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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정 지역이 경제적 저성장을 보이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향후 구조적 문제점
을 해결하고 원활한 성장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가 산업구조의 저위성과 영
세 사업체들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녀 자본의 축적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
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지역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지역산업연관표, 지역내총생산, 산업구조, 입지계수, 생산유발계수

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tructural causes on the economic underdevelopment of a specific 
region is an important work for the constituents to solve the submitted problems of those sources of the 
questions and to establish more active reg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e hereafter. Basically this paper 
recognizes that the fragile characteristics of accumulation structure is due to the higher portion of small 
enterprises and other unfavorable material conditions compared to other regions. On the basis of this estimation, 
we are going to present some materials to help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by analys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ime serial GRDP and Regional Input-Output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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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강원도는 경제규모와 주민의 소득수 , 경제성장의 속

도에서 국 각 시도  역자치단체 에서 하 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면에서도 지속 인 비 의 감

소와 고령화의 추세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특징을 갖는

다.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강원도는 1993년부터 2012년

간 3.45 퍼센트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하여 국 평균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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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를 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의 경우에도 

국의 추세와는 달리 마이 스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의 반 이고 장기 인 정체와 성장 격차의 

확 는 구성원들로 하여  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 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지역간 발  격차의 해

소를 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노력을 기울 지

만, 지역 간 발 격차와 불균형은 지속 으로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성장격차의 문제는 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 으로 지역의 성장구조를 극복함으로

써 지역의 정주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당 성을 갖는다.

지역경제의 외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표 화와 단일경제권역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경제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의 요인으로 화되고 있다. 통

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과 생산

요소 등을 기반으로 주변 시장 여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각 지역은 자신

의 지역에 고유한 지역성에 의해 제한되며, 그것을 기반

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응하게 된다. 이 때 경제의 

외  환경의 반 인 변화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며, 로벌화와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

의 지형은 기본 으로 이동성과 유연성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다.

외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도래 앞

에서 지역이 어떠한 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 을 추

구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주체  역량과 객  조건이 구체 으로 검토되어야 한

다. 다시 말해 지역은 스스로의 경제구조  특성을 악

하고 이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지속 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성장의 기본 요소로서의 물  자원과 인  자

원의 유기  결합성의 추구와 함께 지역 자원을 합리

으로 분배하는 것은 경제 단 들 사이의 유기  력과 

최  효율을 충족시키는 제가 된다. 나아가 이것은 지

역  지역과 연계된 시장조건들에 충실하게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성장을 특징짓는 구조  조건들

을 분석하여 향후 성장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성화

를 한 다양한 정책  안의 마련에 필요한 지역의 기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정책  안이 성립

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 인 심은 지

역의 고유한 특성이 가장 효과 으로 발 되고, 자원을 

합리 으로 배분하여 정책  지원의 효과를 최 화시킬 

수 있는 방식에 두어진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통

계지표들, 그리고 지역산업연 표를 심으로 경제의 구

조  성격을 검토할 것이며, 지역의 특화를 확인할 수 있

는 각종 지표들을 분석하여 지역의 특화계수  산업별 

후방 연계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

구조가 국 평균  구조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하는 과 함께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략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의 효율 이고 실 가능한 발

이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한 안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2.1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지역의 산출량이 분석 상기간인 1993년부

터 2012년간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가를 보고, 나아가 산

업별 산출량  산업구조의 동향을 지역내총생산액을 기

으로 악한다. 이후 지역산업연 표를 통해 지역의 

산업별 유발계수들을 도출하고, 산업별로 지역에 강 이 

있는 업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산업연 분석은 산업의 각 

단계에서 산업부문간 기술 인 상호의존 계를 악하

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

는 효과와, 지역의 산업간 상호연 계를 수량 으

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미 상당한 정도 여

러 논자들에 의해 분석의 방법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고 많은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우선 지역문제에 심을 두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한 다양한 략의 수립에 다양한 방법  차원의 근거

를 제시하고 있는 임용택[1]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역

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 을 통해 추구할 수 

있게 하기 해 지역의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세포응용 연구사업의 경제  효

과를 분석을 해 산업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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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요성과 당 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그는 최근 

정부 주도의 작물유 체 연구사업의 투자성과가 국민경

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략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2].

지역의 안을 략산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악하고, 

이를 지역산업연 분석을 결합시켜 지역발 의 략  

방향을 제시한 고민창 외[3]  이연호 외[4]의 연구는 구

체 인 정책  제언을 포 하는 성과물로 악된다. 고

민창 외는 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이 지니는 효과

를 지역산업연 표를 심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연호 

외는 충청북도의 4개 략산업이 지역 성장에 비치는 효

과를 지역산업연 분석과 계량경제모형을 결합하여 분

석하고 있다.

산업연 분석을 국내 산업들 사이의 신의 효과 

 산업간 연계성의 악, 그리고 산업의 구조  분석을 

해 활용한 연구 성과도 있다. 김원규 외[5]는 경제의 

분류산업들 사이의 생산성 효과를 장기균형 계에 

을 두어 분석하 다. 한 조병도 외[6]는 산업의 구

조변화와 성장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산업연 모

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 2000년  반 이후 

서비스산업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되고 있는 정책

 지원과 함께 한국에서 서비스경제로의 이행과 그 결

정요인을 확인하기 한 하 찬[7]의 연구는 고용비 의 

면에서 서비스산업 부문의 역할이 증 되는 상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그는 서비스산

업의 고용 증가가 수요측면에서가 아니라 공 측면에서 

견인되었다는 을 확인하고 정책의 선택  결과의 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별  업종별 최종수요 성장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한 지역산업연 표의 활용의 사례

연구들이 발견된다. 먼  심재희[8]는 서비스산업의 콘텐

츠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분야로 문화산업의 경제구조를 

산업분류표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의 경제  효과

를 분석하 다.

강선아 외[9]는 감성 ICT 산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 감성 ICT 산업과 그것의 융합산업을 명확

히 정의하고 각각의 시장규모를 악함으로써 경제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해 그들은 감성 ICT 산

업과 그 융합산업에 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

표를 활용하여 산업을 재분류 하 고, 이를 통해 시장의 

규모와 각각의 유발계수를 연계시켜 경제  효과를 

추출해 내고 있다.

한 이주석 외[10]는 투입산출분석방법을 용하여 

소 트웨어 산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 고, 이 

과정에서 국내 표 산업분류와 연계하여 소 트웨어 산

업의 구체  업종별 효과를 추계하 다.

교육서비스 분야의 경제  지원효과가 어떤 경제  

향을 주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교육분야의 경제  규모

가 차 커지는 실을 반 하여 그 요성이 차 커지

는 추세이다. 이러한 심을 구체화하기 하여 송승민

[11]은 앙정부의 보육지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청 표 산업분류표를 통해 분석하 다.

그 밖에 최근 들어 증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비율

의 심화와 동반된 련 식품산업 부문의 성장에 주목하

면서 진형정 외[12]는 산업연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  

식품 련 부문의 성장이 여타 산업에 어떠한 향을 주

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여 농림수산제품  화학

제품에 한 경제  향을 분석하 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시계열자료와 지역산업연 표를 

심으로 하여 실증 으로 강원지역경제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 다. 먼  지역내총생산 련 자료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20년간 지역내총생산에 한 

시계열자료를 심으로 하여 강원지역 GRDP 체의 추

이와 산업별 총산출액의 추이 등을 추정하 다. 

강원지역에 한 산업연 분석은 한국은행의 지역산

업연 표를 통해 강원지역경제의 간수요와 최종수요 

 간투입과 부가가치 분포의 특징, 그리고 국산업

연 표와의 비교를 통해 강원지역경제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강원지역의 산업별 생산유발, 부가가

치유발, 고용유발 계수를 도출함으로써 강원지역경제의 

구조  특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시계열 자료로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통계

청의 KOSIS에서 제공한 원자료를 활용하 다. 한 산

업연 분석을 해서는 2009년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05년 지역산업연 표를 활용하여 각종 계수들을 추정

하 다. 본고에서 추정하여 사용하게 될 각종 계수는 지

역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산업의 단계에서 산업부문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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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상호의존 계를 포착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특정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 지역산업연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지역산업연 표는 기본 으로 지역별  산업부문별 

생산구조는 물론 지역간  산업부문간의 상호연 계

를 악하는 지역산업연 분석에 그 목 이 있는 것으로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연 표를 열 방향으

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기 하

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투입구

조라고 한다. 투입구조는 생산활동에 사용한 원재료  

부재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간투입과 노동 자본 등 본

원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분

된다. 

산업연 표를 행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생산

한 재화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었는지를 나타

내며 이를 배분구조라고 한다. 배분구조는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원재료  부재료로 매된 것을 나타내는 

간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매된 것을 나타내

는 최종수요로 구분된다. 따라서 간투입과 간수요는 

산업간 거래내역을 나타내는데 이를 내생부문이라고 하

며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외생부문이라고 한다[13].

지역산업연 표를 수식으로 보면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투

입계수행렬, 는 총산출액 벡터, 는 최종수요 벡터, 

은 수입액 벡터를 나타낸다. 이를 에 해 풀면, 

   가 되며,  를 온티

에  역행렬(Leontief Inverse) 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이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종수요 1단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직간  효과를 

나타낸다[13,14].

지역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1단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각 부문의 직   간  생산 효과를 나타

낸다. 지역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할 경우 지역내 생산과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분리하여 지역내 생산거래표를 작

성하는데, 이 지역내 생산거래표에서 생산과 수입의 균

형식은 각각    로 나

타낼 수 있다. 이 때 는 지역내생산 투입계수행렬, 

는 지역내생산 최종수요열 벡터, 은 지역수입 투입계

수행렬,, 은 지역수입 최종수요열 벡터이다. 

여기서 를 에 해 정리하면 

  이 되며, 여기서   이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행렬이 된다. 

다음으로 지역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자. 우선 지역산

업연 표에서 지역부가가치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는 지역부가가치투입계수의 각행렬이고 

는 지역부가가치 열벡터이다. 여기에   

를 입하면, 
   가 도출되고, 이로부

터 지역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가 도출된

다. 이는 최종수요 1단 가 발생할 때 지역경제 반에 

걸쳐 직간 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효과를 나타낸다

[13,14].

다음으로 고용유발계수는 고용계수의 각행렬에 최

종수요 1단 를 충족시키기 하여 직간 으로 필요한 

생산유발을 표시하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우선 노동계수를     이라고 하면,     

가 된다. 여기에     를 입하면 

     가 된다. 여기서    가 고

용유발계수행렬이 된다. 이 때 은 노동계수의 각행렬

이고   은 지역생산유발계수행이다. 고용유발

계수행렬은 한 산업부문에 한 최종수요가 1단  발생

할 경우 지역경제 반에 걸쳐 직간 으로 유발되는 

고용효과를 나타낸다[15].

3. 강원 지역경제의 저성장 구조 분석

2000년  반 이후 경제권역의 역화와 거 을 

심으로 한 개발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도시로

의 경제력 집 이 지속되면서 통 인 성장지역에서

는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이한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  없이

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토

로 1999년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시작되었고, 2002년에는 

국  확 와 함께 지자체 주도의 지역 략산업에 

한 발굴  선택과 집 의 시 가 본격화되고 정부의 지

원도 구체화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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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다핵구조의 정착을 한 발 략으로

서 1992년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10개년계획)’을 수립하

여 본격 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고, 

2000년  들어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을 수립하

여 지역의 역량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실 을 한 

방안을 마련하기 해 지속 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  환경의 속한 

변화와 지역내 산업의 구조  문제와 성장의 한계성 노

정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강원도의 성장은 크게 진 되

지 못하 고, 지역개발 역량의 최 화 기반도 충실히 다

지지 못하 다. 여기에는 강원 지역경제의 상  정체

를 고착화시키는 성장 구조가 근 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지역의 성

장 구조의 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 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 통계  지역산업연 표 등의 시계열 자료

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문제 을 확인하고 정책  시사

을 제시할 것이다.

3.1 강원지역경제의 저성장 환경 분석

3.1.1 성장패턴의 변화와 지역경제 성장성의 둔화

강원지역의 경제  성장구조는 한국의 성장 패턴 변

화와 련하여 악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는 한국경제

의 수출주도형 성장 략의 임 외부에 존재하는 지역

으로, 지역의 성장이 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심으

로 한 비제조업형 성장구조를 지닌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자 자족  재생산구조와 내수지향형 성장패턴

을 그 특징으로 하여 외의존형 성장패턴과는 이질 인 

성격의 지역경제가 개되어 온 것이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특징으

로 하여 1990년  반까지도 건설투자와 소비의 증 가 

설비투자의 증 와 수출의 증 를 견인해 내는 구조 속

에서 지속 인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90

년  후반의 외환 기로 그간 유지되던 소비와 투자의 

수출연 성이 훼손되고, 소비의 증가가 투자의 증가와 

수출의 증가를 동반하던 선순환구조가 단 되었다. 2000

년  들어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국내 소득의 증

가로 직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의 부

진이 이어졌다. 한 생산의 로벌화와 국제화가 확

되면서 간재와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율이 낮아져, 제조업의 경우 종

사자 비 이 1991년 이후 지속 으로 하락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1)[16].

산업구조의 면에서 1993년부터 2012년간 강원도는 

국 평균과는 다른 구조  특징을 보인다. 국내총생산액

을 기 으로 볼 때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의 

국 평균 비 은 34.0 퍼센트에서 35.8 퍼센트로 증 하지

만, 강원도는 31.8 퍼센트에서 24.8 퍼센트로 감소한다. 

반면 강원도의 3차 산업 산출액 비 은 52.8 퍼센트에서 

59.9 퍼센트로 증가한다. 이는 3차 산업의 비 이 같은 기

간 국 평균이 52.9 퍼센트에서 51.9 퍼센트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조 이다.

산업별 종사자수 비 에서도 2차 산업에 한 종사자

의 국 비 은 1993년의 37.8 퍼센트에서 2012년 26.1 퍼

센트로 하하는데 비해 강원도의 경우 24.4 퍼센트에서 

17.9 퍼센트로 하한다. 반면 3차 산업 종사자 비 의 

국 평균은 61.9 퍼센트에서 73.7 퍼센트로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강원도에서는 75.3 퍼센트에서 81.6 퍼센트로 증

가하고 있어 강원도의 3차 산업의 비 이 히 높아지

고 있음을 보여 다<Appendix 2>.

이는 상 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부터 낮은 

부문으로 취업자의 비 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강원 지역경제 체의 성장률 하락과 GRDP 성장

률의 국 평균 이하로의 하가 나타나게 된 요한 원

인이 되는 것이다. <Table 1>은 강원도의 평균성장률은 

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그 하락폭도 국 평균보다 

한 것을 보여 다.

요컨  1990년  말 외환 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을 견인해오던 수출의 증가는 외부성과 이를 통한 경제 

체의 생산성 증 효과보다는 생산성이 비교  높은 산

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이로부터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

문으로 노동이 이동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비  

증가와 동시 고용의 증가로 인해 경제 체의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 상이 강원도에서는 국 평균보다 심화

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1991년 515만 6천명(27.6%)을 정점으
로 1997년 453만 7천명(21.4%), 2011년 410만 8천명(16.9%)
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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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2000s 1992-2012

Nation 6.05 4.46 4.67

Gangwon 4.29 2.99 3.45

Source: Statics Korea, KOSIS, each year.

<Table 1> Average Growth Rate of GRDP   
(Unit : %)

3.1.2 기업투자 환경의 불리성

기업의 투자환경이란 기업이 운 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게 해 주

는 정책 ㆍ제도 ㆍ행태  환경을 말한다[17]. 지역의 

투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산업분야에 한 시

장수요의 존재, 련산업의 존재 여부  집  가능성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체 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은 기 투자환경, 산업집

환경, 인 라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 등의 4  

역으로 구분된다[17]. 먼  기 투자환경은 기본 인 

생산요소의 조달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원활한가에 

한 것을 측정하며 주로 인력, 토지 그리고 융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집 환경은 산업  집 의 여부를 측정하

며 간재  련 부품의 조달과 제품의 매 등 기업의 

경 활동에서 직간 으로 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나 

소비자와의 근성 등이 고려 상이다. 인 라 환경은 

교통이나 물류시설 등의 물  인 라,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지식 인 라와 인  자원에 한 사항, 그리고 주

거와 교육  의료 등의 생활기반을 고려한다. 마지막으

로 정책환경은 지자체가 기업의 경 환경 개선을 해 

노력하는지의 여부와 지역 내로의 투자 인센티  제공 

등과 같은 행정   물리  지원의 여부를 평가한다. 

국을 7개 역권2)으로 구분할 때, 수도권과 동남권 

 경권의 기업투자환경이 상 으로 우 에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고, 강원과 제주권, 그리고 호남권과 충청

권의 투자환경이 상 으로 열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7]. 강원권은 산업집 이나 시장수요의 면에서 지리

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  자원의 

지역 외부로의 이출 상이 두드러진 을 감안할 때 지

식 인 라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

게 해 다.

기업투자환경의 면에서 강원도가 불리할 것이라는 

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3)의 성장요인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  특정 산

업의 산출량 변화에 해 국내수요증 , 수출증 , 기술

변화, 수입 체 등 4가지 요인  어떤 요인이 가장 큰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신종 의 연구[18]에서 2000년

 후반기 10  주력산업  다수의 산업에서 성장 동인

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밝 냈다. 즉, 섬유와 일반기계 산

업은 내수주도형 성장을, 자동차와 가 산업은 수입 체

형 성장을, 조선은 기술변화형 성장으로 각각 동인이 바

 것이다. 이들 요인  특히 내수주도형 성장요인이 약

진하 는데, 이러한 변화는 국내 10  주력산업의 성장 

동인이 과거 수출주도형에서 최근 내수주도형으로 변화

하고 있고, 그리하여 한국경제의 산업구조가 차 선진

국형으로 바 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 구조의 변화는 소득원의 약화  인구의 

감소 등으로 내수기반이 차 악화되는 강원경제에 기업

유치와 같은 제조업 심의 개발 략이 차 실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

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과 강원경제 사이의 구조  연계

성이 취약하다는 은 향후 개발 략이 지역의 고유한 

특화산업의 발굴과 정책  지원을 가시화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환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3.2 GRDP를 통해 본 강원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징

3.2.1 강원도의 GRDP 및 인구의 동향 

강원도의 GRDP 증가율은 1993년부터 2012년간 국

의 평균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 기로 

인한 총생산의 격한 하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국 

 강원도의 GRDP 증가율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  강원도의 GRDP 증가율 추세선을 보면 강

원도 지역내총생산이 국에 비해 더 가 르게 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4) 

2) 7대 광역권은 각각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을 말한다.

3) 여기서 주력산업이란 10개 산업분야를 말하는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정보통
신기기,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철강, 가전 등을 말한다.

4) 강원도와 전국 평균 GRDP 성장률 추세식은 각각 
       와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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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Trends of Gangwon and Nation 
GRDP Growth Ratio(1992~2012)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의 외환 기와 그 여

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1998년 강원도 GRDP는 국 

평균보다 약 2.0퍼센트 포인트 크게 악화되는 상을 보

고, 2008년 융 기에서도 강원도는 국평균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 강원도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GRDP 비 을 보더라도 강원도의 비 은 1993년 이후 

지속 으로 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강원도의 GRDP는 총 27.7조원으로 국 총생산액의 

2.5%를 하 는데, 이는 1993년의 3.08 퍼센트에 비해 

약 0.52 퍼센트 포인트 하한 것이다<Table 2>. 

Categories 1993 1998 2003 2008 2012

Nation(A) 485,607 579,807 806,524 991,677 1,126,743

Gangwon(B) 14,962 17,610 22,828 25,530 27,711

B/A(%) 3.08 3.04 2.83 2.57 2.46 

Source: Statics Korea, KOSIS;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each year

<Table 2> The Trends of Gangwon and National
GRDP, and the Portion of Gangwon

(Unit: billion Won, %)

강원 지역경제의 산업부문별 비 을 GRDP 기 으로 

보면 <Table 3>과 같다. 강원도가 국 평균에 비해 생

산액 비 이 히 높은 산업분야는 농림어업, 업, 건

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림어업과 업의 상

 비 은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Gangwon Nation
A/B

(%)
Amount

(A)

Portion

(%)

Amount

(B)

Portion

(%)

Agri/For/Fish 1,631 5.9 28,234 2.5 5.8 

Mining 638 2.3 1,624 0.1 39.3 

Manufacture 3,386 12.2 325,841 28.9 1.0 

Elec/Gas/Water 712 2.6 22,642 2.0 3.1 

Construction 2,123 7.7 53,767 4.8 3.9 

Service 16,613 59.9 584,757 51.9 2.8 

Total 27,711 100.0 1,126,744 100.0 2.5

Notes: Agri/For/Fish: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Source: Statics Korea, KOSIS;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2012.

<Table 3> The Ratio of Respective Industry to 
GRDP(2012) 

(Unit: billion Won, %)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국 평균의 반 이하로 나

타나 강원도의 개발 략은 기본 으로 기업의 유치나 제

조업을 한 배후단지의 조성 등과 같은 통  2차 산업 

심의 략이 비교열 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지역내 1차 통산업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우수한 자연  환경과 어메니티(amenity)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Table 4>는  강원도의 국 비 인구 비 이 

1993년 이후 지속 으로 하한 것을 보여 다. 인구수

는 IMF 구제 융을 받던 1997년을 기 으로 크게 증가

하여 1999년 정 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다가 2008년을 

기 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특징 인 은 

1997년 동아시아 융 기와 그 여 를 경험하던 시기인 

1998년과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도래한 

국제 융 기가 세계를 통타하던 2008년 직후 강원도 

인구의  크기가 크게 증가한 것인데, 경제 기와 

강원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사이의 련성이 주목된다.

1993 1998 2003 2008 2012

Nation(A) 45,001 46,991 48,387 49,540 50,948

Gangwon(B) 1,540 1,553 1,527 1,509 1,537

B/A(%) 3.4 3.3 3.2 3.0 3.0 

Source: Statics Korea, KOSIS

<Table 4> Trends of Population of Nation and 
Gangwon, and the Portion of Gangwon

     (Unit: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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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볼 때,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강원도의 

인구증가율의 추세는 국 평균과는 다른데, 강원도와 

국 평균 인구증가율 추세선의 기울기는 각각 0.029와 

-0.021로 추계되어 강원도 인구의 비  감소에도 인구증

가율의 추세는 양의 값을 보 다.5)

3.2.2 GRDP기준 산업구조 변화 추이의 특징

강원도 GRDP에서 산업별 비 을 보면, 농림어업, 

업, 건설업 등에서 국 평균보다 한 우 를 보 다.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부문이나 융  보험업 등 

상  고부가가치 부문은 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

을 보인 반면, 련업종인 숙박  음식 업과 공공

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등의 분야에서 국평균을 

과하 다<Appendix 3>.

강원도의 1차 산업 비 은 2000년 6.9 퍼센트에서 

2012년 5.9 퍼센트로 약 14.5 퍼센트의 감소를 보여 국 

평균 약 32 퍼센트의 감소와 차이를 보 다<Appendix 

3>. 그러나 지리  특성상 강원도는 청정 농수산물의 생

산에 유리한 입지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 가공산

업  연계산업에서 발 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의 비 이 0.8 퍼

센트 증가한데 비해 국 평균은 24퍼센트 증가하여 강

원도의 제조업 비 이 상 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Appendix 3>. 한편 업  기 가스 수도사

업, 그리고 건설업이 포함된 2차 산업의 경우 국 평균

은 34 퍼센트에서 35.8 퍼센트로 5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강원도의 비 은 21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여 상

 비 이 더욱 어드는 상을 보 다. 이는 강원도

에서 근성과 산업의 집 도의 측면에서 제조업 발 에 

불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차 산업의 경우 국 평균 비 은 1993년 52.9 퍼센트

에서 2012년 51.9 퍼센트로 약 1.9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각각 52.8 퍼센트에서 59.9 퍼센트로 13.4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 다<Table 5>. 

강원도에서 제조업의 비 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

이 증 한 것은 상  고부가가치 2차 산업군의 감소

와 상  부가가치 3차 산업군의 증 라는 산업 재편

이 강원도에서 범 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원도의 산업구조가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지

니고 있어 경제의 기에 해 한계기업들이 정리되어 

자본과 노동이 제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동한 것을 말

해 다.

Categories 1993 1998 2003 2008 2012

N
a
t
i
o
n

Agri/for/fish 4.5 4.2 3.0 2.8 2.5

Mining 0.3 0.2 0.2 0.2 0.1

Manufacture 21.9 21.3 23.0 25.9 28.9

Elec/Gas/Water 1.5 1.9 1.9 2.0 2.0

Construction 10.3 9.2 7.1 6.1 4.8

Service 52.9 54.6 54.0 52.6 51.9

G
a
n
g
w
o
n

Agri/for/fish 7.0 7.2 5.6 6.0 5.9

Mining 2.3 1.7 2.8 3.0 2.3

Manufacture 12.9 12.4 11.7 10.9 12.2

Elec/Gas/Water 1.9 1.8 1.7 2.1 2.6

Construction 14.7 14.4 12.2 9.3 7.7

Service 52.8 55.0 56.6 59.9 59.9

Source: Statics Korea, KOSIS;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each year.

<Table 5> The Trends of Industrial Structure of 
Gangwon Based of GRDP 

(Unit: %)

 

3.2.3 사업체 규모별 비중 변화의 추이와 특징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사업체수의 면에서 보면 <Table 

6>과 같다.  강원도의 1차 산업의 비 은 1993년 0.18 퍼

센트에서 2012년 0.13 퍼센트로 어든 반면, 국 평균

은 0.05 퍼센트에서 0.07 퍼센트로 증가하 다. 그래도 강

원도의 비 은 여 히 국 평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으로 볼 때 2차 산업의 비  하와 3차 산업의 

비  증가가 일반 인 상인 것으로 보이며, 1998년과 

2008년을 기 으로 그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환

기와 이어진 국제 융시장 동요의 효과에 의한 것

으로 한계기업의 산과 상  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한 결과로 악된다.

종사자수를 기 으로 보더라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

에서 강원도의 비 이 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 2차 산업에서는 강원도의 비 이 낮았다. 1993

년부터 2012년간 2차 산업 종사자의 비 은 24.2 퍼센트

에서 17.9 퍼센트로 약 26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국 평균은 37.8 퍼센트에서 26.1 퍼센트로 약 31 퍼센트 

포인트의 감소했다<Table 7>. 

5) 분석기간 동안 강원도 및 전국의 인구증가율 추세식은 각각 
      및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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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1993 1998 2003 2008 2012

N
a
t
i
o
n

1st Indust 0.05 0.11 0.07 0.06 0.07 

2nd Indust 14.64 12.42 12.96 12.80 13.13 

3rd Indust 85.31 87.47 86.97 87.13 86.80 

G
a
n
g
w
o
n

1st Indust 0.18 0.16 0.11 0.10 0.13 

2nd Indust 10.07 8.67 9.11 9.04 9.22 

3rd Indust 89.75 91.17 90.78 90.85 90.65 

Source: Statics Korea, KOSIS.

<Table 6> The Trends of the Number of Enterprises
and Its Industrial Portion of Nation and
Gangwon 

(Unit: %)

Categories 1993 1998 2003 2008 2012

N
a
t
i
o
n

1st Indust 0.21 0.49 0.24 0.18 0.17 

2nd Indust 37.81 30.40 28.57 26.01 26.09 

3rd Indust 61.98 69.10 71.19 73.81 73.74 

G
a
n
g
w
o
n

1st Indust 0.42 0.59 0.56 0.36 0.45 

2nd Indust 24.24 19.94 19.49 18.75 17.89 

3rd Indust 75.34 79.47 79.95 80.89 81.65 

Source: Statics Korea, KOSIS

<Table 7> The Trends of Portion of Employed 
           (Nation and Gangwon) 

(Unit: %)

3차 산업의 종사자수 비 은 국 평균  강원도 모

두에서 지속 인 증가세를 보 지만, 그 증가율은 강원

도가 8.4 퍼센트 포인트인 데 비해 국 평균은 18 퍼센

트 포인트 증가하여 국 평균에서 3차 산업으로의 노동

이동이 강원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체 으로 2차 

산업의 축소와 3차 산업의 증 가 나타남을 보여 다.

<Table 8>은 사업체 규모별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여 다. 먼  종사자 10인 이하의 세 사업체의 비

이 강원도에서 1993년 93.3 퍼센트에서 2012년 93.8 퍼센

트로 증가한 데 반해, 국 평균은 93.2 퍼센트에서 92.4 

퍼센트로 감소하 다. 국 으로 세 사업체의 비 이 

어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 비 이 증가하는 이 

상은 강원도의 산업구조  취약성이 강화되는 것을 말

해 다.

Categories Persons 1993 1998 2003 2008 2012

N
a
t
i
o
n

A

1-9 93.2 94.3 93.3 92.6 92.4

10-99 6.3 5.3 6.4 7.0 7.1

100-299 0.3 0.3 0.3 0.3 0.4

300 above 0.1 0.1 0.1 0.1 0.1

B

1-9 39.0 44.0 45.3 42.0 41.1

10-99 30.0 29.3 32.9 34.2 34.1

100-299 10.0 10.3 9.6 10.5 10.9

300 above 21.0 16.4 12.2 13.4 13.9

G
a
n
g
w
o
n

A

1-9 93.3 95.1 94.4 94.0 93.8

10-99 6.3 4.7 5.4 5.8 6.0

100-299 0.3 0.2 0.2 0.2 0.2

300 above 0.1 0.1 0.0 0.1 0.1

B

1-9 45.5 51.3 53.4 50.2 48.8

10-99 34.7 30.8 33.2 34.0 34.9

100-299 11.1 7.9 6.2 6.7 7.2

300 above 8.7 10.0 7.2 9.1 9.1

Note: A, Number of Enterprises; B, Number of Employed

Source: Statics Korea, KOSIS.

<Table 8> The Portion the Number of Enterprises
and Employed Per Scale 

(Unit: %)

종사자수를 기 으로 보더라도 1993년부터 2012년까

지 강원도의 10인 이하 소기업체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 은 45.5 퍼센트에서 48.8 퍼센트로 7.5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반면, 국 평균은 39 퍼센트에서 41.1 퍼센트로 

5.4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강원도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보여 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에서는 10인 

이하의 소기업체에 한 취업 비 이 타지역 보다 높을 

뿐 아니라 증가세도 더 가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원도의 고용구조가 고부가가치형 2차 산업으

로부터 부가가치형 3차 산업으로의 재편 상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내 소득원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

 반 인 제조업 기반의 부족, 부가가치형 3차 산업

의 높은 비 , 10인 이하 세 사업체의 상  과다 등

이 강원 지역경제의 구조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다.

3.3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강원 지역경제

의 구조적 특징

3.3.1 강원 지역경제의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계수

의 특징

먼  강원 지역의 최종수요 1단  증가에 의해 유발되

는 각 부문의 직   간  생산 효과인 생산유발계

수를 살펴보면, 산품과 조립가공업종인 속제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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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  자기기, 정 기기, 수송장비 등에서 생산

효과가 비교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 평균과 비

교할 때 업 부문의 상  비 이 큰 이 반 되어 기

소재업종인 석유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 속 물제

품의 생산유발계수가 상 으로 높았다<Appendix 1>. 

한편 강원지역의 략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산

업 련 업종인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사회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강원지역 평균을 도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강원도의 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련산업의 기  인 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 지역의 특화 략의 이행을 한 기반 조성이 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Appendix 1>에

서 보는 것처럼 강원지역은 상당한 업종에서 국 평균

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상 농림수산품과 산품에서 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의의 련 산업인 도소매업을 포함한 음식

  숙박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국 평균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은 1차 통산업의 생산물을 원재료로 하

여 이를 2차 가공산업과 결합시키고, 생산과정 자체를 

상품화하여 볼거리와 마 을 결합시키는 6차산업화

의 요한 기반산업으로 간주된다. 생산유발효과의 면에

서 강원지역의 농림수산업은 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

만,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면에서는 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략산업  특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농림수산업종과 산업종, 그리

고 음식료품 등의 소비재업종에서 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Appendix 1>. 특징 인 것은 의의 련 산

업인 도소매업에서만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보일 뿐, 정

작 음식   숙박업종에서는 국 평균을 돌고 있다

는 인데, 이는 강원 지역에 련 기반시설이 상

으로 부족하고 지역의 자원과의 유기  연계성이 

취약한 구조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3.2 강원지역 입지계수의 특징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 LQ)란 국가경제에 

해 특정 지역 산업의 상  비 을 평가하기 해 사용

되는 기법으로 지역경제분석에서 상당히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다. 즉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이 국의 동일산업

에 해 상  비 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지역의 산업에 한 입지계수는 (eq 

1)과 같이 표 되며 입지계수가 1을 과할 경우 해당지

역의 특화산업으로 정의된다.





 

          (eq 1)

이때 
는 지역의 산업에 한 생산액을, 는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액을, 는 국의 산업에 한 

생산액을, 마지막으로 는 국의 산업에 한 총생

산액을 나타낸다. 의 식에서 
가 1보다 크면 지역

의 산업은 국의 구성비보다 크다는 것으로,   지역은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반 로 
가 1보다 

작으면 당해 산업의 구성비가 국의 구성비보다 작아 

당해지역에 당해산업으로 생산품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14,15]. 따라서 그 지역의 특화 략을 

담보하기 한 산업분야의 선택은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강원 지역경제의 경우 1993

년부터 2012년간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입지계수가 1을 

크게 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

여 다. 반면 2차 산업은 기간에 1을 돌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입지계수가 하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것은 강원도가 제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

의 성장을 모색한다는 외생  발 략을 수행하기는 쉽

지 않음을 말해 다.

[Fig. 2] The Trends of Location Quotient Based
on GRDP(199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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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볼 때, 업의 경우 특징 으로 상  특화

도가 압도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자

원부존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특히 기존의 탄

이 석탄사업합리화사업의 실시 이후 상당한 정도 정리

가 되었음에도 GRDP에 비해 업 부문의 상  비 이 

높아 특화도가 높게 산출된 것이다. 업 부문 입지계수

의 시계열  추세는 지속 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지역의 개발 략상 업 련 산업의 발 이 필요한 

객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 련 소재산업과의 련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증 시

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우선 입지계수가 

련 산업인 숙박음식 업에서 1을 넘고 있고, 유통  운

수, 그리고 정보통신업, 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종에서

는 1이하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술, 

여가 부문과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업종에서 유리한 

입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Categories 1993 2000 2006 2012

Agri/For/Fish
*

1.57 1.85 2.04 2.35

Mining 8.24 10.88 11.96 15.97

Manufacture 0.59 0.52 0.42 0.42

Elec/Gas/Water 1.24 1.03 1.08 1.28

Construction 1.43 1.48 1.69 1.61

Wholesale/Retail 0.58 0.70 0.74 0.72

Transport 1.20 0.95 1.04 0.93

Restaurants, hotels 1.41 1.66 1.57 1.81

Inform/Commun
**

0.46 0.47 0.57 0.52

Financial, insurance 0.53 0.69 0.64 0.61

Estate and Renting 0.61 0.76 0.78 0.88

Business Activities 0.34 0.40 0.44 0.53

Public Admin. 2.51 2.82 2.88 3.13

Education 1.27 1.35 1.31 1.43

Health/Social Work 1.07 1.01 1.09 1.11

Art/Sports/Leisure 0.86 1.12 2.66 2.83

Other Service Activities 0.74 0.88 1.03 1.02

Note: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urce: Statics Korea, KOSIS;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each year.

<Table 9> The Trends of Location Quotient Based
on GRDP(1993-2012)

체 으로 <Table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의 우 성을 발휘하게 하면서 2차 산업의 열 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는 사실이다. 산업간 연계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장 략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유기  연계

성을 강화시키면서 양자가 공존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 

자체를 자원화 함으로써 3차 산업화 략을 모색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통 으로 상당한 쾌 성 자원을 보유하는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계  편차를 보이기

는 해도 표 인 산업분야로 련 산업이 거론될 

정도로 일반화된 평가를 지닌다. 입지계수의 면에서 농

림어업과 결합된 3차 서비스산업의 유기  연계성을 강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효과 으로 결합된다면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간 융합에 입각

한 부가가치사슬의 확 로 지역의 소득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망된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한 략산업의 선정시 지역산

업의 산업연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략산업은 당해 산업 뿐 아니라 연계산업의 발 이 동반

되어야 부가가치효과를 최 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략산업과의 후방 연계성이 높은 산업이 략

으로 선택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개발 

략의 요한 고려사항이다. 한 략산업과 연계산업

의 융합을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을 동반 육성

시키는 성장 략은 동일한 맥락에서 요하다[4].

강원도의 경우 경제의 규모, 주민의 소득수 , 그리고 

경제성장의 속도 등에서 국 평균을 돌고 있다. 한 

기업의 투자환경  측면에서도 제주  호남권역과 함께 

기 투자환경, 산업집 환경, 인 라환경, 지자체의 정책

환경 등의  역에서 비교 열 의 조건을 지닌다. 한 

축 패턴의 변화가 2000년  후반 이후 내수주도형으로 

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강원도의 내재  축  

역량은 소득원의 약화와 주력산업과의 직  연계성의 

취약성 등에 의해 성장의 동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

에 처해 있다.

강원도의 축 패턴을 보더라도 GRDP의 하락 추세는 

국 평균에 비해 가 르게 나타났고, 국에서 차지하

는 강원도의 비 도 차 하하는 경향을 보 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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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면에서도 강원도는 농림어업과 업 등 1차 통

산업과 채취산업에서만 우 를 보일 뿐, 고부가가치형 2

차 산업에서는 상  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도 강원도는 종사

자 10인 이하의 세 사업체의 비 이 국 평균을 상회

하는 취약한 축 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

도 타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지속 인 증가세를 보

다. 지역  특화를 보여주는 입지계수를 통해 본 강원도

의 산업구조는 지역의 략산업과의 연계성을 제시할 정

도의 특화산업 분야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지역의 특화

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련산업 부문의 기반 인

라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볼 때 강원 지역경제의 경우 지역의 특성

상 근성의 면에서나 시장수요  산업집 의 면에서 

통 인 기업유치와 같은 방식을 통한 2차 산업 주의 

성장 략을 채택하기에는 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의 청정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부가가치의 사슬을 형성시킬 수 있

는 기반을 지니고 있다. 특히 농업은 1차 산업의 요성

이 날로 증 하는 실  요구에 응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2차 가공산업과의 융합을 한 기반 산업이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향후 경쟁력 있는 농식품가공산업이 성

공 으로 정착될 수 있는 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안 하고 건강한 먹거리  

농 의 쾌 성 자원에 한 선호도의 증  등 강원도의 

자연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 특화를 한 신 클러스터는 지역

마다 그들의 여건에 합한 차별화 된 문  지식 산업 

역을 기반으로 련 분야의 육성에 필수 으로 요구되

는 핵심 인  자원을 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기반과 조

직이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련 분야의 특화된 인

자원의 결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19].

지역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자원에 

한 유기  계를 강화하여 하나의 수요가 연쇄 인 수

요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하다. 따라

서 지역자원과 인  기반이 유기 으로 력  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기  경제모형이 구축되어야 한

다. 이 모형은 지역의 자원과 경제주체들로 하여  유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여 이들 사이의 력과 공존, 

그리고 상호의존성의 강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경제주

체들에게 경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원의 강화를 통한 

정주권의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모형의 구축이 어

느 때보다 시 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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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Gangwon Province(2005 reference year)

Categories
Production Value Added Employment†

A B A B A B

 Agri/For/Fishing 1.679 1.729 0.873 0.856 54.58 54.52 

 Mining 1.751 1.736 0.863 0.852 13.81 10.69 

 Food, beverages 1.895 2.058 0.858 0.773 20.23 24.53 

 Textiles and leather 2.181 2.061 0.661 0.652 28.75 23.07 

 Wood, paper 2.043 2.020 0.628 0.640 22.73 13.97 

 Printing and copy 1.922 1.981 0.834 0.822 22.45 20.70 

 Petroleum and coal 2.434 1.939 0.548 0.410 10.51 7.98 

 Chemicals 2.031 2.042 0.702 0.603 12.81 9.98 

 Non-metallic 2.038 2.108 0.714 0.735 10.36 12.39 

 1st metallic 1.775 2.244 0.471 0.521 4.84 6.55 

 Metal 2.465 2.383 0.705 0.716 18.75 13.56 

 Machinery 2.282 2.343 0.720 0.706 14.36 12.91 

 Electricity and elect. 2.135 1.932 0.630 0.561 13.32 9.69 

 Precision equip. 2.093 2.078 0.628 0.661 13.27 19.11 

 Transport equip. 2.527 2.481 0.709 0.667 11.40 13.01 

 Other Manufacturing 2.143 2.211 0.726 0.708 23.11 19.15 

 Electric power, gas* 1.508 1.537 0.788 0.710 4.87 4.63 

 Construction 2.026 2.031 0.820 0.815 16.63 16.69 

 Wholesale, retail 1.665 1.650 0.913 0.907 43.46 37.82 

 Restaurant, hotels 1.758 2.017 0.879 0.841 38.47 40.45 

 Transport 1.700 1.636 0.762 0.711 17.53 18.14 

 Communication, broad** 1.838 1.833 0.898 0.889 10.29 10.44 

 Financial, insurance 1.760 1.653 0.929 0.940 16.34 12.72 

 Estate, renting 1.509 1.491 0.952 0.944 10.80 10.78 

 Public Admin. defence 1.543 1.558 0.900 0.897 12.22 15.14 

 Education, health 1.573 1.553 0.905 0.906 21.60 20.56 

 Social, other service 1.892 1.926 0.892 0.876 26.89 29.88 

 Others 2.755 2.849 0.781 0.755 29.52 28.92 

 Average 1.962 1.967 0.775 0.753 19.43 18.50 

Note: Production: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Value Added: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Employment: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A: Gangwon; B: Nation

* Electricity and electric equipment; ** Communication and broadcast service

†The Unit of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person per billion Won.

Source : The Bank of Korea, 2005 Regional Input-Output Tabl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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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the Portion of GRDP per Industry, Nation and Gangwon(1993-2012)       (Unit: %)

Categories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N
a
t
i
o
n

1st Indust 4.5 4.2 4.2 4.0 3.9 4.2 4.1 3.7 3.6 3.2 3.0 3.0 3.0 2.8 2.7 2.8 3.0 2.7 2.4 2.5

2nd Indust 34.0 33.3 33.2 33.5 33.2 32.6 32.5 32.3 32.2 31.6 32.2 33.5 33.7 34.2 34.4 34.3 34.1 35.8 36.4 35.8

3rd Indust 52.9 53.9 53.9 53.7 54.1 54.6 54.1 54.1 54.8 54.4 54.0 53.2 53.1 52.8 52.5 52.6 53.1 51.7 51.3 51.9

G
a
n
g
w
o
n

1st Indust 7.0 7.1 7.2 6.9 6.8 7.2 7.3 6.9 6.4 6.2 5.6 5.8 5.9 5.8 6.1 6.0 6.8 6.1 5.9 5.9

2nd Indust 31.8 31.0 29.8 30.7 30.5 30.3 26.9 27.2 26.7 26.3 28.4 27.5 26.0 26.7 26.3 25.3 25.4 25.5 25.1 24.8

3rd Indust 52.8 53.5 54.3 53.6 54.2 55.0 58.4 57.7 58.6 58.0 56.6 57.9 59.6 58.7 59.0 59.9 59.6 59.9 59.8 59.9

Trends of the Portion of Employed per Industry, Nation and Gangwon (1993-2012)      (Unit: %)

Categories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N
a
t
i
o
n

1st Indust 0.21 0.30 0.40 0.44 0.45 0.49 0.47 0.41 0.25 0.24 0.24 0.21 0.21 0.20 0.21 0.18 0.17 0.17 0.18 0.17 

2nd Indust 37.8 37.0 35.0 34.8 32.9 30.4 30.2 29.8 29.3 28.6 28.6 28.6 28.5 27.7 26.8 26.0 25.3 26.5 26.5 26.1 

3rd Indust 61.9 62.7 64.6 64.7 67.2 69.1 69.3 69.8 70.5 71.2 71.2 71.2 71.3 72.1 72.9 73.8 74.6 73.3 73.4 73.7 

G
a
n
g
w
o
n

1st Indust 0.42 0.65 0.64 0.51 0.52 0.59 0.61 0.53 0.44 0.47 0.56 0.45 0.41 0.44 0.42 0.36 0.37 0.45 0.45 0.45 

2nd Indust 24.2 24.2 22.5 22.7 21.9 19.9 18.3 18.6 19.0 19.4 19.5 19.0 18.7 18.3 18.1 18.8 18.0 18.4 18.2 17.9 

3rd Indust 75.3 75.2 76.8 76.8 77.6 79.5 81.1 80.9 80.6 80.1 79.9 80.6 80.9 81.3 81.5 80.9 81.6 81.2 81.3 81.7 

Source: Statics Korea, KOSIS.

Appendix 2

Trends of Portion of GRDP per Industry

2000 2012

Gangwon(A) Nation(B)
A/B

Gangwon(A) Nation(B)
A/B

Categories GRDP Portion GRDP Portion GRDP Portion GRDP Portion

GRDP 19,753,006 100.0 691,467,810 100.0 2.9 27,711,238 100.0 1,126,743,542 100.0 2.5 

Agri/For/Fish
*

1,358,011 6.9 25,750,850 3.7 5.3 1,631,138 5.9 28,234,487 2.5 5.8 

Mining 595,895 3.0 1,917,134 0.3 31.1 637,615 2.3 1,623,694 0.1 39.3 

Manufacture 2,386,312 12.1 161,241,630 23.3 1.5 3,386,064 12.2 325,841,292 28.9 1.0 

Elec/Gas/Water 368,602 1.9 12,578,420 1.8 2.9 712,314 2.6 22,642,357 2.0 3.1 

Construction 2,024,044 10.2 47,935,514 6.9 4.2 2,122,897 7.7 53,766,862 4.8 3.9 

Wholesale/Retail 1,256,047 6.4 63,200,381 9.1 2.0 1,557,754 5.6 88,427,347 7.8 1.8 

Transport 784,776 4.0 28,888,713 4.2 2.7 1,078,892 3.9 46,972,604 4.2 2.3 

Restaurants, hotels 750,259 3.8 15,856,210 2.3 4.7 875,442 3.2 19,690,055 1.7 4.4 

Inform/Commun** 308,302 1.6 23,121,977 3.3 1.3 606,449 2.2 47,153,771 4.2 1.3 

Financial, insurance 763,562 3.9 38,855,297 5.6 2.0 1,106,302 4.0 74,081,722 6.6 1.5 

Estate and Renting 1,188,200 6.0 54,903,084 7.9 2.2 1,530,319 5.5 71,061,367 6.3 2.2 

Business Activities 339,115 1.7 29,344,146 4.2 1.2 611,895 2.2 46,819,561 4.2 1.3 

Public Admin. 3,469,728 17.6 43,051,599 6.2 8.1 4,785,754 17.3 62,138,378 5.5 7.7 

Education 1,402,778 7.1 36,437,698 5.3 3.8 1,937,700 7.0 54,981,728 4.9 3.5 

Health/Social Work 554,140 2.8 19,199,248 2.8 2.9 1,068,606 3.9 38,997,444 3.5 2.7 

Art/Sports/Leisure 203,849 1.0 6,362,058 0.9 3.2 920,942 3.3 13,254,646 1.2 6.9 

Other Service Activities 380,919 1.9 15,075,572 2.2 2.5 532,592 1.9 21,178,561 1.9 2.5 

Note: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urce: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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