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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행이 금년 3월 21일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으로 실지조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지역연구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은행
이 발표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6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생산제
품의 권역 내, 권역 간 투입-산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 권역별 경
제구조의 특성을 지역 간 연계구조를 통해 살펴본 후 참여정부가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지역 전략산업의 권역 간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비수도권 공
통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이 자급자족형 경제구
조를 지니고 있어 수도권 일극 중심의 경제성장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전략산업의 권역별
연계관계에서는 지역별 산업입지에 의해 주로 결정되나, 지역의 인접성도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강원권과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
과의 연계관계가 높고 경북권과 경남권 간의 상호 연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머리말
한국은행이 2007년 3월 21일 발표
한 지역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지조사에 의해 작성된 것
으로서 지역연구 및 국가균형발전 관
련 정책 수립과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지역산
업연관표는 2003년 기준으로 전국을
6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부
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역 내, 권역 간 투입-산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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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지역산업연관표가 없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2000), 국토연구원
(2002),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지해명(2001) 등 일부 기관이나 연구
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으나, 정확성이나 공신력 측
면에서 한계가 있어 그 활용이 제한
적이었다.
개별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는 비조사방법으로 지
역교역계수, 지역기술계수 등을 지역
간 거리, 제품의 단위수송비 등 여타
통계를 이용하여 간접 추정한 방식인
데 비해 이번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는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되어 정확성
이 크게 높아졌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
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 권역별
경제구조의 특성을 지역 간 연계구조
를 통해 살펴본 후 참여정부가 선정
하여 육성하고 있는 지역 전략산업의
권역 간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비수
도권 권역 공통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2. 권역별 경제구조
(1) 권역별 경제규모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지역산
업연관표에 따르면, 수도권이 우리나
라 전체의 생산 및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집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다. 수도권의 산출액 비중은 전국의
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액은 4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에 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 대비 산출액 비중을 보면, 1인
당 산출액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고 1
인당 부가가치액 비중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중과 취업자 비중을 보면, 수
도권의 경우 인구비중에 비해 취업자
비중이 2.3%포인트나 낮다. 이는 수도
권의 인구집중이 구직여건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양호한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여건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권역별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산출액 비중(%)

44.9

2.5

10.7

11.6

11.0

19.3

부가가치액 비중(%)

47.9

3.0

10.4

11.0

10.4

17.3

취업자 비중(%)

45.3

3.4

11.1

12.9

11.0

16.3

인구 비중(%)

47.6

3.1

10.0

12.0

11.0

16.3

자료 : 한국은행,‘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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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여타 지역을 산출액 및 부가가치액
순으로 보면, 경남권(부산, 울산, 경
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충청권(대전, 충
북, 충남), 강원권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권의 경우에는 취업자 1인당 산
출액이나 부가가치액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고, 여타 지역은 대체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권의 경우에는 취업자 비중
에 비해 산출액과 부가가치액 비중이
1.3∼1.9%포인트 낮아 주로 저부가가
치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권역별 생산유발효과
권역별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보면 수도권의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여타 권역에 비
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유발계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도권의 생산유발계수가 1.644로 가
장 낮았다. 생산유발계수가 낮다는 것
은 수도권의 소비, 투자 등 수요측면
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해도 이에 따른

<표 2>

생산유발계수

생산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도권의 생산유발계수
가 1.644라는 것은 수도권의 최종수요
가 1단위 늘어날 경우 최종재 1단위
를 포함하여 중간재나 원자재가 1.644
단위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에 비해 경남권의 생산유발계수는
1.772, 전라권은 1.702, 경북권은
1.682, 충청권은 1.672, 강원권은
1.661로 모두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경남권의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남권이 제조업 중
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간 산업연관분석에서도 수도
권의 최종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활동
이 수도권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연관표
의 지역별 생산유발률을 보면 수도권
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최종재,
중간재, 원자재 등 전체 생산의 76.3%
가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23.7%만의 생산이 이루
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권역권
은 자기 권역의 최종수요가 늘어날
경우 경남권은 66.1%, 전라권은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1.644

1.661

1,676

1.702

1.682

1.772

자료 : 한국은행,‘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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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권역별 생산유발률 현황
단위 : %
최종수요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수도권

76.3

21.0

20.5

18.3

17.5

16.0

강원권

1.2

56.9

0.9

0.6

0.7

0.6

충청권

6.1

5.4

59.7

5.6

4.7

4.5

전라권

5.3

4.5

6.0

63.3

4.8

5.5

경북권

4.2

4.7

4.7

4.0

60.8

7.3

경남권

6.9

7.6

8.2

8.2

11.5

66.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기지역 유발률>

76.3

56.9

59.7

63.3

60.8

66.1

<타 지역 유발률>

23.7

43.1

40.3

36.7

39.2

33.9

생산유발지역

경남권

자료 : 한국은행,‘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 2007. 3.

63.3%, 경북권은 60.8%, 충청권은
59.7%, 강원권은 56.9%가 자기 권역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수도권 자기권역 이외의 생
산유발지역을 보면, 대체로 수도권에
서 20% 내외 정도 생산이 이루어져
비수도권 지역의 수요가 증대할 경우
인접한 여타 비수도권 권역보다는 수
도권의 생산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부문이 수
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에 대한 서비스 부문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유발효
과를 보면, 거의 모든 권역이 경남권
과의 연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인 인접성보다는 산업의 입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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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경
남권은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
라 주력 기간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산
업집적지로서 이들 산업에서 여타 지
역과의 연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인
다. 경남권을 제외할 경우 강원권은
인접한 충청권과 경북권 순으로 생산
유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
청권은 전라권과 경북권 순으로 생산
유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
권은 충청권과 경북권, 경남권은 경북
권, 전라권, 충청권 순으로 생산유발
률이 높았다. 다만, 제조업 부문이 취
약한 강원도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지
역의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는 미약하였다. 즉, 강원지역에서 수
요가 증가할 경우 수요 증가분의
43.1%가 다른 권역에서 생산되어 다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연계

른 권역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에 다
른 권역의 수요 증가는 강원도의 생산
증가로 거의 연결되지 않는 경제구조
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권 58.8%, 충청권 53.8%가 자기 권
역의 수요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외 권역의
수도권과의 연계관계를 보면, 수도권
과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이 수도권
의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수도권과 떨어진 경남권과
경북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수요
의존도가 낮았다.

(3) 권역별 수요의존도
생산유발과는 반대 방향으로 각 권
역의 생산이 어떤 지역의 수요에 의
존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지역별
수요의존도에서도 수도권의 생산은
수도권의 최종수요 증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도권의 생산은 수도권 내의 수요에
의해 78.3%가 이루어지고 21.3%만
다른 권역의 수요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남권은 67.3%,
강원권은 63.4%, 경북권 59.9%, 전라

<표 4>

(4) 권역별 경제구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타 지역 생산유
발률과 수요의존도를 고려하여 지역
경제구조를 분석할 때, 수도권은 자급
자족형 경제구조이며, 다른 권역은 교
역형 경제구조로 분류하였다.
교역형으로 분류된 비수도권 중에

권역별 수요의존도 현황
단위 : %
최종수요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수도권

78.7

23.1

26.2

21.2

17.8

16.5

강원권

1.3

63.4

1.4

1.1

1.2

1.1

충청권

4.4

3.3

53.8

5.0

4.2

4.1

전라권

4.4

2.5

5.6

58.8

3.9

4.6

경북권

4.2

3.1

4.8

4.5

59.9

6.5

경남권

7.0

4.6

8.3

9.3

13.1

67.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기지역 유발률>

78.7

63.4

53.8

58.8

59.9

67.3

<타 지역 유발률>

21.3

36.6

46.2

41.2

40.1

32.7

생산유발지역

경남권

자료 : 한국은행,‘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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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타 지역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률로 본 지역경제 구조

자료 : 한국은행,‘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 2007. 3.

서는 경남권이 타 지역 생산유발률이
나 수요의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자
급자족형 경제구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 산업연관
분석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1차 국
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광역시도당 네 개씩의 지역 전략산업
을 선정하여 전략산업 중심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
자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교육부
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사업) 등 각종 지역정책을 추진하면
서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
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이 광역시도 특히 비수도권
의 전략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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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실질적인 경제권
역과는 상이한 행정구역 단위인 광역
시도 단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
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정
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들어 초광역권 경제권을 구상하고 있
다.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접한, 경
제권이 유사한 광역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정책을 추
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광역권
구상과 같은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
는 지역 간의 산업별 전후방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는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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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다
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산업연
관표는 16개 광역시도의 산업연관표
가 아니라 6개 권역별 산업연관표에
그침으로써 분석의 한계가 있다고 하
겠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계하에서 각
권역별 지역 전략산업의 전후방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전략산업이
16개 광역시도별로 선정되어 있기 때
문에 동일 권역의 유사한 전략산업을
대표적으로 한 개 선정하여 분석한다.

<표 5>

또한, 광역시도의 전략산업이 다소 상
이하기 때문에 대분류인 28개 부문
단위에서 분석한다.

(1) 강원도 정밀기기산업
강원도 전략산업 중 제조업으로는
의료기기산업을 들 수 있으나, 한국은
행에서 발표한 28개 부문 지역산업연
관표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정밀기기산
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1) 강원도 정밀
기기산업의 경우 후방산업연관관계를

강원권 정밀기기산업의 전후방효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총유발계수

0.609378

1.213952

0.111929

0.052946

0.064925

0.103500

주요산업(1)

전기 및 전자기기
0.1367

정밀기기
1.001781

전기 및 전자기기
0.030911

화학제품
0.011463

주요산업(2)

부동산 및
교육 및 보건
사업서비스
0.099767
0.066185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0.018365
0.027963

후
방
효

정밀기기
0.023820

제1차금속제품 제1차금속제품
0.010255
0.010539

화학제품
0.012771

과
부동산 및
교육 및 보건
주요산업(3) 사업서비스
0.021210
0.085123

화학제품
0.014465

석유 및
석탄제품
0.007077

정밀기기
0.007381

석유 및
석탄제품
0.011930

총유발계수

0.001560

1.018684

0.001578

0.000516

0.001167

0.000762

전 주요산업(1)

정밀기기
0.000779

정밀기기
1.001781

정밀기기
0.001036

교육 및 보건
0.000103

정밀기기
0.000649

정밀기기
0.000266

방
효 주요산업(2)

교육 및 보건 석유 및 석탄제품 교육 및 보건
0.000104
0.007215
0.000097

정밀기기
0.000097

교육 및 보건 전기 및 전자기기
0.000134
0.000103

과
주요산업(3)

일반기계
0.000098

일반기계
0.002478

일반기계
0.000077

일반기계
0.000036

일반기계
0.000054

일반기계
0.000074

1)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176개 세분류 단위로 의료
및 측정기기로 분류하여 전후방 산업연관분석을 할 수 있으나, 여타 권역과의 분석틀을 통일한
다는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28개 대분류 단위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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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수도권과의 후방 생산유발계수2)
가 0.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
권 및 경남권과도 각각 0.112, 0.104로
비교적 높다. 다만, 인접한 경북권과는
0.065로 낮았으며, 전라권과도 0.053 정
도로 후방 생산유발계수가 낮았다. 강
원도 정밀기기 산업과 후방연관관계가
높은 산업으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정
밀기기,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수도권과는 전기 및 전자,
교육 및 보건,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후
방 연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과는 충청권, 경
남권, 경북권 순으로 연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금속제품 산업
과는 제철소가 입지해 있는 경북권과
전라권과의 연계관계가 높다.
전방연관효과3)는 전반적으로 여타
권역과의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가운
데 충청권, 수도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순으로 연관효과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의료기기산
업이 중간재 생산보다는 최종재 생산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충청권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
충청권인 대전, 충북, 충남의 공통

적인 전략산업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4)의 산업 전후방연계관계를 살펴
보면, 먼저 후방연관효과로는 수도권
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경남권, 경북
권, 전라권 순으로 크며, 강원도와의
후방연관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동
일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산
업에서는 인접한 수도권과의 후방 생
산유발계수가 0.062으로 가장 크고 경
북권과 경남권과의 생산유발계수가
0.02 수준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제1차 금속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전라권과 경북권과의 생산유발계수가
0.02로 유사한 수준이며, 화학제품에
서는 수도권과의 후방 생산유발계수
가 0.02로 경북권이나 경남권에 비해
서 매우 높았다. 서비스 및 광산물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수도권 및 강원도
와의 연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충청권의 전기
및 전자산업은 후방연계관계가 있는
산업에서 수도권과 보다 밀접한 연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청권의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의
전방연관효과를 보면, 강원도의 생산
유발계수가 0.117로 가장 크게 나타났

2) 강원도의 정밀기기산업의 1단위 생산에 활용된 중간재 구입 정도.
3) 강원도의 정밀기기산업에서 생산된 1단위 생산물이 다른 지역의 산업.
4) 각 지역별 관련 전략산업은 대전 정보통신, 충북 반도체 및 이동통신, 충남 전자정보기기 산
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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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총유발계수
주요산업(1)

충청권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의 전후방효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0.2811

0.0065

1.2487

0.0695

0.0686

0.0925

전기 및 전자기기 비금속광물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제1차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0.0619)
(0.0012)
(1.0737)
(0.0202)
(0.0203)
(0.0205)

후
부동산 및
주요산업(2) 사업서비스
효
(0.0406)
과
방

광산품
(0.0010)

교육 및 보건
(0.0205)

화학제품
(0.0161)

제1차금속제품제1차금속제품
(0.0200)
(0.0065)

주요산업(3)

화학제품
(0.0246)

운수 및 보관
(0.0007)

화학제품
(0.0198)

석유 및
석탄제품
(0.0066)

화학제품
(0.0042)

화학제품
(0.0045)

총유발계수

0.1084

(0.1173)

1.2449

0.0870

0.0753

0.0881

전 주요산업(1)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0.0276)
(0.0324)
(1.0737)
(0.0180)
(0.0231)
(0.0232)

방
효 주요산업(2)

정밀기기
(0.0198)

정밀기기
(0.0309)

정밀기기
(0.0370)

정밀기기
(0.0136)

정밀기기
(0.0133)

정밀기기
(0.0133)

수송장비
(0.0134)

일반기계
(0.0087)

일반기계
(0.0269)

수송장비
(0.0113)

일반기계
(0.0064)

수송장비
(0.0104)

과
주요산업(3)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충청권의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의 중간재의 대
표적인 수요처가 강원도라는 것을 의
미한다. 강원도 다음으로 수도권과 전
라권, 경남권, 경북권 순으로 전방 유
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
권의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과 전방연
관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전기 및 전
자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정밀기기,
일반기계, 수송장비 등이다.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 정밀기기산업, 일반기
계산업에서는 전방 생산유발계수가

강원권이 각각 0.032, 0.031, 0.009 정
도로 수도권이나 경북권, 경남권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수송장비산업에서
는 수도권, 전라권, 경남권 순으로 전
방 생산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3) 전라권 식품산업
전라권의 공통적인 전략산업으로
식품산업(농축산 바이오산업)5)의 후
방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이 0.163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5) 각 지역별 관련 전략산업은 전북 생물(발효산업), 전남 생물(농업·해양식품), 제주 건강식품
및 친환경 농업이며, 광주는 음식료품과 관련된 전략산업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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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라권 음식료품산업의 전후방효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총유발계수

0.162730

0.005818

0.082358

1.719066

0.033833

0.077850

주요산업(1)

음식료품
(0.030308)

음식료품
(0.001471)

음식료품
(0.018791)

음식료품
(1.055053)

화학제품
(0.006247)

음식료품
(0.015152)

농림수산품
(0.001233)

농림수산품
(0.017180)

농림수산품
(0.469578)

농림수산품
(0.004551)

석유 및
석탄제품
(0.013104)

후
부동산 및
주요산업(2) 사업서비스
효
(0.025090)
과
방

주요산업(3)

화학제품
(0.019409)

도소매
(0.000433)

화학제품
(0.01540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39345)

음식료품
(0.004532)

화학제품
(0.010439)

총유발계수

0.117558

0.087988

0.135130

1.487467

0.098930

0.110029

전 주요산업(1)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숙박 음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숙박
(0.040903)
(0.000947)
(0.043705) (1.055053)
(0.032684)
(0.036348)

방
효 주요산업(2)

기타
(0.027331)

기타
(0.002401)

음식점 및 숙박
기타
기타
(0.030839) (0.167055)
(0.023906)

기타
(0.026215)

음식료품
(0.016603)

음식료품
(0.001255)

음식료품
(0.020509)

음식료품
(0.014262)

과
주요산업(3)

전라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경남권이
0.08 내외로 크며, 경북권과 강원권은
후방연관효과가 크지 않았다.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동
일 산업인 음식료품과 농림수산품, 화
학제품, 사업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의 후방 연계관계를 보면, 음
식료품산업과 사업서비스, 화학제품에
서 후방 생산유발계수가 높았다. 비수
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음식료품 산
업 내에서의 후방 산업연관관계가 높
은 가운데, 인접한 충청권과 경남권과
의 화학제품에 대한 후방산업연관관

기타
(0.120258)

계가 밀접하였다.
전방 산업연관관계에서는 인접한 충
청권의 생산유발계수가 0.135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
권, 강원권 순으로 전방 생산유발계수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생산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으로는 음식점 및 숙
박관련 산업, 음식료품산업 등이다.

(4) 경북권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
경북권인 대구와 경북의 공통적인
전략산업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6)

6) 각 지역별 관련 전략산업은 대구 전자정보기기, 경북 전자정보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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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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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총유발계수
후
방
효
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0.228722

0.005216

0.057057

0.041557

1.234842

0.133123

주요산업(1)

전기 및 전자기기 비금속광물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0.059990)
(0.001117)
(0.023146) (0.009498)
(1.094014)
(0.054404)

주요산업(2)

교육 및 보건
(0.039627)

광산품
(0.000850)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제1차금속제품
(0.009258) (0.009182)
(0.023036)

부동산 및
전기 및 전자기기 비금속광물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주요산업(3) 사업서비스
(0.000602)
(0.004589) (0.005758)
(0.015846)
(0.029057)
총유발계수

전

경북권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의 전후방효과

주요산업(1)

0.080636

0.086652

0.087357

0.071167

1.265532

화학제품
(0.015738)
제1차금속제품
(0.013783)
0.139652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0.016759)
(0.019055)
(0.020349) (0.009453)
(1.094014)
(0.033473)

방
효

주요산업(2)

정밀기기
(0.012346)

정밀기기
(0.018365)

정밀기기
(0.017596)

정밀기기
(0.008942)

정밀기기
(0.029885)

정밀기기
(0.021399)

주요산업(3)

수송장비
(0.008378)

수송장비
(0.006808)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0.007807) (0.008573)
(0.021439)

수송장비
(0.016688)

과

의 후방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수
도권이 0.229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는 인접한 경남권이 0.133으로 크며,
충청권과 전라권은 0.04∼0.06 수준이
며, 강원도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청권의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
의 후방 연계관계와 비교해 보면, 경
북권의 경우 충청권에 비해 수도권과
의 연계관계는 다소 약한 반면, 경남
권과의 연계관계가 더욱 높았다.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동
일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과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과 연계관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부
문과는 교육 및 보건, 사업서비스와

연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북권도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관계는
충청권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한정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
청권과는 달리 경북권의 경우 교육
및 의료부문에 대한 후방연계관계가
높아 경북권의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
이 이들 서비스 부문에 밀접한 제품
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방 산업연관관계에서는 인접한
경남권과의 생산 유발계수가 0.133으
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충청권과
강원권이 0.087 내외로 크며, 수도권
이 0.081, 전라권이 0.077 순으로 나
타났다.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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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남권 일반기계산업
경남권의 공통적인 전략산업인 기
계산업7)의 후방 생산유발계수를 살펴
보면, 수도권이 0.282로 가장 크고, 다
음으로는 인접한 경북권이 0.181, 전라
권이 0.115, 충청권이 0.075이며, 강원
권은 0.007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일
반기계,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화
학제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에는 경북권과 전라

<표 9>

권과의 후방 산업연계관계가 높았으
며, 동일산업인 일반기계산업에서는
경북권과 충청권과의 후방 산업연계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
문에서는 수도권과 밀접하게 후방 연
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산업연관관계에서는 인접한
경북권과의 전방 생산유발계수가
0.22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라
권,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 순으로 나
타났다. 전방 연계관계가 높은 산업으

경남권 일반기계산업의 전후방효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총유발계수

0.281789

0.007270

0.075484

0.115337

0.181254

1.511393

주요산업(1)

일반기계
(0.007040)

수송장비
(0.000317)

부동산 및
효 주요산업(2) 사업서비스
(0.033631)
과

광산품
(0.001601)

후
방

주요산업(3)

제1차금속제품 제1차금속제품
(0.013584)
(0.000179)

총유발계수
전 주요산업(1)

0.131712

0.164872

일반기계 제1차금속제품 제1차금속제품
(0.021503) (0.062181)
(0.089332)
제1차금속제품 화학제품
(0.010265) (0.012165)

일반기계
(0.020560)

화학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금속제품
(0.008863) (0.008563)
(0.013846)
0.159374

일반기계
(1.129702)
제1차금속제품
(0.086421)
금속제품
(0.043995)

0.178800

0.226494

1.336005

일반기계 공공행정 및 국방 일반기계
(0.034654)
(0.048298)
(0.052480)

일반기계
(0.052799)

일반기계
(0.077878)

일반기계
(1.129702)

수송장비
(0.019035)

수송장비
(0.050190)

방
효 주요산업(2)

일반기계
(0.035365)

건설
(0.016890)

수송장비
(0.030302)

건설
(0.029151)

공공행정 및 국방 수송장비
(0.018436)
(0.010067)

수송장비
(0.016675)

건설
(0.015348)

수송장비 공공행정 및 국방
(0.015910)
(0.023616)

과
주요산업(3)

7) 각 지역별 관련 전략산업은 부산 기계부품, 경남 지식기반기계이며, 울산은 기계산업관련 전략
산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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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일반기계, 공공행정 및 국방, 수
송장비, 건설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지역산
업연관표의 분석 결과 수도권이 자급
자족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
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수도권 경제가 활성화되더라
도 그 파급효과가 타 지역으로 확산
되는 정도가 약한 반면, 비수도권의
수요 증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도권
에 20% 내외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경제성장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50년
대 지역개발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
로 페로의‘Growth Pole'에서 제기한
성장거점이론이 실제로 잘 적용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성장
거점이론은 거점지역의 성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으나, 실증 분석결과 큰 효과가 없
었 던 것 으 로 평 가 되 었 다 (Arndt,
1983).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별
산업연관표가 2003년의 지역산업구조
와 경제활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
다는 점에서 2003년 이후 이러한 구
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다만, 경제구조가 단기간
에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에
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도모하는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 경제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비
수도권 내에서도 인접 권역 간의 경
제교류와 연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비수도권 전략산업의 권역 간
산업연계분석 결과에서는 거의 대부
분의 권역에서 서비스, 특히 사업서비
스 부문에서의 수도권과의 후방 생산
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서비스부문이 주로 수도권에 집적
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주요 대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전략산업 연
계관계는 지역별 산업입지에 의해 주
로 결정되나, 지역의 인접성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
로 강원권과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과
의 연계관계가 높고 경북권과 경남권
간의 상호 연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
가 6개 광역권별로 작성됨에 따라 16
개 광역시도의 전략산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산업연계분석은 불가능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권 구상이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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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역시도 간 연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시 16개
광역시도의 지역산업연관 분석은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16
개 광역시도별 산업연관표도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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