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지식

서비스

85503
90110
90191
90199

온라인 교육 학원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5)
정보

통신

26111
26112
26299
26310
26410
26421
26429
27211
28121
28122
28901
28903
29172
58211
58212
58219
58221
58222
59111
59112
59113
59114
62010
62021
62090
63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7)
첨단

제조·

자동화

25122
26295
26299
26323
26429
27192
27199
27211
27219
28111
28202
28519
28909
29119
29163
2916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69
29271
29272
29280
29292
29294
30110
30121
31111
31112
31113
31114
31120
31201
31202
31311
31312
31321
31322
31920
35119
35120
35130
35200
41223
41225
58221
58222
7212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기타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 판매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
지식

서비스

33402
47912
47919
58112
58113
58211
58212
58219
58221
58222
59111
59112
59113
59114
59120

59130
59201
59202
60221
63111
63112
63120
63991
71310
71391
71393
71531
73202
73203
73209
75992

영상게임기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만화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

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프로그램 공급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경영컨설팅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
화학·

신소재

10749
10797
13213
13219
13993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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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학·

신소재

19229
20119

20129
20131
20132

20202
20311

20312
20313
20321
20322
20411
20413
20493
20499
20501
21101
21210
21300
22212
22231
22232
22251
22259
22299
23119
23121
23122
23129
23192
23991
23993
23994
23995
23999
24113
24121
24211
24212
24213
24219
24229
24290
24329
25911
25923
25991
26121
26129
26211
2621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

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

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

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탄소섬유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합금철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8)
화학·

신소재

26219
26295
26299
27192
27301
28423
28902
29271
2927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9)
환경·

지속

가능

01152
01159
01411
03212
11202
19221
19229
20121
20129
20203
20313
20322
20499
24219
25130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35111
37011
37012
37021
37022
38210
38220
38240
38311
38312
38322
39001
39009
41224
42201
58221
7011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내수면 양식 어업

생수 생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원자력 발전업

하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사람 분뇨 처리업

축산분뇨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금속류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설비 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주: 신성장금융센터(2018)를 참고함, 품목에 대한 연계표이므로 부문별로 중복되는 산업분류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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