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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의 어 은 순수 수산업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시어항은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복합형 어항으로의 기능개선에 극 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한 어민의 소득증 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역내 치하고 있는 어항을 상으로 기장군에 산재한 어항별 정비

계획을 계획 ․체계 으로 개발함을 통해 산재한 소규모 어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복

합형 어항 정비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 분석에서는 부산시역내에

서도 자연경 이 뛰어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기장군에 치한 어항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고 

형 어항정비사업의 지역 경제  효과를 지역산업연 모형에 따른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

의 연 계를 악하고, 정책 인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를 생산, 고용, 소

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한 체계  분석을 시도하 다.

지역산업연 모형은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 계를 악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한 

이론  설명력이 높으며, 상품의 흐름이 산업간의 연계분석이 체계 으로 가능하고 정책 인 외생

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한 체계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에서는 기장군의 복합형 어항개발에 해, 농림어업부문 4개, 공업부문 71개, 기타서

비스업 35개 부문 등 총 110개 세분류로 나 어 작성된 부산지역의 산업연 표(2000)를 이용하여 

어항개발 사업에 한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하 다.

주요어 : 어업활동, 해양관광, 지역경제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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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shing villages have rich potential on account of serving as a base of fishing activities with 

various maritime ecosystem, culture and maritime resources as well. 

The object of the study is ports located in Gijang, Busan and it presents the overall 

development direction in ports within this area. Through systematic and well-planned 

developing small-sized ports, this research analyzes regional economic implications by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for fishing villagers scattered around this area taking the 

ports' natural traits into consideration.

The research correlates regional input output analysis by fishing port arrangement project 

with connection between inter-industries and inter-regions according to the model of 

input-output analysis and attempts to systematically analyze regional economic structure with 

the economic implication divided into production, employment and income, influenced upon by 

the change of political exogenous variable.

KEYWORDS : Fishing Activities, Regional Input Output Analysis

FIGURE 1. 기장군 어항 위치도

서  론
오늘날의 어 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어

항․어  개발에 한 투자가 크게 부족하

고, 국내․외 수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장축

소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경  악화에 능동

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날의 어 은 순수 수산업으로서 그 기능을 유

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어항은 다기능 

복합형 어항으로의 기능개선에 극 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한 어민의 소득증

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어 은 어업활동의 기지로서의 기능뿐만 아

니라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생산자원 

등 다양한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

다. 오늘날은 시민생활수 의 향상에 따라 여

가공간에 한 욕구가 증 하고 있고, 특히 부

산은 해양에 입지한 도시 특성으로 인해 연

안역의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른 친수공간 확보와 잠재  해양 자원 발

굴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어항개발  

정비사업은 반 인 실태분석  장기개발수

요에 의거한 문 인 연구 부족으로 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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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어항별 토지이용 실태 DB 구축 예시

회․경제  여건변화에 해 탄력 으로 응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 어항법령이 국가어

항과 지방어항에 하여는 세부지정 기 을 

정하고 있으나, 어 정주어항은 지정기 이 막

연하고 난개발 야기로 방재를 한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은 물론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  개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역내 치하고 있는 

기장군의 17개 어항을 계획 으로 개발함에 

있어 각 어항별 입지 실태조사 자료와 주요사

업에 한 DB를 구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총사업규모를 측하여 기장지역 어항 정비에 

따른 지역내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 특히 기장은 부산시역내에서도 자연

경 이 뛰어나고 개발 잠재력이 높아 연

계형 어항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연구에서는 어항정비사업의 지역 경제  

효과를 지역산업연 모형에 따른 지역경제 산

업간, 지역간의 연 계를 악하고, 정책

인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

경제 구조에 한 체계  분석을 시도하 다.

TABLE 1. 기장군 어항유형별 현황

구 분 총계 어 항 명

총 계 17

국가어항 1 변항

지방어항 7

월내항, 칠암항, 동백항, 

이동항, 학리항, 두호항, 

신암항

어 정주어항 2 동항, 동암항

소규모어항 7

길천항, 임랑항, 신평항, 

이천항, 월 항, 서암항, 

공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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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어항별 관광복합형 개발계획 예시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어 항의 개발

에 한 선행연구 동향을 악하고, 다음으로

는 각 어항별 토지이용실태에 한 D/B구축 

자료와 부산지역산업연 표(2000)를 이용하여 

복합형 어항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

사례로서 학리항은 지방어항으로서 일 해

수욕장과 인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선정 

‘아름다운 어항 가꾸기’의 입상지이기도 하다. 

학리항 배후 지역은 삼성리 일원과 인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공공연구단지 개발이 

정되어 있어 장래 시가화가 상되고 있는 지

역  특성이 있다. 이를 감안한 학리항 개발은 

인  어항의 심어항  거 으로 조성

하며, 어항 기본시설 정비  해양 시설 도

입으로 해양 복합형 어항으로 개발이 요

구된다. 황천시 피기능 등의 시설수요와 주

변지역의 개발요인을 감안하고, 부산시의 연안

크루즈개발계획과 연계된 연안크루즈항으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구 상지역인 기장군의 어항 17개소

에 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는 총 2,0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리주체별

로 보면 해양수산부가 지정․ 리하는 국가어

항은 1개소로서 총 7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나타나며, 부산 역시가 지정․ 리

하는 지방어항은 7개소로서 총 683억원의 사

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장군이 

지정․ 리하는 어 정주어항  비법정어항

인 소규모어항은 7개소로서 382억원의 사업비

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사업주체
사업비
(천원)

비 고

총 사 업 비 202,900,000 총17개소

국 가 어 항 해양수산부 76,000,000 1개소

지 방 어 항 부산 역시 68,300,000 7개소

어 정주어항 기  장  군 20,400,000 2개소

소규모어항 - 38,200,000 7개소

TABLE 2. 사업주체별 사업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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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허재완(2003)
지역투입산출분석, 

회귀분석

어항투자의 효과를 어항건설과정에서 건설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와 어항개발 후 어항기능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의 2가지 유형으로 측정

허재완(2003) VAR기법, 분산분해

어항개발투자가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항투자는 

직 인 경로보다 수산업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활성화 

라는 간 인 경로를 통하여 어가소득에 향을 미침

김종섭(2003) 인자분석, 군집분석
어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군집별 

성장요인과 격차를 분석

마문식(1999) 사업타당성
어 종합개발사업은 물양장의 건설을 통한 어 생활기반 강

화와 사료 장고 운 에 의한 어민소득증 를 조사․분석

한국경제정책

평가연구원
비용-편익분석방법

양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항목

을 구분하여 자유항 지정의 경제  효과를 분석

김종덕(2000) -

일본의 어항정비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개

념 도입이 특징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참고

할 만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심기섭(2003) 산업연 분석
부산항의 세자유지역의 지정과 운 에 있어서의 부산경제

의 효과를 분석

TABLE 3. 어촌․어항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선행연구
1. 어촌․어항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어 ․어항개발에 한 효과 련연구

는 최근 들어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허재완(2003)의 “어 지역 SOC투자의 지역경

제 효과 분석”에 한 연구에서는 북 

부안군의 격포항을 사례로 어항개발사업의 지

역 경제  효과를 어항건설과정에서 건설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를 지역투입산

출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어항개발 완료 

후 어항기능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효

과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방재정 효과, 

지역수산업 활성화 효과, 어가소득 증 효과, 

지역 업 활성화 효과 등을 측정하여 어항

개발의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보다 체계 이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 실

증분석을 하 다.

허재완(2003)의 “어항개발사업의 투자효과분

석”에 한 연구에서는 그 동안 어항투자가 

과연 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가소득을 향

상시키는데 기여했는지의 여부와 향후 투자패

턴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를 검토하 다. VAR기법  분산분

해 방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어항개발투

자가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어항투자의 증 효

과를 경로분석 기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어

항투자는 직 인 경로로 어가소득을 증 시

키지는 못하고 수산업 생산성 향상  지역경

제활성화 라는 간 인 경로를 통하여 어가

소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섭(2003)의 “소규모어항의 유형화와 성

장요인에 한 연구"에서는 국의 소규모어

항을 체계 으로 개발하여 어민들의 소득기반

으로 정착시키기 한 한 방법으로 어항의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군

집별 성장요인과 격차를 알아 으로써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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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의 발 방향을 강구하기 한 정보를 제

공하 다. 마문식(1999)의 “어 종합개발사업 

사례연구”의 연구에서는 라남도 신안군 흑

산면 둔권역에 시행되었던 어 종합개발사

업은 물양장의 건설을 통한 어 생활기반 강

화와 사료 장고 운 에 의한 어민소득증 라

는 측면에서 매우 성공 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한국경제정책평가연구원(1996.1)은 신생 

항만인 양항의 활성화를 해서 필요한 제

도 도입, 특히 자유항, 자유무역지  등의 도

입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해서 비용-

편익분석방법(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즉, 양항을 자유항으로 지정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항목을 구분하

여 자유항 지정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 그 밖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종덕

(2000)은 일본 어항어  정비사업의 새로운 동

향의 연구에서 어항시설의 한 최근의 needs

와 새로운 응방안과 일본 어항어 의 황

에 해서 분석하 으며, 심기섭(2003)은 부산

항 세자유지역의 경제  효과에 한 

연구에서 세자유지역제도의 경제  효

과에 해서 분석하 다. 

2.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파급효과 선행연구
그 동안 지역경제 효과에 한 기존의 

분석방법과 틀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

흡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산업연 분석을 이용

한 효과분석이 많이 시도되었으며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원 희(2003)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  교통 효과분

석” 에 한 연구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에 의

해 제기된 문제를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 교통

효과  지역경제 효과분석 등 신행정

수도 건설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 다. 그밖에 

행정수도이 에 한 연구(김선재, 2004; 배진

한, 2003)와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한 연구

(안정근, 2003)가 최근 많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부산 역시(2004)의 “지역경제 효과 분

석방법  활용”에 한 연구는 기존의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경제  효과, 사

업성  수요에 한 연구가 정확한 분석 없

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하나의 기본분석틀을 제공하 으며 다양

한 지역사업에 한 분석사례를 제시하 다. 

김경수(2004)의 “강원지역의 지역내산업연 분

석을 이용한 효과에 한 연구”에서 2000

년 국산업연 표를 이용하고 SAS/IML로 

통계 처리하여 지역연 표를 실증 분석하 다. 

이 표를 바탕으로 향력계수  감응도 계수, 

생산․부가가치․수입․고용 효과를 악

하고 성장유망으로 육성할 산업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농림수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에서 음식료품, 인쇄, 출   복제, 화

학제품, 비 속 물제품, 정 기기, 수송 장비, 

등이고 서비스업에서 력가스  수도, 건설

업, 음식   숙박, 융  보험 등으로 선

정되었다.

김상호(2004)의 “함평나비축제의 지역경제 

효과”의 연구에서는 2004년 제6회 함평나

비축제의 경제  효과를 남산업연 표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성공 인 

지역축제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크며 지

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성규․허재완(1990)은 부산지역

을 상으로 주택부문이 지역경제에서 어떠한 

치를 하고 있으며 주택투자가 해당지역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지역산업

연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주택건설은 주거수 을 향상시키고 

사회간 자본시설 확충에 기여했으며 연 산

업의 생산을 유발하거나 고용을 유발시킴을 

증명하 다. 

김창수․엄수원(1996)은  둔산지구 택

지개발사업을 사례로 지역산업연 모형을 이

용하여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택지개발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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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 구 방 법 연  구  결  과

원 희
산업연 모형

LQ방법

신행정수도건설로 수도권공동화론와 지역경제 효과가 미미

하며,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실증결과

부산 역시 지역산업연 모형 지역내 산업연 분석을 이용한 효과분석의 기본 틀을 제공

김경수
SAS/IML

지역산업연 모형

강원지역의 향력계수  감응도 계수, 생산․부가가치․수입․

고용 효과를 악하여 성장유망으로 육성할 산업을 선정

김상호 지역산업연 모형
성공 인 지역축제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크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성규

허재완
지역산업연 모형

부산지역 주택건설은 주거수 을 향상시키고 사회간 자본시설 

확충에 기여했으며 연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거나 고용을 유

발시킴

김창수

엄수원
지역산업연 모형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부문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박상우

이종열
지역산업연 모형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 그리고 지역투입계수의 추정 방

법을 제시

윤 선 지역산업연 모형
지역산업연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지속 인 활용과 개선이 가

능한 지역산업연 분석 모형 체계를 구축

TABLE 4.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파급효과 선행연구 요약

서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용지보상비 지출로 인하여 시 지

역경제에 반 인 승수효과를 가져와 지역경

제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택지

개발은 지자체의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확

충, 주택공 확 ,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공

공시설의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성장의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음을 확인하 다.

그밖에 지역간 산업연 표에 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박상우․이종열(2003)의 지역산업

연 표 작성에 한 연구(Ⅱ)에서 지역간 그리

고 산업간 연 계를 구체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 그리고 지

역투입계수의 추정 방법을 제시하 고, 윤 선

(1994)의 지역산업연 분석 모형의 개발과 활

용의 연구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의 고유의 지역

산업연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지속 인 활용

과 개선이 가능한 지역산업연 분석 모형 체

계를 구축하는데 을 두었다.

관광복합형 어항개발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

1. 분석모형의 적용
일반 으로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해서는 

변이할당모형(Shift-Share model), 경제기반모

형(economic base model), 지역경제계량모형

(regional economic model), 지역산업연 모형

(regional I-O model)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

에서 변이할당모형이나 경제기반모형과 같

은 단순모형은 구조가 간단하고 지역경제통계 

자료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지역경

제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

되고 있는 산업구조 등 복잡하게 개되고 있

는 지역경제를 분석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산업연 모형은 신도시건설, 

토지개발, 주택건설, 산업기지개발, 산업 

등 각 부분의 효과분석을 한 유용한 도

구로 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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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산유발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

효과 비중 효과 비중

비건설업 효과 2,663.84 56.87 14 정 기기 6.35 0.14 

건설업 효과 2,020.04 43.13 15 수송장비 63.87 1.36 

1 농림수산품 19.71 0.42 16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8.25 0.18 

2 산품 3.28 0.07 17 력, 가스  수도 79.27 1.69 

3 음식료품 5.17 0.11 19 도소매 245.25 5.24 

4 섬유  가죽제품 13.50 0.29 20 음식   숙박 56.04 1.20 

5 목재  종이제품 79.64 1.70 21 운수  보 536.16 11.45 

6 인쇄, 출   복제 6.33 0.14 22 통신  방송 50.03 1.07 

7 석유  석탄제품 2.54 0.05 23 융  보험 127.38 2.72 

8 화학제품 101.81 2.17 24 부동산  사업서비스 263.33 5.62 

9 비 속 물제품 99.82 2.13 25 공공행정  국방 0.00 0.00 

10 제1차 속 349.97 7.47 26 교육  보건 15.07 0.32 

11 속제품 210.43 4.49 27 사회  기타서비스 11.75 0.25 

12 일반기계 162.40 3.47 28 기  타 56.86 1.21 

13 기  자기기 89.64 1.91 합      계 4,683.87 100.00 

TABLE 5. 어항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단  : 억원)

이는 지역산업연 모형이 지역경제 산업간, 

지역간의 연 계를 악하기 때문에 지역경

제에 한 이론  설명력이 높으며, 상품의 흐

름이 산업간의 연계분석이 체계 으로 가능하

고 정책 인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

제의 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구조에 한 체계  분석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부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지역산업

련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산업연 분석모형은 

생산 활동에 있어, 노동․자본 등의 본원  생

산요소와 간재의 투입과 산출에 따른 산업

간 상호연 성을 바탕으로 산업간 는 경제

반에 이르는 범 한 효과의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에서는 농림어업부문 4개, 공업부문 

71개, 기타서비스업 35개 부문 등 총 110개 세

분류로 나 어 작성된 부산지역의 산업연 표

(2000)를 이용하여 어항개발 사업에 한 생산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도출하 다. 

2. 관광복합형 어항건설의 효과분석
1) 지역산업 생산유발효과

지역생산유발계수는 특정부문의 생산물에 

한 최종수요 1단 를 충족하기 하여 직․

간 으로 유발된 체 산업부문의 생산액의 

단 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각 계수는 해당

산업제품에 한 최종수요가 1단  발생하

을 때, 산업에서 직․간 으로 유발되는 생

산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개별부문의 생산

유발계수에 해당하는 직 효과와 간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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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가가치유발효과

구   분
부가가치유발효과

효과 비중 효과 비중

비건설업 효과 1,069.23 53.41 14 정 기기 2.25 0.11 

건설업 효과 932.61 46.59 15 수송장비 18.42 0.92 

1 농림수산품 11.22 0.56 16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2.87 0.14 

2 산품 1.67 0.08 17 력, 가스  수도 42.85 2.14 

3 음식료품 1.62 0.08 19 도소매 135.23 6.76 

4 섬유  가죽제품 4.42 0.22 20 음식   숙박 14.64 0.73 

5 목재  종이제품 21.92 1.10 21 운수  보 199.62 9.97 

6 인쇄, 출   복제 2.72 0.14 22 통신  방송 24.06 1.20 

7 석유  석탄제품 0.53 0.03 23 융  보험 86.14 4.30 

8 화학제품 29.83 1.49 24 부동산  사업서비스 189.69 9.48 

9 비 속 물제품 33.42 1.67 25 공공행정  국방 0.00 0.00 

10 제1차 속 77.18 3.86 26 교육  보건 11.33 0.57 

11 속제품 68.38 3.42 27 사회  기타서비스 7.56 0.38 

12 일반기계 52.69 2.63 28 기타 0.00 0.00 

13 기  자기기 28.97 1.45 합      계 2,001.84 100.00 

TABLE 6. 어항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  : 억원)

합으로 구성된다. 

연구 상인 기장군의 복합형 어항건설 

 정비를 한 총사업비는 2,029억원이 투자

되게 된다. 이러한 어항 건설사업은 주로 지역

건설업체들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며, 따라서 

부산지역 내에서 건설업과 직․간 으로 

련된 여러 업종들의 생산활동에 향을 미치

게 된다.

분석에서는 어항건설투자와 련하여 지역

산업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 으며, 어항

정비에 의한 기장지역 체어항의 생산유발

효과는 건설부문을 외생으로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2,020억원의 직 효과가 창출되

고 타 산업에 미치는 간 인 효과는 

2,664억원으로 총 4,684억원의 직․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간 효과의 

발생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운수  보

이 가장 높게 나타나 536억원의 간 유발효

과가 나타나며, 이외에 제1차 속에서 350억

원, 부동산  사업서비스에서 263억원, 도소

매에서 245억원의 생산액이 간 으로 유발

될 망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어항정비건설투자는 

규모 공공투자사업이 많지 않은 어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효과를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과의  규

모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산업에 

골고루 향을 미치는 효과의 산업별 형

평성 측면에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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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용유발효과

구   분
고용유발효과

효과 비중 효과 비중

비건설업 효과 3,169.49 56.70 14 정 기기 12.15 0.22 

건설업 효과 2,420.86 43.30 15 수송장비 38.77 0.69 

1 농림수산품 33.77 0.60 16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18.68 0.33 

2 산품 2.82 0.05 17 력, 가스  수도 12.98 0.23 

3 음식료품 10.76 0.19 19 도소매 578.21 10.34 

4 섬유  가죽제품 25.27 0.45 20 음식   숙박 220.56 3.95 

5 목재  종이제품 98.87 1.77 21 운수  보 547.91 9.80 

6 인쇄, 출   복제 17.33 0.31 22 통신  방송 24.41 0.44 

7 석유  석탄제품 1.54 0.03 23 융  보험 187.96 3.36 

8 화학제품 98.51 1.76 24 부동산  사업서비스 281.28 5.03 

9 비 속 물제품 82.95 1.48 25 공공행정  국방 0.00 0.00 

10 제1차 속 156.28 2.80 26 교육  보건 51.67 0.92 

11 속제품 308.27 5.51 27 사회  기타서비스 35.65 0.64 

12 일반기계 198.79 3.56 28 기타 0.00 0.00 

13 기  자기기 124.10 2.22 합      계 5,590.34 100.00 

TABLE 7. 어항개발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
(단  : 명)

2) 지역부가가치 효과

기장지역 복합형어항의 효과는 건

설부문을 외생으로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933

억원의 직 인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창출되

고 타산업에 미치는 간 인 부가가치유발효

과는 1,069억원으로 총 2,002억원의 직․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간 인 부가가치효과의 발생규모를 산업

별로 살펴보면, 운수  보 이 가장 높게 나

타나 200억원의 간 유발효과가 나타나며, 이

외에 부동산  사업서비스에서 190억원, 도소

매에서 135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간

으로 유발될 망이다.

3) 지역고용 효과

지역고용유발계수는 한 산업부문에서의 고

용변화가 산업의 총고용에 미치는 효

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복합어항 건설은 

직․간 으로 지역내 고용창출을 유발하여 

건설산업에 고용된 인원을 비롯하여 지역내 

련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추가 인 고용이 

유발된다. 어항건설에 따른 직 인 고용창

출 효과는 어항건설투자의 사업유형  규모

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을 고용하는가에 의

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근거로 어항건설사업

의 사업별 고용유발인원을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기장지역 체어항의 건설투자에 의해 유발

되는 간 고용유발효과는 3,169명의 간 고용

효과가 창출되며 직 고용 효과는 

2,421명으로 총 5,590명의 직․간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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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효과의 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

소매가 가장 높게 나타나 578명으로 간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며, 이외에 운수  

보 에서 548명, 속제품에서 308명, 부동

산  사업서비스에서 281명으로 고용이 간

으로 유발될 망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어항정비건설투자는 규모 공공사업

에 많은 고용이 유발 될 것으로 보이며, 모

든 산업에서 걸쳐 고용이 이 질 것으로 기

된다.

결  론
국내외 으로 연안역에 한 심이 증가

하여 연안역의 경제  가치에 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양자원의 이용

과 개발에 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어 지역에 있어서도 어 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 통  수산기지로서의 기능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터 이자 어  

지로서의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 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어항 정비의 지역경제사업 

효과를 체계 으로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는 어항정비사업의 사회  편익

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합리 인 공공투자 의

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복합형 어항투자

의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극히 제한 이었고 기존의 많은 

효과분석에 있어서 체의 산업연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지만, 특정지역에 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지역별 산업연 분

석을 이용한 분석으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역내 기장지역의 

어항 정비사업 투자에 한 효과를 부산

지역 산업연 표(2000)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

며, 그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생산

효과에서 건설부문에 2,020억원의 직 인 

유발효과가 창출되고 타산업에 간 인 

효과는 2,664억원으로 총 4,683억원의 직․

간  효과가 발생할 망이다. 둘째, 기

장지역 체어항의 부가가치 효과는 933

억원의 직 인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창출되

고 타산업에 미치는 간 인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069억원으로 총 2,002억원의 직․간

 효과가 발생할 망이다. 셋째, 기장

지역 체어항의 건설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간 고용유발효과는 3,169명의 간 고용

효과가 창출되며 직 고용 효과는 2,421

명으로 총 5,590명의 직․간 효과가 발

생할 망이다. 

기장지역을 사례로 복합 어항개발에 따

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합형 어항

정비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산시역내 어항개발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증 와 연안역에 인 한 

공원, 유원지 문화재 등과 연계한 개발시 해

양․ 여가의 패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편, 이러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의 한계 은 첫째, 이벤트사업의 효과를 

경제  측면에만 집 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

서의 효과를 고찰하지 못했으며 특히 부정

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과 둘째, 산업

연 모형 용시 분석목 에 따라 경제기반모

형과 의사결정모형, 회귀분석모형과 LISREL

모형을 보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항별로 효과의 분석이 추가 으로 연구

되어져야 하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 정주

어항별로 각각의 분석이 이 져야 각 어항별 

투자와 투자계획이 어항의 발 에 기여할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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