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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집적도와 고용분
담률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 소비, 서비스업 경기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의 심화로 인하여 울산, 경남 등 조선산업 집적지역의 지역경
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였던 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대응과 회복 과정
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정부의 정책추진과 정책수단 구체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가 제시한 스마트 특성화 전략 프레임워크를 기준으
로 스웨덴 말뫼, 스페인 빌바오, 일본 키타큐슈 세 지역의 공통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연성적 잠재역량을 산업전
환과 지역경제 회복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민관협력의 협의체 거버넌스의 구
성을 통한 위기 대응·극복이 필요하다. 셋째, 각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각 산업집적 지역의 산업역량과 지역 산업생
태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 도출과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다
섯째, 산업정책 자체에 대한 접근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
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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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 6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6,500여개 조

에 따르면, 대표적인 조선업 집적지역인 울산의

선업체, 1,000여개 사내협력업체, 400여개 기자재

경우 2014년 3/4분기 이후 2016년 2/4분기까지 8

업체 등 7,800여개 업체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분기 연속 수출감소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경우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최근 불황으로 경쟁

도, 2015년 2/4분기 이후 2016년 2/4분기까지 4분

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조선, 해운 등 경기 민감

기 연속 수출감소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형 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경남과 울산지역

향 모색 과정에서 취해진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

의 소비도 둔화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고용률은

을 위한 조치이다.

각각 58.7%와 60.2%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3%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부산지역은 조선업 구조조

산업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집적도와 고용분담

정의 진행, 수주감소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1)

률이 매우 높은 구조 를 가진다. 이로 인하여 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조선업뿐만 아니라 조선기자

당 산업이 위기를 맞아 인력수요가 줄어들면 지

재산업의 고용악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

역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비 감소

황3)이다.

등으로 이어져 서비스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체

이처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산업 집적지역의

의 불황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

2)

있다. 또한 산업 집적지역에 세계적인 대기업 을

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경제 위

중심으로 관련 하도급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기에 대한 대응은 1차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

구조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과

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원인이 국

중소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역경제 전반

가적 주력산업 위기에 있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특히,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조선업의 구조조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또는 새

정 국면은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우리나라 산

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등의 정책

업 집적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

방향성부터 어떤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위

청이 발표한 2016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자료

기를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차원
의 정책적 논의4)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대표적인 조선업 집적지역인 울산 동구의 경우,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전
산업 대비 53.7%, 제조업 대비 86.2%가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음(2014
전국사업체조사).
2) 조선업의 경우 현대, 삼성, 대우, 철강업의 경우 포스코, 현대 등의 대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우리 주력산업을 주도하
고 있음.

3) 한국은행, “현장리포트-부산지역 조선산업 생산·수출 감소”, 「지역경제
보고서」, 2016. 8. p.69.
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아시아 경
제, 2016.6.23일자).

2 0 1 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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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과

서 EU가 제시한 스마트 특성화 전략 프레임워크

정 및 정책수단 구체화와 실행에 있어 바람직한

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기준으로 파악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주력산업의 위기

된 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위기 대응과 회복과정의

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였던 해외 산업 집

공통적 특성들을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산

적지역의 위기 대응과 성공적 회복 과정을 살펴

업 집적지역의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체계화의 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해외 사례의 체계화 틀 : 스마트 특성화 전략 프레임워크
우리나라 주력산업 집적지역은 특정 지역의 집

에 기초하는 발전정책 기획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적도와 고용분담률이 매우 높은 공통적 특징을 가

제시된 개념이다. 스마트 특성화전략은 기업가적

진다. 그러나 각 산업집적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

자기발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의 협

적 배경·자산과 지역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의체를 중심으로 신산업 및 전략산업을 발굴, 이

위기에 직면한 산업 집적지역의 지역경제 회복을

를 토대로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구조고도와 산업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지속

전환을 촉진토록 하는 특징을 갖는다.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적절한 정책적 대

스마트 특성화전략을 현실화하는 정책 프레임

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워크를 EU(2012)7)는 6가지 단계로 제시한다. 1단

여, 본고에서는 해외사례 체계화를 위한 틀로서

계로,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지역이

스마트 특성화전략(Smart Specialization)의 정책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하여 점검하고 성장동력

프레임워크를 활용5)하고자 한다.

발굴을 위한 기초 베이스를 다진다. 2단계로, 정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전략은 각

부, 기업, 연구기관,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민관협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특화자원, 그리고 혁신역

력의 기업가적 탐색협의체(거버넌스)를 구축한

량 등에 기초한 특성화전략과 이를 스마트하게 다

다. 3단계로, 지역에 대한 분석과 민관협력의 협

각화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를

의미6)하며, 각 지역 및 산업 분야별 특성과 잠재력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전략계획 수립)한다. 4
단계로, 특화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5) EU와 OECD에서는 2010년 이후 스마트 특성화전략을 지역 특성에 기
반한 지역혁신 및 신산업 육성 전략으로 추진 중임.
6) 김선배, 이두희(2015), “유럽 스마트 특성화전략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
에의 도입 방향”, 「월간산업경제」, 2015년 11월호,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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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uropean Union(2012), Guide to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zation(RIS3), Luxemburg :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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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한다. 5단계로, 특화 분야와 관련된 중점전

<그림 1> 스마트 특성화전략 프레임워크

략과 정책적 도구를 구체화하는 정책조합(Policy

Step 1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Mix) 단계로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사업이 포



함된 종합적 정책대응을 추진한다. 6단계로, 스

Step 2 : 거버넌스 구축

마트 특성화전략 활동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
을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Step 3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수립


장에서는 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위기대응과 성

Step 4 : 정책 우선순위 선정

공적 회복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특성화의 6단계 프레
임워크를 기준으로 사례들의 공통적 특성을 도
출하고자 한다.

Step 5 : 정책수단 조합

Step 6 :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자료 : EU(20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해외 산업 집적지역의 위기 대응과 극복
(1) 스웨덴 말뫼의 사례

1980년부터 10여년간 340억 크로나(한화 약 4조
원)의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선산업에 투입하지만

말뫼는 스웨덴 서남쪽 최남단인 스코네주에 속

결국 스웨덴 조선산업은 회생에 실패하였다. 이

한 면적 158.4㎢의 항구도시다. 1870년 세계적인

러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말뫼의 지역경제에도

조선업체인 코쿰스(Kockums)사의 대규모 조선

큰 타격을 주었다. 1990년대 초반 2%대였던 실

소가 말뫼 서부 항구지역에 세워지면서 이 지역

업률은 22%로 급상승하였고, 주요 산업 집적지역

은 스웨덴의 제3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1915년 인

이었던 말뫼의 실업률 상승은 스웨덴 전체의 실

구 10만 규모였던 말뫼는 스웨덴 조선업이 전성기

업률 상승을 견인하였다(<그림 2> 참조). 이 지

인 1980년대 초반에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성

역의 인구도 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장하였다.

하여 1990년에는 23만 3,887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조선산업에서

스웨덴 정부는 말뫼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우리나라 등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서, 세계 조선

위하여 자동차공장(SAAB, SCANIA 등)을 유치하

산업을 선도하였던 스웨덴의 조선산업은 구조조

는 등의 노력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조업 육

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산업

성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던 스

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웨덴 정부는

웨덴 정부의 노력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2 0 1 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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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웨덴의 실업률 변화 추이
12

(%)

10
8
6
4
2
0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자료 : www.tradingeconomics.com.

말뫼지역은 더 큰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

이러한 지역 전략산업의 전환과 더불어 스웨

한 위기 속에서 스웨덴의 세계적인 조선소 코쿰

덴 정부는 말뫼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

8)

스가 도산하면서 크레인 을 2002년 우리나라 현

로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 투자를 단행한다. 바로

대중공업에 1달러에 매각하는 ‘말뫼의 눈물’ 사건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외레순 해협을 사이에 두

이 일어났다.

고 인접한 말뫼를 잇는 외레순 대교의 건설과 조

지역경제의 위기를 기존의 주력산업에 대한

선업체 이전적지(Bo01지구)에 대한 재개발 계획

공적자금 지원과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품목 전

인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이다. 외레순 대

환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스웨덴 정부의 실

교의 건설은 단기적으로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

패는 스웨덴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

결하면서 지역경제의 회생을 견인한 효과 이외

다. 이에 말뫼는 지역의 역량을 파악하는 한편,

에도, 장기적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

중앙정부 관계자, 지역경제 전문가, 일반 시민

뫼가 하나의 초국경적 경제권역으로 형성되는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를 통하여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

되었다. 또한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의 추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재편을 모색하게 되었

진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도시 쇠퇴의 문제를

다. 그 결과 유럽연합 내에서 2003년까지 추진되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

던 ‘SURE(Sustainable Urban Revitalization of Eu-

정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

rope)’ 및 ‘RESECO(RES Energy Concept)’의 프로

하였다.

젝트를 수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스웨덴의 주력산업(조선산업) 집적지역으로

핵심 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산업전환 계획을 수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맞았던 말뫼는

립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서
미래·친환경 산업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

8) 이 크레인은 후에 ‘터닝 토르소’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급격
하게 턴을 하면서 상승하는 형태의 외관 때문에 말뫼의 산업전환을 통
한 경제도약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여겨지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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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경제의 쇠퇴로 급감하였던 이 지역의 인
구도 2015년 현재 32만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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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세9)에 있으며,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그림 3> 빌바오의 실업률 변화 추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200여개의 신생기

30

업과 6만 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

25

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경제

20

개발협력기구(OECD)가 꼽은 가장 혁신적인 도시

15

4위에 오르기도10)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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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바오는 스페인 북쪽 바스크지방에 있는 비스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1980년대 초반 빌바오

카야주의 주도로 비스케이만과 10㎞ 가량 떨어진

의 실업률은 25%에 달하였으며, 기존 산업입지

곳에 위치한 면적 41.3㎢의 도시이다. 빌바오 지

지역의 쇠퇴로 빌바오는 ‘회색 도시’라는 별명을

역은 19세기부터 스페인의 주요 산업지역의 하나

얻기도 하였다(<그림 3> 참조).

로 영국과 프랑스의 교역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

급성장하였고, 주변 지역에 철광석 매장량이 풍

파하기 위하여 빌바오는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의

부하여 철강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

단기적 처방을 넘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의 산

의 요충지로 조선산업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다.

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이러한 철강·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게 되었다. 지역의 산업적 역량을 분석하는 것과

발달로 빌바오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업

더불어, 산업구조의 재편과 쇠퇴한 산업지역에

도시였으며, 20세기 중후반까지 스페인에서 가장

대한 대대적인 도시 구조변화를 위하여 1991년

부유한 공업도시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

‘발바오 메트로폴리스-30(Bilbao Metropolis-30)’

조업 기반에 힘입어 1920년 10만명에 불과하던

을, 1992년 ‘빌바오리아 2000(Bilbao Ria 2000)’

빌바오의 인구는 1970년 40만명까지 증가하며 지

을 신설하였다. 빌바오 메트로폴리스-30은 공공

역경제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

과 민간을 조율하고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지원하

그러나 빌바오는 인근 지역의 철광석이 고갈되

는 싱크탱크 조직으로 800여명의 연구인력이 소

고, 한국 등 신흥 조선강국이 부상하면서 스페인

속되어 지역의 산업전환과 도시재생의 정책과 비

의 조선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자 1970년대 말부터

전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급격히 산업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철강 및

지식기반 산업영역 조성, 구도심 재생, 환경보호,
문화주도 재생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 네

9) http://www.citypopulation.de/php/sweden-skane.php?adm2id=1280
10) 「중앙일보」, “녹슨 코쿰스 도크 있던 그곳, 193개국 10만명 몰리는 창
업 심장부 됐다”, 2016.5.26일자.

가지 실행계획을 통해 쇠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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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빌바오의 제조업-서비스업 구성 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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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스페인 중

조업 중심의 도시는 문화·관광 산업을 주축으로

앙정부는 바스크 지방정부와 함께 이 지역의 산

한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였다(<그림 4>

업 구조를 기존의 철강, 조선, 제철 중심에서 건

참조). 그리고 빌바오는 ‘2차산업의 도시(회색도

축, 관광, 문화 산업 등 3차산업으로 변화시키기

시)’라는 이미지를 ‘3차산업의 도시(녹색도시)’로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또한 스페인 중

바꾸게 되었다. 한때 25%에 육박하던 빌바오의

앙정부는 항만시설과 공장이 철거된 해안지역에

실업률은 8%대로 안정되었으며, 2000년부터 14

강변공원,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제조업 도시

년 동안 총 30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발생하였다.

의 이미지를 3차산업 도시로 변화시키는 한편,

더불어 빌바오 지역의 산업이 철강·조선 산업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네르비온강 환경

서 문화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개선 사업에 8억 유로의 재정을 투자하였다. 이

인 건축물인 구겐하임 미술관에는 연간 100만명

와 같은 다양한 노력 속에서 1991년 바스크 지

이상의 관광객이 입장하고 있다.

방정부는 빌바오의 제조업 쇠퇴에 대응하기 위
한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제시하였

(3) 일본 키타큐슈의 사례

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
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 1억 달러의 지원을 통해

키타큐슈는 일본 큐슈섬 최북단에 위치한 면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건설하

적 48.5㎢의 도시로 1963년 인근의 5개 군소도시

였다.

를 통합하여 만든 전형적인 인본의 계획형 산업

위와 같은 산업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도시이다. 키타큐슈 지역은 1901년 일본 신일본

한 노력으로 빌바오 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지속

제철의 야하타 제철소가 들어선 이후에 중화학공

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

업 지역으로 급성장하면서 ‘철강도시’가 형성되었

승하여 기존의 철강·조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제

다. 1934년 당시에는 일본 제철 생산의 44%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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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정도로 대표적인 철강산업 집적지역이었다.

정적 지원을 실시11)하였다. 이러한 일본 중앙정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산업구조가

부의 노력에 더하여, 키타큐슈시는 산업구조 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되는 한

환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편, 1985년 엔고를 계기로 일본의 경제가 본격적

위하여 산업계, 행정, 시민, 대학 등이 함께 참여

인 산업 재구조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일본의 철강

하는 ‘키타큐슈활성화협의회(Kitakyushu Pros-

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

perity Enrichment Council)’를 설립하였다. 이

한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철강산업 집적지역인

협의회를 통하여 키타큐슈시는 지역경제의 위기

키타큐슈의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크게 두 가지

1985년부터 3년간 매년 300억엔 규모의 기업이 도

전략을 채택하였다.

산하였으며, 제철소의 고용은 1897년 2만 558명에

‘에코시티’를 테마로 하여 환경기술을 중심으로

서 1988년 1만 2,754명으로 격감하였다. 그리고 이

한 하이테크산업의 진흥을 통한 산업전환과 주변

러한 지역경제의 쇠퇴로 키타큐슈의 인구도 1980

신흥공업도시의 육성을 통한 키타큐슈의 연관 하

년 104만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테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일본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철강산업 구조조정

에코타운 프로젝트는 1997년 일본 국제통상산

과 키타큐슈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

위하여 산업구조전환원활화임시조치법(1987),

try)에 의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산업활성화의

지역고용개발촉진법(1987) 등의 법·제도적 지원
과 고용조정조성금, 산업고용안정조성금 등 재

11) 염
 미경(2004), “철강대기업의 재구조화전략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
국사회학」 (제38집 제1호), p.5.

<표 1> 스마트 특성화전략 프레임 워크에 따른 해외사례들의 공통적 특징
스마트 특성화전략
프레임 워크
1

공통적 특성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연성적 잠재역량의
분석(1단계)
파악·활용

말뫼

빌바오

스웨덴의 주력산업 스페인 산업과 금융,
중심지
항만의 중심지

키타큐슈
일본 철강산업
중심지

2

거버넌스 구성
(2단계)

민관협력의 협의체
구성

민관협력의 협의체
위원회

빌바오 메트로
폴리스-30

키타큐슈 활성화
협의회

3

미래비전 수립
(전략계획 수립)
(3단계)

전략계획을 통한
체계적 위기 극복
및 도약

EU의 SURE와
RESCO에 기반한
산업전환 계획

빌바오 광역권
재생을 위한
전략계획

에코타운 프로젝트

새로운 주력산업
선정·육성을 통한
위기 극복

조선산업 → 신재생
에너지산업

조선·철강산업 →
문화·관광산업

철강산업 → 환경
산업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도시재생을 포함한
종합적 추진(5단계)
종합적 정책 대응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

네르비온강
환경개선 사업

Bo01지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4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4단계)
5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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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함께 공해문제 심화로 인한 환경회복

현:민간=1:2:7)이 투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에

의 필요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

코타운 건설사업을 확장하여 2006년부터 일본의

기 위하여 ‘환경산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토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파크’

로 일본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이 중에

사업을 추가(일본 자원에너지청으로부터 17억엔

서 키타큐슈 에코타운은 2007년까지 일본에서 실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

시된 26개 에코타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

기도 하였다.

로 평가되고 있다. 키타큐슈 에코타운 프로젝트

일본 주력산업(제철산업) 집적지역으로 제철

는 1997년 7월 키타큐슈 에코타운 플랜을 수립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에 큰 위기를 맞이하

하여 인접한 키타큐슈 학술연구 도시와의 연계

였던 키타큐슈 지역은 에코타운 프로젝트를 중심

를 통해 환경 분야의 교육·기초연구에서부터 기

으로 한 환경산업의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하

술·실증연구,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

이테크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통하여 위기를 차

역개발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에

츰 극복하였다. 그리고 에코타운을 중심으로 환

서 설립한 에코타운센터, KICS(45개 리사이클 기

경산업 유치와 산업공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

업협회), 키타큐슈시 환경산업정책실, 신일본제

화시켰다. 그 결과 2006년 현재 키타큐슈의 인구

철에서 분사한 KTR(큐슈 기술연구), HKK(히비

는 철강산업이 쇠퇴하기 이전인 100만명 수준을

키 환경개발) 등이 개발주체로 참여하여 지방정

회복하였다. 또한, 1985년 발간된 OECD 환경백

부, 지역단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및 산관

서에는 ‘회색에서 초록색으로 변모한 도시’라는

학 협력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제목 아래 키타큐슈의 성공사례가 소개12)되었다.

에코타운 사업은 25개 세부사업으로 19개 연구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총 578억엔(시:중앙정부 및

12) 「신동아」, “세계의 에코도시-일본 기타큐슈”, 2009.8.1일자

4. 사례지역의 공통점과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해외사례의 공통점과

형성된 ‘연성적 잠재역량13)’을 지역의 랜드마크를

그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매개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촉매제로 활용하였

과 같다.

다. 말뫼는 과거 코쿰스의 크레인이 1달러에 매각

첫째, 세 지역 모두 지역의 산업역량을 파악하

되면서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자신감 상실을 ‘터

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동시에,
과거 산업 중심지로서의 경험과 자신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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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
 상인 외(2010), “한국 도시재생의 연성적 잠재역량”, 「한국도시지리
학회지」 (제13권 2호),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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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토르소’를 활용하여 산업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이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의 해법과 구체적인 산업

성장의 자신감으로 전환시켰고, 키타큐슈는 산업

전환의 방향에 대하여 결정하고 위기 극복의 구체

이전적지에 ‘에코타운’을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빌바오

국가 주력산업의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

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 중

는 국가 산업·경제적 차원의 문제이면서 산업이

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추진력을

집적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층적

더하기도 하였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를 하나의 지방자치단

해외사례들과 같이 지역의 연성적 잠재역량을

체 혹은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에 적극

적이지 못하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

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정책수단

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이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울산, 거제 등 현재 위

폭넓게 참여하고 산·관·학·연 각계 각층이 참여

기를 겪고 있는 산업집적 지역이 과거 우리나라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회의’와 같은 민관협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축적된 연성적 잠재역량이

력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

풍부하다는 점은 하나의 기회 요소이다.

를 통하여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새로운

둘째, 해외사례 지역 모두 기존 구조조정에 직

성장동력 확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지역경

면한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

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 비용도

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

줄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통하여 정책

관협력의 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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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외사례 지역 모두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굴·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산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주력산업이 국

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체계적

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여전히 중요하고, 산업구

으로 극복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우리도 각 지역

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의 세계적 차원에

의 산업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

서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계획은 지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

역경제가 처한 위기를 단기적·현상적으로 대응

고 있는 각 산업 집적지역의 산업역량과 지역 산

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업생태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산업정책의 우선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성이 크

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경쟁력 강

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집적지역처럼

화, 산업 전환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한두 가지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경우

하다.

해당 산업의 위기에 따라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릴

다섯째, 해외사례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처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 전환 등 산업정책

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체에 대한 접근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

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력산업

이 더욱 크다.

의 위기에 따른 산업 집적지역의 경제위기는 기본

넷째, 해외사례 지역은 산업 전환을 통하여 기

적으로 산업경쟁력 하락에 그 원인이 있어 산업정

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였

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다. 말뫼는 조선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는 지역 중

빌바오는 철강·조선 산업에서 문화·관광 산업으

소기업, 서비스업, 도심쇠퇴 등 다양한 분야에 악

로, 키타큐슈는 철강산업에서 환경산업으로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

산업 전환을 이루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롭게

한 정책은 산업적 차원에서 나아가 종합적 정책

전환한 산업은 환경·문화·관광 등을 키워드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사례 지역의 경우 특히 산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는 점이다.

업 이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정책을 적극 활용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경제 위기에 처해 있

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실업을 해소하

는 산업집적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

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

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

야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산업정책과 함께 지역

성이 중요하다. 특히, 조선산업과 소재 및 기술에

경제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적극

서 유사한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한 말뫼의 사례는 기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지역경제에

연관 산업분야를 토대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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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지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인한 지역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

것이다. 본고에 소개된 해외사례 지역들의 경우

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성공적으

조정 촉진지역 지정 등을 통해 현재 위기가 발생

로 극복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극복 과정에

한 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 위기

서 장기간에 걸쳐 실업률 상승, 인구감소 등 지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경제 침체의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가

면, 가장 효과적인 위기대응은 산업구조조정으로

장 효과적인 위기극복은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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