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산업구조와 산업협력,
정부규제 및 지방재정지출의 영향 분석:
222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문형(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정문기(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Ⅰ. 서 론
산업은 지역경제를 논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산업활성화는 경제적 부가가치
의 창출을 위해 특히 중요하며,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도 핵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영역
의 특성이 지역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선행연구가 지역의 산업특성을 지역경제와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산업
다양성의 정도로 설명되곤 하는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Attaran, 1986; Ženka et al., 2015; 문동진 외, 2014; 문동진･홍준현, 2015; 류수
열 외, 2013; 정병순･박래현, 2006).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산업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기도 하고(전병유, 2009; 문동진 외, 2014), 부정적 효과를 논의하거나 지역마다 그 효과
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Attaran, 1986; Ženka et al., 2015; 김갑성･송영필,
1999; 류수열 외, 2013; 최기홍 외, 2014). 이처럼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 간 융･복합의 논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업다양성, 즉 산업구조와 그
로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은 매우 시의적절할 수 있다.
한편 산업구조만이 지역경제에 대한 산업의 영향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구조
만큼이나 산업협력과 정부규제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업협력,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기술협력은 그동안 산업영역에서 경제적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
한 요소로 제시된 바 있다(이재창･강명구, 2013; 주성환･서환주, 2017; 강희종･김기국, 2013).
이들의 논의는 산업협력이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경제적 성과가 기업단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지
역경제는 지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모두
다루게 되며, 결과적으로 산업협력이 개별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경제성
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산업협력이 지역경제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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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산업구조와 산업협력은 지역경제성과에 있어서 다수의 논의가 있었
음에도 여전히 추가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산업 영역에 대한 정부규제
의 역할을 살펴보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규제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
조직 등에 대하여 통제나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학술적･정책적으로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규제의 경제적 효과성을 살
펴보려는 노력도 이미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이나 그와 관련된 규제의 전
국적 효과를 살펴보거나(서순탁･김진수, 2017; 이상철, 2018; 김새란･허재완, 2019), 특정한 산
업 영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정하였다(김정욱, 2017; 문연희 외, 2019; 박정수 외, 2014; 이성
엽, 2016; 최진･허희영, 2017).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으며, 이를 산업구조와 산업협력 등과 연계하여 실증하
려는 노력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규제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규제에 비해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재정지출의 역할은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
준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추가적 연구를 통해 지
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과에 있어 중요한 산업영역의 다양한 변수에 주목하여 그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기존 논의에서 중요하다고 논의됨에도 실증분석이 미미
한 산업구조와 산업협력, 정부규제, 그리고 정부재정지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1. 산업구조
산업구조를 논의하는데 있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접근 중 하나는 지역 내 산업이 얼마
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 전반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산업
이 입지해 있느냐 혹은 단일 유형의 산업이 입지해 있느냐의 정도를 파악하는 접근 방식이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고, 크게 MAR 학파(MarshallArrow-Romer), Porter, 그리고 Jacobs로 구분된다.
먼저 MAR 학파의 경우, Marshall(1920, Principles of Economics Eighth Edition. IV,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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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2-230)이 산업집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며 시작되었다. 그는 어떠한 지역에 특정산
업이 집중되는 이유를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유
사한 숙련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과 운송 의 용이성
등에서 찾았다. 이러한 요소가 갖춰지면 특정 지역에 유사한 산업이 밀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발전하여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산업활동은 지역을 이전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특
정 지역에 입지를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집적, 특히 아이디
어와 지식 등에 대한 논의는 Arrow(1962)와 Romer(1986)로 이어진다. 우선 Arrow(1962: 155)는
생산활동 중 지식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더 이상 자본과 노동만으로는 생산성의 증가
가 설명될 수 없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식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지식과 같은 생산 자
원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거기에서 경제적 성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Romer(1986: 1003)는 Arrow의 논의와 같이 지식이 지역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새로운 지식의 생성이 외부성이라는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특
정한 산업 내의 한 회사가 새로운 지식을 생성했을 때 이 지식이 다른 회사에도 들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Marshall(1890), Arrow(1962), Romer(1986), 이른
바 MAR 학파라고 언급되는 연구들은 동종 혹은 유사산업 내에서의 지식의 축적과 교환이 혁
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홍사흠, 2015: 18)는 점에 주목하며, 산업다양성보다는 동종
산업의 중요성을 논의하는데 자주 언급되고는 한다.
반면 Porter(1998: 199)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통해 지역경제성과의 창출을 위한 지역에서
의 경쟁을 강조한다. 그는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을 가진 기업 및 기관들이 특정 지역에 집접하
여 서로 연결된 지리적 인접 상태”(Porter, 1998: 199)인 클러스터를 제안하였다. 그는 MAR 학
파가 강조한 독점(Monopoly)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경쟁(Competition)이 산업집적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생각하였다.
MAR과 Porter는 동종 혹은 유사성을 가진 산업들이 한 지역에 모임으로써 독점이나 경쟁을
통해 이점을 얻고 경제적 성과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성과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종 혹은 유
사성을 가진 산업집적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산업다양성을 갖추는 방향이 보다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논의가 Jacobs(1969)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노동분화의 수와 그 다양
성이 클수록,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확장할 수 있는 경제의 내재된 능력이 크다”(Jacobs,
1969: 59)의 논의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게 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이상의 다양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여러 후속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
수의 선행연구들이 MAR 학파와 Porter, Jacobs의 논의를 실증하는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
과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먼저 MAR 학파 및 Porter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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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성･송영필(1999)이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산업의 구조가 다양성보다는 특정 산업에 집
중될수록 grdp는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Ženka et al.(2015)의 논의 역시 지역이 제조업에
집중할수록 지역경제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Attaran(1986)의 논의 역시 산업다양
성보다는 특정 유형의 산업에 밀집된 지역일수록 높은 지역경제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Jacobs의 견해를 따르는 논의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동진 외(2014)의 경우, 경
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다양성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과로 나타나는 1인당 GRDP는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데 있어 지역마다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류수열 외(2013)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지역마다 산업구조, 즉 산업다양
성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수도권, 서남권, 충청권
의 경우 동종산업이, 동남권과 경북권은 산업다양화 전략이 지역경제성과에 보다 긍정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산업구조, 즉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점은 학자들마다,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송창현 외(2019: 75)가 지적한 것처럼 오랜 시간 논의되어온 다양성에 대
한 논의가 다시금 시작된 데에는 지식전이(Knowledge transfer)의 중요성이 부상하였기 때문
이며, 이로 인해 상당수 연구가 산업다양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성과와 연결되었을 때,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일부 선행연구들은 광역자치단체 혹은 일부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
았고(문동진 외, 2014; 홍민철･전희정, 2017; 최기홍 외, 2014) 전국 단위의 시･군･구를 대상으
로 산업다양성의 역할을 살펴보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기되는 산
업다양성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Attaran, 1986; Ženka et al., 2015; 김갑성･송영필, 1999;
류수열 외, 2013; 최기홍 외, 2014)는 과연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산업다양성의 긍정적 효과가
전국 범위,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 제기동(한약재), 종로구 창신동(의류･봉제산업), 성수동(수제화)은 특정
산업이 밀집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국 범
위,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추가적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산업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는 중요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산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들 간의 긍정적 시너지, 즉 다양한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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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새로운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 Jacobs(1969)의 논의와 마
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으로 노동과 산업이 분화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나 부
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산업다양성은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
양한 유형의 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
정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
고 있는 산업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
시하고자 한다.

2. 산업협력
산업협력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국가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Uhlig(1980: 188)은 산업
협력을 “산업 생산 영역에서 국가 또는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으로 정의하였다. 권영섭(1999:
21)은 국제산업협력을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각종 기업경영활동의 제 분야에서 쌍방 공동이
익을 추구하거나 상호보완적인 자산의 교류 등을 위해 합작투자나 장기적이고 명시적인 협력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장기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사공목(2013: 50)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협력을 논의하며, 그에 대한 정의
로 “무역(최종재, 중간재(부품소재), 소비재))과 투자(일본의 대한투자 및 우리의 대일투자), 산
업기술협력(제3국간 협력, 전략적 제휴, 양국 재단사업)”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산업협력을 정의하였을 때, 중요한 점은 둘 이상의 국가 혹은 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취하기 위
해 협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협력에 대한 정의는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역산업
단위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권기수 외(2011: 30-31)의 설명을 참
고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산업협력을 기술협력 분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국가
단위의 산업협력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협력의 논의를 보다 구체
화하기 위해 기술협력에 국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산업협력의 정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범위를 좁히는 이유를 “기술과 연구개발이 산업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협력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산업협력에서 핵심적인 영역을 기술개발 영역
으로 보고 보다 세분화된 영역의 산업협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
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산업협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함의를 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는 행
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산업협력이 경제적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논의는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바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산업협력이 지니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신성장산업의 핵심이 지식에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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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지식이 산업협력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창･강명구(2013:5)의 논의에서처럼,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의 경우 발전기반에 지식이 필수적”이며, 4차산업혁명으로 설명되는
사물과 정보가 결합되는 신기술 기반의 산업형태에서 지식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
히 이러한 혁신적인 산업발전은 협력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에 상당수의 선행연구가 산업협력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이재창･강명구(2013: 9-17)는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식교류(협
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년 새로운 기업체가 지
식교류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협력이 지
역경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협력이 증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유형의 기업체가 나타나 그러한 협력을 견인하고 있음을 밝혔
다. 그들의 연구는 산업협력의 경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성환･서환주(2017: 232) 또한 정보통신업을 중심
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창의적 혁신활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강희종･김기국(2013)의 논에서는 산업체 간 기술협력이 경제적 성과를 증진하는 창조적
혁신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특정 협력 파트너일 때만 가능하다는 한정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기업체 간의 협력, 즉 산업협력은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로 성과증
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산업협력의 정도를 살펴보거나 기업단위에서의 성
과에 주목할 뿐, 지역 단위로 논의가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지역경제에 대한
산업협력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협력이 기업체 단위에서 성과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산업체 활동의
총합이 되는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협력
이 지역경제성과에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논의의 규모에 비해 여전
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협력이 지역경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나라의 지역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구두로만 논의되었던 산업협력
의 중요성을 실증하여 살펴보고, 실제 우리나라의 지역 단위에서 그 역할이 어떠한지를 규명
하고자 한다.

3. 정부규제
정부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규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종수･윤영진 외,
2011: 232)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박성용･오동현(2009: 69)은 경제적 측면의 규제를 “경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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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정부 등 당국(regulator)이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지도 등을 통
하여 민간 경제주체의 행위에 변경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시장 기구에 의한 자연적인 행위 및
결과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부규제가 시행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백병성(1992)은 정부규제의
목적을 능률과 형평에서 찾는다. 구체적으로, “경쟁의 결여,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 공공 재
화 등으로 인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중요한 정부 규제에 관한 결정은 불가피하
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백병성, 1992: 50), 능률과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규제가
도입되게 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규제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까닭은 시장실패(규범이론), 공공의 이
익 증대(공익이론), 이익단체에 의한 포획(사익이론), 파워게임에 의한 규제의 도입(규제의 경
제이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박성용･오동현, 2009: 70-71). 특히 정부 규제의 중요
한 이유가 되는 시장실패 및 공평성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정부규제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규제가 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로 인해 정
부개입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부문에서 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부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백병성(1992: 54)의 논의와 같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으며, 또는 개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지만 개입으로 인한 사태의 호전은 미미한 경
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정부규제가 시장실패를 늘 해결할 수 있는 보장이 없으
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다수의 연구들은 규제완화가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를 받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단정을 경계
하고 실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김정욱･위서연, 2017; 박정수 외, 2014). 예로, 이성엽(2016)은
공유경제에 한해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는데, 그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오늘날의 공유
경제 시스템에서 기술혁신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단위에
서 보호적, 육성적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정적이지만 일부 산업 영역
에서 정부규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 달리 정부규
제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윤상만 외(2018)는 과도한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김정욱･위서연(2017)가 지적한
것처럼 정부규제는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즉, “규제는 외부
효과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기업의 순응비용이 증가하거나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경우 산업의 경
쟁력을 해치고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김정욱･위서연, 2017: 170)는
것이다.
그들의 설명과 같이 정부규제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연구가 수
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와 그에 대한 효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서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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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2017; 이상철, 2018; 김새란･허재완, 2019), 혹은 특정 산업영역에 한정된 규제의 효과
성에 집중하였다(김정욱, 2017; 문연희 외, 2019; 박정수 외, 2014; 이성엽, 2016; 최진･허희영,
2017). 즉,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윤형호･김성준(2006: 277)가 지적한
것처럼 기존 연구가 규제효과에 대한 부분적 논의에만 머무르며 지역생산성 변화, 즉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한 거시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의 하나로 산업에 대한 정부규
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규제는 여러 목적을 위해 실시되며, 그
과정에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정부규제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또한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4. 지방재정지출
정부는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도 경제적 성과 창출을 시도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육성이 국
가 및 지방의 정부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주도
방식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 또한 중요성이 커
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지역 단위에서의 정부 역할은 중요성이 크다. 이에 지
역산업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기존의 논의 또한 계
속 축적되어 오고 있다(김성태, 2000; 김진덕･류호영, 2011; 류호영 외, 2011; 권경환･최연태,
2014; 김재영･배수호, 2017; 이미애･서인석, 2018). 그러나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축적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 분석의 초점을 일부 산업단지에 맞추거나(권경환･최연
태, 2014), 개인 단위의 인식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지출과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환범 외, 2011). 즉,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하거나 개인의 인
식에 따른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지역단
위의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도 전국 수준의 시･군･구 분석보다 시･군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강윤호, 2008; 김진덕･류호영, 2011; 류호영 외, 2011; 김재영･배수
호, 2017).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전국 수준의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는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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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미애･서인석(2018)의 연구와 같이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영향관계를 시･
군･구 단위에서 확장하여 본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논의가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 산업
다양성과 협력, 그리고 산업규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변수와의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
은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재
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David(2018)은 정부와 같은 기관이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나타나는 의제들의 경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특정한 의제만이 선택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다양한 의제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예산을 배정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산업에 대해 투자되는 지방재정
지출은 그 목적이 산업활성화에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므로 그 효과에 대
해 보다 관심을 둬야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산업구조와 산업협력, 정부규제가 지역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군･구 차원에서 2개년(2015년-2016년) 자료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산업다양성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그 역할 논의에 있어 긍정적
인 평가가 활발하나(Jacobs, 1969; 문동진 외, 2014), 그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Attaran, 1986; Ženka et al., 2015; 김갑성･송영필,
1999; 류수열 외, 2013; 최기홍 외, 2014). 본 연구는 산업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
구가 시･도 혹은 일부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문동진 외, 2014; 홍민철･전희정,
2017; 최기홍 외, 2014), 또한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양성
에 기초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부가가치의 창출을 가정하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시･군･구 단위에서 일부 산업에 특화된 사례들(동대문구 제기동: 한약재, 종로구 창신동: 의
류･봉제산업, 성수동: 수제화)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산업의 밀집이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
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성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실증논의가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산업협력과 지역경제성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산업협력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특히 국가 수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들(김태윤 외, 2013; 박명섭 외, 2016; 박복영 외, 2015; 박정호 외, 2017; 석전현, 2002)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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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산업협력에 대한 실증분석은 분석의 범위를
일부 산업에 한정하거나(이재창･강명구, 2013; 주성환･서환주, 2017), 혹은 산업체 간의 협력
이 산업체 단위에서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강희종･김기국, 2013)을 분석하는데 그쳐 지역적
단위로 논의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군･구 지역 단위에서 산업협력과
지역경제성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규제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나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논의가 있다(한표환,
1998; 윤상만 외, 2018). 그러나 정부규제가 시장실패 및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되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산업의 경우 규제를 통한 보호와 육성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이성엽, 2016).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규제가 지역경제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산업 영역에 대한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미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
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공간적 범위가 일부 지역(강윤호, 2008; 김진덕･류호영, 2011; 류호
영 외, 2011; 김재영･배수호, 2017)이나 산업단지에 초점(권경환･최연태, 2014)이 맞춰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역경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
하는 재정지출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화율, 인구증가율, 재정자립
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김헌민･박윤경,
2015; 문익준, 2016; 이연호･김광민, 2014; 이영성, 2008). 이러한 논의를 종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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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이상의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
의 구성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한
다. 엔트로피 지수의 경우 물리학에서 논의되는 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
으로 물질이나 입자의 집중도와 질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문동진 외, 2014: 48)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미 인종이나 인구분산, 혼잡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 있다(Harsman, 2006; Theil & Finizza, 1971; Salat & Bourdic, 2012; Sudhira et al., 2004; 서
원석･김리영, 2010). 또한 산업구조를 산업다양성의 정도로 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실증분석
을 위하여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였다(문동진 외, 2014; 홍사흠, 2015). 이에 본 연구 또한 산
업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고자 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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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식에서

 가 나타내는 것은 j지역에 입지한 i산업의 총 사업체수이다. 또한 

는 j지역에 입지한 총 산업체의 수를 나타낸다. 엔트로피 지수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산업다양
성이 높다는 것이며, 만약 0에 가까울 경우, 이는 산업구조가 단일한 유형의 산업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산업협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공동특허 취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산업 협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동특허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서중해, 2017; 윤병섭 외, 2010). 예를 들어, 서중해(2017)는 대전 지역의 산업 협력 네트워크
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출원 관계망을 분석하였다. 지역 내 산업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는 이처럼 특허의 공동출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강희종･김기국(2013: 67)의
논의와 같이 외부와의 산업 영역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소요를 줄이고 위험성을 낮추면서 새로
운 기술획득을 시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특허와 같은 기술협력을 실시하게 된다. 권기수
외(2011)의 논의처럼 산업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기술과 연구개발의 협력 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공동특허 취득 자료는 유용할 수 있다. 종합했을 때, 산업협력을
논의하는데 있어 공동특허라는 변수를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다. 산업영역
에서 지역 단위의 협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공동특허는 산
업체 간의 공동기술개발과 협업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윤병섭 외
(2010:264)가 지적한 것처럼, “특허정보만큼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포괄적인 자료가 존
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산업협력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공동특허를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규제의 변수는 지자체별 연간 규제건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규제정보포털은 지
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의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정보
포털을 통해 해마다 새로 시행되는 산업 관련 규제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정보포털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산업 관련 규제를 목적과 내용
에 따라 분류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지방재정지출 변수는 시･군･구 단위의 일반회계 중 경제개발비에 포함되는 예산항목
을 추출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한다. 특히 경제개발비의 경우 지역산업 지원 및 경제개발을 위
한 투자적 지출로 구분되며(오병기, 2007; 김재영･배수호, 2017),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현황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속변수가 되는 지역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1인당 GRDP를 활
용하고자 한다. 1인당 GRDP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지역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문동진･홍준현, 2015). 한편 1인당 GRDP는 근본적으로 GRDP라는 자료가 지
니는 지역 간 격차와 분산이 안정적이지 못한 한계를 동일하게 지닌다. 이러한 GRDP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1인당 GRDP를 로그 변환하여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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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산 안정화 작업을 거치고자 한다(이수창･이환범, 2017).
통제변수로 활용되는 도시화율과 인구성장률, 재정자립도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의 분석단위는 시･군･구로, 자료공개를 하고 있는 222개 지역의
2개년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따라서 분석단위의 총 개수는 시･군･구 총 444개가 된다.
이러한 분석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 1> 자료수집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수

측정

1인당 GRDP 인구 1인당 GRDP, 로그 변환
엔트로피지수

국가통계포털: 시도별/시군구별 사업체수

산업협력

공동특허출원

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

정부규제

지자체별 연간 규제건수

규제정보포털: 지자체 규제현황1)

도시화율

분석단위

국가통계포털: 지역계정 시군구 GDRP

산업구조

지방재정 지출 경제개발비2)
통제변수

출처

지방재정365: 지방재정연감

지역의 전체인구 중 도시지역내 거주인구의 비율 도시계획정보서비스: 도시계획통계 도시화율

인구증가율

전년 대비 해당년의 총인구 증감 비율

국가통계포털: 인구수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

시･군･구

시･군･구 222개 2개년(2015, 2016년), 총 444개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구체적인 패널모형 추정에 앞서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전체 관측치(시･군･구:444개)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먼저 시･군･구 단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제성과는 평균 33.1218, 표준편차는 31.48717,
최소값은 7.012859, 최대값은 388.4646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평균 2.24038, 표준편차
0.1218352, 최소값 1.628072, 최대값 2.514176으로 나타났으며, 산업협력은 평균 812.0608, 표준
편차는 1598.519, 최소값 4, 최대값 11988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의 경우 평균 0.4527027, 표준편
차 1.060268, 최소값 0, 최대값 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지출의 경우 평균 1.326623, 표준
편차 1.301388, 최소값 .0349615, 최대값 6.894942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의 경우 평균 77.07221,
표준편차 25.18482, 최소값 0, 최대값 100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증가율의 경우 평균 1.001213 , 표
1) 지자체의 규제 중 그 목적과 내용에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일반예산 항목 중 경제개발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
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항목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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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 0.0259625, 최소값 0.9250428, 최대값 1.266254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평균
25.80968, 표준편차 13.33683, 최소값 7.4, 최대값 66.2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초통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경제성과

33.1218

31.48717

7.012859

388.4646

산업구조

2.24038

.1218352

1.628072

2.514176

산업협력

812.0608

1598.519

4

11988

정부규제

0.4527027

1.060268

0

9

지방재정지출

1.326623

1.301388

.0349615

6.894942

도시화율

77.07221

25.18482

0

100

인구증가율

1.001213

0.0259625

0.9250428

1.266254

재정자립도

25.80968

13.33683

7.4

66.2

관측치

N=444

2. 패널모형 추정결과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선형회귀모형은 크게 합동 최소자승법
(Pooled Ordinary Least Square)과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의 두 유형
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구분된다.
이중 합동 최소자승법의 경우, 데이터의 구조가 패널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패널데이터 기반의 모형의 경우, 시･군･구 단위에서 측정된 2개년도
의 데이터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를 시간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할 때 나타나는 이분산성의 문제와 시계열 자료가 지니는 자기상관성의 문제점
이 나타날 수도 있다’(김준식･강인성, 2011: 53).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합동 최소자승법과 고정효과모형, 확
률효과모형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하여 F
검정, Breusch-Pagan 검정, 그리고 Hausman 검정을 실시한다.
본 연구 역시 이상의 검정 과정을 거쳐 최적의 연구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먼저 F검정은
합동 최소자승법과 고정효과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각 개체
의 오차항의 추정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합동 최소자승법을 채택한다. 검정결과, p값이 0.0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
에 따라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합동 최소자승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음으로 Breusch-Pagan 검정은 합동 최소자승법과 확률효과모형 중 보다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실시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확률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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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모형을, 기각되지 않으면 합동 최소자승법을 채택한다. Breusch-Pagan 검정을 실시
한 결과, p값이 0.01보다 작았고 이에 F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1% 유의수준에서 확률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합동 최소자승법보다 확률효과모형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할 때, 합동 최소자승법보다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것이 더 적
절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Hausman 검정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보다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시행되며,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면 고
정효과모형을 선택하고 만약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한다. 검정결
과, p값이 0.01보다 작아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욱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모형은 고정
효과모형이다.
<표 3> 패널분석결과
구분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산업구조

-51.7993 ***

-19.09706 ***

-11.43251 *

산업협력

-.0003031

-.0005881

-.0023639 **

정부규제

.654337

-.0185036

-.0416675

지방재정지출

5.145091 **

1.456075 **

1.126766 *

도시화율

-.0916445

.0439311

.1161607

인구증가율

-129.3569 **

-28.92752 ***

-28.43883 ***

재정자립도

1.263702 ***

.5095833 ***

.2775491 ***

상수항

246.2575 ***

86.88527 ***

71.53578 ***

F 검정

기각

Breusch-Pagan 검정

기각

하우스만 검정

채택
채택
기각

채택(최종)

참고: 각 값은 회귀계수이며, * p < 0.1, ** p < 0.05, ***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이상의 논의를 위해 수행된 각 모형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합동 최소자승법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산업구조는 지역경제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협력과 정부규제는 지역경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지
방재정지출의 경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도시화율은 지역경
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인구증가율은 음(-)의 영향을, 재정자
립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동 최소자승법의 경우 패널데이터
의 자료구조 특성인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갖추어 오차항에 이분산성
이나 자기상관성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의 F검정 및 Breusch-Pagan 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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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합동 최소자승법보다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확률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산업구조가 지역경제성과에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협력과 정부규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지방재정지출의 경우 지역경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도시화율이 지역경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구증가율은 음(-)의 영향을, 재정자립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앞서 확인한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절한 모
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채택한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산업구조는 지역경제성과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구조의 다양성 수
준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군･구 단
위에서는 산업구조가 다양화될수록 지역경제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
(전병유, 2009; 홍민철･전희정, 2017)의 논의와 달리,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산업다양성이 지역경제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거나 혹은 지역마다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Attaran,
1986; Ženka et al., 2015; 김갑성･송영필, 1999; 류수열 외, 2013; 최기홍 외, 2014). 이는 선행
연구가 경기도 혹은 서울특별시와 같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고, 전국 시･군･구
단위의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산업협력은 지역경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산업협력이 지역경제성과를 약화시킨다는 단편적인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산업협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5년
평균 산업협력, 즉 공동출원은 828.8개에서 2016년 평균 795.3으로 222개 시･군･구 기준, 평
균 33.5개가 감소하였다. 통계자료의 개방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인 흐름을 볼 수는 업으나,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공동출원의 평균값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 영역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성태(2000)와 조택희
(2012)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지출 특히 그중에서도 산업과 관련된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성과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및 농･수산업
진흥,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즉 교통 및 물류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예
산은 경제개발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규제는 지역경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규제가 지역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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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정부규제 변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한 산업 관련 정부규제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새
로이 마련되는 산업 관련 정부규제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규제와 기존의 정부규제가 지니는 효
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정부규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확보하고 지
역경제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규제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 시행된다. 산업
영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개인 혹은 기업, 때로는 환경을 위해 설정되기도 하며, 시장실패와 불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규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자유인 감소와 산업경쟁력 악화,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김정욱･위서연,
2017)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지역경제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중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율의 경우 지역경제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흐름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등 지역경제성과가 증가하는 도
시권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 또한 재정자립도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강윤호, 2008). 본 연
구의 분석결과는 재정자립도가 지역경제성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산업구조, 산업협력, 정부규제의 영향력을 시･군･구 단위 2
개 년도에 대한 패널자료의 구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이에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군･구 단위에서는 산업유형
을 다양화하는 것보다 동종 혹은 유사한 유형의 산업이 밀집하는 것이 지역경제성과를 증진시
키는데 유용할 수 있다. 즉, 시･군･구 단위에서 특정한 유형의 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거나 지역
3) 통계청의 ｢지역소득｣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GRDP는 370,167,867백만원이었으나 2016
년에는 387,364,432백만원으로 약 17,196,565백만원 증가하였음. 동시기 부산광역시 GRDP의 경우
82,701,497백만원에서 85,536,348백만원으로 약 1,345,198백만원 증가하였음.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2015년 GRDP가 51,822,013백만원에서 2016년 53,167,211백만원으로 약 1,345,198백만원 증가하였음.
그러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인구증가율은 –0.70, 2016
년 –0.90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2015년 –0.11, 2016년 –0.38로 감
소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도 2015년 –0.18, 2016년 –0.12수준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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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한 브랜드화를 시도하는 정책이 지역경제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산업협력은 지역경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교류나 혁신적 활동을 함께 하는 산업협력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선행연구의 논의(이재
창･강명구, 2013; 주성환･서환주, 2017; 강희종･김기국, 2013)와 맥락을 달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의 이유를 전반적인 산업협력의 감소로 이해한다. 즉, 전반적으로 산업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성과는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김성태, 2000; 조택희, 2012), 지방정부가 산업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높을
수록 지역경제성과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규제는 지역경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앞서 논의하였듯, 이러한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 관련 규제가 시행되는 목적이 다양한 만큼 폭넓은 시
각을 가지고 산업규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도 향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전국 단위의 시･군･구에서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또한 산업다양
성이 지역경제성과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영향을 해석하는데 있어 가정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의 창출과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절차가 실증분석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연구가 보다 체계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협력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의 협력이 점
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밝혔다.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달리,
현실적인 차원에서 특히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는 활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식교류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의 중요성은 산업 간 융･복합이 강조
되는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산업협력의 현
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지원정책의 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재정
지출이 지니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산업 관련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니는 이상의 정책적･이론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의 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개년 데이터
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성과를
나타내는 1인당 GRDP 변수와 관련해, 매년 말 공표하는 GRDP 자료가 2016년까지만 공개 중
이라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패
널데이터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시･군･구 단위에 집중하여 연구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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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영향력이나, 혹은 광역자
치단체 수준에서의 분석 또한 산업영역과 지역경제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축적되고 보강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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