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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정보

IMF 경제위기 이후 지식기반제조업의수도권 집중 다시 증가
요약
○ 지식기반제조업은 1988~2000년 기간 중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8.7%에 비해 2
배 이상 높은 연평균 18.3%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중 지식기반제조업의 지역별 발전 추이는 권역별로 상이하게 나
타났는데, 수도권의 지식기반제조업 생산비중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997년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하고 있음.
- 동남권은 1993년 정점에 이른 뒤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중부권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의 지식기반제조업 성장은 1997년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1997~2000년 기간 중 전국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수 순증가의 75.3%가
수도권에 집중됨. 이 시기 수도권에서는 통신기기, 첨단전자부품, 정밀기
기 등이 주로 성장을 주도하였음.
○ IMF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에의 집중이 다시 증가되고 있는 주요 요인은
첫째, 이 시기 주요 성장산업 부문에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산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에의 입지규제가 완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됨.
○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지식기반산
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www.kiet.re.kr

www.kiet.re.kr

지식기반제조업, 제조업 전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장률 시현
○ 1988~2000년 기간 중 9개 분야의 지식기반제조업은 연평균 18.3%씩
성장하여 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8.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지식기반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8년의
13.7%에서 2000년 27.6%로 상승함.
○ 동 기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산업은 연평균 32.8%씩 성장한
컴퓨터였고, 그 다음은 통신기기와 반도체로서 동 기간 중 성장률은
각각 24.5%, 22.6%였음(
〈도 1〉참조).
- 반면, 생물과 정밀화학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5.8%, 6.0%에 머물
러 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았음.

권역별로 지식기반제조업의 발전 추이 상이
○ 2000년 현재 지식기반제조업의 권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생산액 기준
으로 수도권에 50.0%가 집중해 있고, 동남권에 34.3%, 중부권에
11.2%, 서남권에 4.6%가 입지해 있음(
〈도 2〉참조).
- 참고로 2000년 현재 제조업 전체의 권역별 생산비중은 수도권 38.1%,
중부권 13.3%, 서남권 10.5%, 동남권 38.1%임.

자료：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각년도.
주주：1) 지식기반제조업의 분류는 1998~2000년간의 산업세세분류별 생산액 대비 기술개발비 비중이 제
조업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9개 부문으로 분류함.
주주：2) 2000년도의 비중은 경상생산액 기준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995년 불변생산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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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각년도.
주주：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북·충남·강원, 서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동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수도권의 지식기반제조업 생산비중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
으로 하락하다가 1997년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하고 있음.
○ 동남권은 1993년 정점에 이른 뒤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중부권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중부권의 경우 지식기반제조업의 전국대비 생산비중은 1988년
4.3%에서 2000년 11.2%로 2.6배 상승함.

수도권의 지식기반제조업 성장은 1997년 이후 집중
○ 1997~2000년 기간 중 지식기반제조업은 전국적으로 사업체수는 2,205
개, 종사자수는 4만 773명이 순증가함. 이 중 사업체수의 75.3%와 종
사자수의 74.0%가 수도권에서 증가하였음.
- 수도권의 경우 1988~2000년의 12년간 지식기반제조업 부문의 사업
체수가 총 3,383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61개가
1997~2000년의 3년 동안 증가한 것임.
○ IMF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에서 종사자수의 순증가를 보인 산업은 통
신기기, 첨단전자부품, 정밀기기 등이었으며, 첨단운송장비의 종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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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유리한 입지여건과 입지규제 완화가 주요 요인
○ 1997년 이후 수도권의 지식기반제조업 입지비중이 다시 상승하고 있
는 주요 요인은 첫째, 이 시기 지식기반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통
신기기, 첨단전자부품 등의 발전에 있어 수도권이 타 권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양호한 생산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임.
- IT 관련 연구개발기반, 연관산업의 발달, 기술인력 조달의 용이성
등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수도권이 우위적인 입지여건을 갖고 있
는 것이 주된 요인임.
○ 둘째, IMF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의 입지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된 것
도 한 요인으로 생각됨.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허용,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식
기반제조업 부문의 신·증설이 크게 늘어난 것임.
○ 향후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식기반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것
으로 전망되는바, 수도권에의 지식기반제조업 집중 역시 보다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지식기반산
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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