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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ECD는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와 사례 연구를 통해, 낙후

된 농촌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산업 육성으로 지역 발전과 국

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정책의 초점 또한 농업·농촌

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저밀도 경제 지역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 농촌에서 산업이 성장·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농촌산업 육성 방안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처럼,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양한 

산업이 출현하고 지역 산업구조가 진화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농촌에 입지한 

기업들이 여전히 불리한 지역의 여건을 극복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농촌산업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부디, 본 연구의 결과와 제안이 농촌산업정책에 반영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통계자료 제공, 현장 조사에 협

조해 주신 각 지역의 전문가와 설문조사에 응해 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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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OECD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에 주목한다.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산업 기반이 열악한 농촌 

및 주변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

에 기여하는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존 1차산업 중심의 농

촌산업정책 대신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산업 육성으로 

농촌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저밀도 

경제 성장 전략으로 교역가능한 부문의 확보, 도·농 파트너십 구축, 정책 부문 

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한다. 

○ 이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산업 출현 및 성

장 과정,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산업 육성 전

략에 기초하여 농촌의 불리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

장을 위한 농촌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농촌산

업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산

업의 성장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한 지역 유형

별 산업 성장 과정의 특성을 주요 사례 지역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 농촌산

업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저밀도 경제 입지 기

업들의 생산활동 특성과 정책 수요를 정리하여, 저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요 약



iv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통계자료 공간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원고위탁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 검색 등을 통해 OECD 저밀도 경제 

개념 및 특성, Rural Policy 3.0을 비롯한 새로운 농촌 정책의 방향과 저밀도 경

제의 의의, 저밀도 경제 관련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등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의 사업체 총조사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데이터를 산업 소분류 및 읍·면·동 단위로 분석

하였다. 사업체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산업 

부문별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을 도출하였다. 

○ 저밀도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지 요인과 기능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사례 지역에 입지한 218개 기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저밀도 경제 유형을 구분하여 도시 

연계 지역(강원도 춘천·홍천, 강릉시 주변, 경상북도 북부권)과 원격지 농촌

(전라북도 동부권, 강원도 내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 

기업체 네트워크 결과에 대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네트워크의 국

지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농 파트너십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별 성장 경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례 

지역별 주요 주체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밀도 경제 논

의에 비추어 농촌산업정책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 정책 관련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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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한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OECD 저밀도 경제 성장과 유사한 현상을 확인하였다.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역 총생산의 향상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농촌지역에서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이나 농식품제조업 등 전통

적인 농촌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나 생산

자 서비스업 등 농촌지역에서 성장하기 어려웠던 산업 부문들도 특정 농촌지

역에서 집적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또한 국가 산업 공간

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

하였으며, 이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제시한 성장 동력 및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첫째, 저밀도 경제 활성화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농촌융복합

산업이나 전통적인 농촌산업에서 진화한 신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자리

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바이오, 화장품, 생물소재, 백신, 비금속 소재 제조업 

등 기존 농촌산업의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의 전환, 다각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존 농촌산업 기

반과의 단절이 아니라, 기업, 기업지원기관, 지역 혁신 시스템 등 기존 농촌산

업 기반의 경로의존적 진화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불리한 지역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형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관계는 공간적으로 지역 내에 형성되기보다는 

협력 유형에 따라 인접 시·군, 시·도 등 보다 확장된 지역 단위에서 착근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층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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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는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의 제약요인 및 정

책 수요를 확인하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향후 지역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인구 과소화·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 고용서비스와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 통근 여건 개선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의 확산과 지역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존 농촌산업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첫

째,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기존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환, 다각화를 꾀하

고 있지만 시군 연고산업 지원사업 축소 등 지역산업 정책에서 주력산업 가치

사슬에 포함되지 못한 주변부 지역산업 육성 수단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둘째,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사업들은 시·군 단위로 추진되어 다양한 공

간 연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지역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산업 육성 전략이 부재하다. 셋째, 저밀도 경제 활성화

를 위해 정책 부문 간 연계 또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지역에서 중복투자를 방

지한다는 목적하에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간 연계가 원활

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의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부문 간 연

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의 확산을 통해 농촌지역 및 농촌산업의 발전 잠재력

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기반산

업 부문 육성을 위하여 저밀도 경제 지역산업의 다각화, 고도화 지원, 원격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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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저밀도 경제 지역

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지역산업 정책의 도·농 파

트너십 전략 반영, 시·군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농촌산업권 활성화 및 지속

적인 지원, 저밀도 경제 지역 내 입지한 혁신 기관의 거점 기능 강화를 정책과

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

해 정주여건 정비사업과 연계한 인력 수급 개선, 저밀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인력 중개 서비스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한 통

합적 정책 추진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관

계에 기초한 지역 단위 농촌산업 육성 체계 정비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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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o Promote Rural Industries Based on 

Low-density Economies 

Research Background 

According to discussion of the low-density economy in OECD industrial 

growth in remote area including rural region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its 

member nations’ recovery from the financial crisis in the mid-2000s. Case 

studies about economic growth in low-density economy region show that 

rural or remote areas with weak industrial bases could contribute to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due to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nd growth 

potential. The OECD insists that rural industrial policies should be shifted 

from the current focus on primary industries to promoting various region 

based industries with competitive advantage. The organization suggests 

four strategies to overcome unfavorable industrial conditions in low-density 

areas: securing tradable activities, building urban-rural partnerships, 

linkages related policies, and establishing multi-layer governance. 

Based on OECD’s the low-density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emergence of rural industries and their growth, and cases about growth in 

low-density areas in Korea. Also, the authors suggest rural industrial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to overcome unfavorable industrial conditions and 

to pursue sustainable growth under the nation’s strategy to promote rural 

industries.

The authors summarize the essential contents of low-density econom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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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dentify implications for Korean rural industrial policy. We diagnose 

the growth trend of various industries in rural area. Under the view of 

low-density economy we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growth 

process by case studies. 

We carry out an analysis of outcomes and limitations of previous policies 

for rural industry. We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policy demand of firms 

which are located and produce in low-density area. Then, the authors draw 

out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industrial growth in low-density area.

 

Research Methodology 

The authors implement previous research review, analysis with statistical 

dat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Also, we use two reports by outside 

experts. 

First of all, we review previous literature about direction of new rural 

industrial policy, significance of low-density economy, and rural and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related to low-density economy. Previous 

researches are abou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OECD low-density 

economy, and Rural Policy 3.0. 

The raw data in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census of corporations from 

2007 to 2016 are used to estimate change rate of the number of firms and 

employees by subcategories of industry and district units(Eup, Myeon, and 

Dong). We employ spatial analysis method to find growing regions 

according to low-density economy by major industrial sectors with the same 

data set.

A survey is conducted on 218 companies located in key case area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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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spatial characteristics on location decision, functional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networks concerning low density economic growth. The 

types of low-density economies are categorized into the areas linked to 

cities (Chuncheon and Hongcheon, near Gangneung-si, and northern 

Gyeongsangbuk-do) and remote rural areas (eastern Jeollabuk-do and 

inland areas of Gangwon-do). We conduct social networking analysis to 

examine locality of the network and spatial characteristic on urban-rural 

partnerships by using network between firms in survey.

  In order to understand the growth paths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cases concerning low-density economy, in-depth interview is conducted on 

experts in each case. Furthermore, interviews of experts on regional 

industry policy a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demand on rural industrial 

policy.

Findings 

The characteristics of low-density economy in Korea are as follows. the 

low-density economy in Korea shows a similar growth path as cases in the 

OECD. Compared with the urban area, total production in low-density 

economy area have increased more. Low-density economic growth is 

occurring in various areas. Previously, there are conventional rural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d food manufacturing in rural area. 

However, agglomeration of industrial sectors requiring high technologies 

appears in rural area. This implies that Korea’s rural regions have the 

potential to be an engine for national prosperity.

There are some common characteristics in cases on low-density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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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re similar strategies which are suggested in OECD low-density 

economy. First, new industries that evolved from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or traditional rural industries are becoming the basic industries 

for the region in regions stimulating low-density economy. In particular, 

there is a switch or diversification from the conventional rural industry to 

new industries such as bio, cosmetics, biomaterials, vaccines and nonmetallic 

materials. The process of industrial switch does not imply a disconnection 

from agricultural basis. It appears to be a path-dependent evolution of the 

existing rural industrial base, such as businesses, support agencies, and 

local innovation systems. Second, companies in low density economy zones 

formed various cooperative relationships to overcome unfavorable 

conditions. It has been shown that cooperative relations are formed at more 

extensive regional units depending on the type of cooperation rather than on 

spatial formation within the region. Third, multi-layer governance required 

for nurturing industries in low-density economy area is formed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business support programs.

Despite successful examples found in the study, there are still local 

restrictions and policy demands. The most urgent issue is the supply of 

human resources. The population problems such as low density and aging 

are a factor undermining regional growth potential. There are policy 

demand to improve in living and commuting conditions as well as service 

on employment.

The research provides measures for rural and regional industrial policy to 

spread successful cases and to overcome restriction in rural area. First, 

although firms in low-density economy strives to advance or divers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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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projects to nurture regional industry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value chains of leading sector decrease. For example, RIS projects have 

reduced. Second, rural industrial policies are implemented within district 

boundaries, so there are restrictions on building various linkages beyond 

territorial boundaries. Therefore, rural industry promotion strategy based on 

functional linkages between regions does not exist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rural partnership. Third, interconnection between the policy sectors 

to revitalize for the low-density economy is an important strategy, but the 

linkage between two industrial policies is not smooth due to the aim of 

preventing redundant investment. Connection between two policies is not 

sufficient.

The authors suggest policy measures to maximize growth potential for 

rural industry by spreading growth in low-density economy. First, we 

propose tasks for advance and diversification of regional and rural 

convergence industry in low-density areas. Second, we offer three tasks to 

overcome unfavorable condition in low-density economy area: containing 

strategy for urban-rural partnership in regional industry policy by regional 

innovation and growth plan, promotion of rural industrial district based on 

functional link between city and rural area and continuous support, 

enhancement of core function of innovation agencies located in low-density 

economic area. Third, concerning various policy demands in low-density 

area, it is necessary to make integrated endeavors to cope with changing 

policy conditions, by upgrading living conditions, improving the supply of 

human resources, introducing hiring support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condition in low-density economy, and applying the agreement on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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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nvestment. The last, it is required to upgrade the system for 

region-based rural industry through cooperation among local stakeholders 

for innovation. 

Researchers:  Chung Dochai, Jeong Yuri, Kim Jeongseung, Kim Yuna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0.

E-mail address: dcch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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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산업입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산업 집적이 일정한 입지 요건을 갖춘 특정 지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OECD(2016)를 중

심으로 촉발된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선행 연구들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농촌지역에서의 산업 성장에 주목한다. OECD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과소·낙후 지역의 산업 성장과 생

산성 향상이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저밀도 경제

(low-density economy)’ 성장 사례들은 산업 기반이 열악한 주변부 지역에서도 글

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 준

다. OECD의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농촌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육성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는 농촌정책 및 농촌산업정책의 전환과 관련 있

다. OECD는 농촌 정책 3.0(Rural Policy 3.0)으로 명명한 새로운 농촌 정책 기조에

서 농업 등 1차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지역산업 정책을 지양하고, 국가 혹은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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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산업의 육성을 제안한다. 

한편, 저밀도 경제 논의는 입지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한 산업정책 및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산업 중심지 대상의 정책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지역의 전략 산업 부문과 관련하여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 자원

을 기반으로 고유한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농촌 천연 자원에 기반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 영역과,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한 식품, 관광 산업 등에서 지역 자산

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한 산업 육성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지역 내부의 완결된 

가치사슬을 갖추는 것보다는 지역 외부 특히 주변 도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에 기

반한 공간 협력 모델과, 도시 접근성 및 통합 수준을 기준으로 농촌의 유형에 따른 

정책 추진 방식의 차별화를 강조한다.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의 최근 산업 성장의 지속성과 성격에 대해 회의적

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에

서의 신생 산업집적지 출현은 자생적 산업집적이라기보다는 대도시 산업집적지

의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시와 괴리된 주변부 지역의 자생적 산업집적 가

능성이 낮고, 그에 따라 주변부 지역에 대한 지역 산업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

한다(정윤선 외 2016). 

기존의 농촌산업정책은 농촌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가공, 농

촌 관광 등을 지원해 왔다. 따라서 기존의 농촌산업정책에서는 농촌지역에 존재

하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였다. 또한, 기존의 농촌산업정책은 농촌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농촌지역의 소득 창출 및 사회정책에 더 가까운 정책이라

는 견해가 있다(김광선 외 2018). 따라서 농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반하여 기존의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우리나라 농촌의 산업 성장에 대한 특성 및 과정을 분석

하여 산업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그에 따른 농촌정책의 방

향 및 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들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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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입지 형태와 성장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

산업 성장에 대한 제약요인 및 역량이 상이한 만큼 저밀도 경제 논의와 주요 성장 

사례의 시사점들로부터 농촌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정책 등 정부의 거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농촌산업정책 

제시가 중요하다.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중 농촌 발전을 위한 농산촌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방안이 정책 방향으로 강조되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부족한 혁신역량을 상호 보충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혁신정책의 방향으

로 제시하고 있다. 혁신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의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클러

스터를 조성하여 경제권역 및 생활권역 중심의 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

고 있다.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혁신정책 어젠다를 설정하

고, 지역의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지역 중심의 혁신 창출 성장 전략이 강

조된다.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와 전략 등을 

참고하여 농촌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로부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으로서의 농촌 발전 잠재력을 확인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와 농촌산업 육성 전략에 기

초하여 농촌의 불리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농촌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농촌산업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산업의 성장 추세를 분석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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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OECD 저밀도 경제에서 강조하는 농촌 유형별 산업 성장 과정의 특성을 주요 

사례 지역을 통해 확인한다. 넷째, 저밀도 경제와 관련하여 농촌 입지 기업들의 입

지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저밀도 경제 지역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촌산업정책 및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

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로 농촌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와 낙후·

주변부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및 혁신체계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기존 농촌산업 육성 정책 연구는 농촌산업을 1차산업이나 1차산업

과 직접 연관을 맺는 일부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특화품목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 개별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연구들

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농촌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주변부 지역의 산업 육성 

전략에 관한 연구, 특히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체계 구축과 관련

된 주제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1. 농촌산업 성장 및 육성 정책 연구 

 농촌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이 고

기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 개발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농

촌산업 육성 정책의 의의와 과제를 제시한다(Goodman 2004; Vaz and Nijkamp  

2009; 최상호 외 2007). 또한 농촌이 가지는 산업 입지상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데

에 초점을 두고 농촌산업 성장 및 농촌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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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이경진 2011; 김용렬 외 2012; 김광선 2014). 이경진

(2011)은 농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집적지의 성장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지역 자원 기반 산업 주체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과 지역 내·외 간 네트워크의 

확산이 지역 산업 육성의 중요한 방향임을 제시하면서, 선도기업의 육성과 농촌

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지역 내외 지식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용렬 외(2012)는 농촌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농촌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광역단위와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원화한 클러스터 육성 방

안을 제시하였다. 김광선(2014)은 농촌지역 혁신체계 구축 관점에서 농촌산업 육

성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농촌의 부족한 혁신자원과 지역혁신체계의 투입부문 구

성요소들을 구축·조정하기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농촌산업 범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농림

수산자원의 활용에 국한되는 협의의 농촌산업 개념에서 확대하여, 농촌 내 입지

하는 다양한 산업으로 농촌산업정책 대상을 확대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동필 외(2008)는 농어촌산업의 범위를 농림수산물 생산 및 전후방 연계산업 외에

도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

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농어촌산업을 정의하고, 농어촌 자원의 산업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유치 및 생산 환경 조성, 클러스터 개념에 입각한 지역 산

업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박지연 외(2017)는 농업과 연

계한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지역 단위의 바이오소재 가

치사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2.2. 주변부 지역 산업 성장 연구 

초기 지역혁신체계 및 지역산업 네트워크 연구들은 주로 대도시나 중심지역, 

첨단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주변부 지역에서의 산업 집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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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그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들로 확대되어 왔다(Murdoch  

2000; 박삼옥 2005). 박삼옥(2005)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공간의 구조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핵심지역의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주변부 지역의 지역자원 기

반 산업에서도 산업집적에 따른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산업 공간 진화의 관점에서 지역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

는 연구들이 나타났으며, 농촌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농업 및 관련 부문의 

경로의존적 진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Giuliani 2007; Martin  2010; 

이정협 2011; 김용렬 외 2017). Giuliani(2007)는 다수의 와인 산업집적지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별 와이너리의 네트워크가 기존 산업구조 및 지역 환경에 

의해 차별적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산업 성장이 

결정됨을 보여 준다. Foray(2015)는 핀란드 낙후지역 전통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나노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인 펄프 및 종이산업 고도화 과정의 전통 부문과 새로

운 부문 혁신 주체 간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였다. 김용렬 외(2017)는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집적지의 성장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지역 

내 네트워크의 진화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의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

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스마트 전문화 전략 등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이론, 개념, 정책 틀을 주변부 지역에 적용하는 연구들은 입지상 제

약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Rosa Pires 2016; 김선

배 2017). Rosa Pires(2016)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기업가적 발견’과 ‘전문화 과

정’이 농촌지역에서의 혁신 촉진과 지역 발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지역

의 농업 가치사슬의 확장이 가능한 시장 수요 발굴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

였다. 김선배(2017)는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수요자 주도형, 분산형, 지역화 생산 

구조 출현에 대응하여, ‘시장중심형 클러스터 육성’ 및 특화와 다각화를 고려한 

‘전략적 타깃산업 선정’ 등의 ‘스마트 지역 혁신 전략’을 지역산업 지원 사업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업가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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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따른 기존 특화부문의 다각화와 연관 다양성(related variety)을 통한 지역 

경제의 구조변화(고도화, 전환, 산업기반 전환)가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1)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기초로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역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

가적 발견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을 통해 지역의 경쟁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산업 간 연계·협력과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임계규모를 확보하며, 글

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선배 외 

2016; Foray 2015).  이때,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은 기업가들이 필요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기업가들에게 시장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기반 역량을 

발견·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김상욱 2012). 김선배 외(2016)의 경

우 스마트 전문화의 국내 산업정책 시사점과 관련하여 균형발전 관점에서 2~3개

의 시·군을 통합한 지역산업발전권을 설정하는 효율적인 지역산업 육성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정협(2011)은 해양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바이오 기술의 응용, 와인 생산이나 

어업, 치즈, 올리브 오일의 품질 관리를 위한 나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 대칭적 

자산을 갖춘 주체들과 틈새시장이 만나 공동 전문화 자산을 창출하는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2.3. 지역 혁신 정책 연구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거리(distance)의 제약이 줄어들었지만, 혁신 활동은 

지식이 교환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에 착근된 문화, 네트워크 등의 비경제적 환경이 혁

신활동의 집적에 영향을 미친다(정미애 외 2017). 혁신 주체와 생산 주체, 거래 관

계에 놓인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호작용은 혁신을 촉발시키고, 이 과정에서 지역

1) 여기서 기업가란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및 개인 발명가, 연구소 및 연구기관, 고등교육기

관(대학교 및 대학연구소)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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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한 혁신환경과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친다(정미애 외 2017; Maskell and 

Malmberg 1999). 

김선배 외(2016)는 지역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 수

단을 발굴하여 지역 고유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소 그 자체를 기반

(place-based)으로 한 지역 혁신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소 기반 혁신의 

핵심 과제는 혁신의 각 구성요소들이 생태계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촉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김영수 외(2015)는 지식 생태계와 비즈

니스 생태계를 잘 연계하여 지역 소득 강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지

속적인 성장과 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혁신의 질적 상호작용을 위

해서는 지역의 혁신 제도와 문화,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략

과 리더십, 인적 자원의 운영 노하우, 고등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력, 파트너, 기술,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인프라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다양한 혁신 과정이 나타나는 도

시와 달리, 농촌은 보다 광범위한 혁신이 가능하다(김광선 2014). 특허를 동반한 

기술개발에 의한 혁신, 마케팅을 활용한 상품 혁신, 새로운 장비의 구매를 통한 공

정의 혁신, 외부 주체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화 혁신 등이 그 예이다. 

2.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를 참고하여 농촌에서 성장하는 다양한 

산업부문을 농촌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산업 관련 선

행연구들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협의의 농촌산업 개념을 확대하여,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 산업의 출현 및 성장 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농림어업 및 농촌융복합산업뿐만 아니라 저밀도 경제 논의를 참고하여 

농촌에서 성장하는 다양한 산업부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농식품 가공, 농촌 관광, 바이오 소재 등 특정 부문에 한정하여 지역산업 성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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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수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구조 진화 관점에서 농촌의 지역 

특화산업인 농림어업 및 농촌융복합산업이 소재,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

산업으로 다각화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산업 구조 진

화를 주도하는 요인과 지역 내 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 전환 등을 살펴본다. 

농촌산업 육성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들은 행정구역 특히, 시·군 중심의 국지성

을 강조하고, 지자체 단위의 완결된 혁신 체계 및 생산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그

러나 저밀도 경제성장 사례들에서는 다층적 공간 연계가 강조되는데, 이는 생산

단계나 혁신 과정에서 집적 효과의 공간적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저밀도 경제’의 불리한 지역 여건으로 인해 모든 연계가 지역 내에서 

착근되기 어려운 만큼 도·농 연계가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진다. 기업의 생산 활

동 및 지역의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과 주체의 입지 범위가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치사슬이나 지역 산업 기획 각 단계에서 실제 주체들의 네트워크 공간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농촌지역의 효과적인 혁신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농촌산업 주체들의 입지요인과 생

산·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공간적 범위 및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

고,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단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든 지역 농촌산업의 다각화, 전환에 관한 연구와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경쟁 기업 및 지역의 출현으로 인해 

성숙단계에 접어든 농촌산업 부문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산업 육성 정책은 

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밀도 경제의 스마트 전문

화와 관련하여 지역 농촌산업의 쇠퇴가 나타나는 지역 대상의 네트워크의 고착

(lock-in) 극복 및 사업의 다각화, 전환 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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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기존의 농림어업 외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입지 

요인을 활용한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바, 연구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 

또한 농촌에 입지하는 다양한 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에서 농

촌산업은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외부 

지역과의 가치사슬 형성과 관련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농촌산업의 범위와 

주요 연구대상 산업 영역으로 포함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농촌지역으로 하되, OECD 저밀도 경제 논의

의 지역구분을 참조하여 시·군 단위로 지역을 분류하였다. OECD는 인구밀도, 지

역 내 중심도시의 인구 비중, 도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OECD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 시·군을 구분하였다. 

3.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분석, 통계자료를 통한 공간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원고위탁, 연구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 검색 등을 통

해 OECD 저밀도 경제 개념 및 특성, Rural Policy 3.0을 비롯한 새로운 농촌 정책

의 방향과 저밀도 경제의 의의, 저밀도 경제 관련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통

계청의 사업체 총조사 원시데이터를 수집·활용하였다. 사업체 총조사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데이터를 산업 분류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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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 읍·면·동 단위로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업체 총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산업 부문별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을 도출

하였다. 

저밀도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의 입지 요인과 협력 네트워크의 공간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는 저밀도 경제 유형을 구분하여 도시 연계 지역(강원도 춘천·홍천, 강릉시 주

변, 경상북도 북부권)과 원격지 농촌(전라북도 동부권, 강원도 내륙)으로 구분하

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 기업체 네트워크 결과에 대하여 사회연결망 분

석을 실시하여 네트워크의 국지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농 파트너십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별 성장 경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례 

지역별 주요 주체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밀도 경제 논의

에 비추어 농촌산업정책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 정책 관련 전문가

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3. 연구추진 체계

연구추진 체계는 <그림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 저밀도 경제의 특

성과 그에 따른 농촌산업정책 방향을 정리하였다.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산업 집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 부문, 도농 간 연계의 측면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례 지역

을 선정하여 기업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입지 

요인, 기업 네트워크의 특성, 지역의 제약 요인 및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여, 각 유

형별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의 동력과 도·농 연계의 특성,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수요들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저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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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사례 및 OECD 농촌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농촌산업

정책 및 지역 산업 정책의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저밀

도 경제 성장 동력의 논의와 연계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의 방향 및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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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경제 특성과 

농촌산업정책 시사점

1. 저밀도 경제 특성 및 성장 사례

1.1. 저밀도 경제 출현 배경 및 주요 내용 

1.1.1. 배경 

OECD의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농촌지역의 분화와 그에 

따른 농촌 정책의 전환과 관련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은 대부분 지역이 농림어업 

중심의 지역 기반 산업을 유지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과소한 지역으로 인지되

어 왔다. 하지만  최근 농촌 내에서도 지리적 요인에 의해 지역 분화가 나타나고 있

으며,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

는 농촌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저밀도 경제 논의는 농촌 내에서 산업이 성장하는 

지역 사례에 대한 통찰을 통해 농촌 분화의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성장 사례들

로부터 향후 농촌 정책이 취해야 하는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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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있다(OECD 2019).  

일반적으로 농촌은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1차산업 외의 산업 집적과 성장

에 제약이 따르는 지역이다. <표 2-1>과 같이 도시지역이나 발달한 산업 집적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접근성, 높은 대외 의존도, 열악한 노동시장 및 

인적 자본, 성숙단계 산업 혹은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구조, 낮은 수

준의 지역 혁신 역량 등이 농촌의 특징이다(OECD 2016).  

표 2-1  농촌(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입지 요인 특징 

도시 : 고밀도 경제(The high-density economy) 농촌 : 저밀도 경제(The low-density economy)

- 서비스 부문 주도, 특히 생산자 서비스

- 제조업 분야는 최첨단, 혁신 집약적

- 다양한 경제 활동 및 시장 중복

- 네트워크 경제·ICT 기반(인터넷, 컴퓨터, 통신)

- 고도로 숙련된 핵심 인력(숙련과 미숙련 노동력 격차 

증가)

- 혁신과 생산성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 기업인과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 광역도시권에 의한 성장

- 대다수 제품/서비스 시장은 세계화로 경쟁 치열

- 내부 요인에 의한 성장(내생적)

-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 1차산업 고용 확대

- 제품주기 측면에서 제조업은 ‘성숙’ 단계 

- 경제활동의 다양화 및 장기 공급망은 제한적

- 운송 및 통신연결 취약, 인터넷 연결과 컴퓨터 사용이 

종종 끊김

- 기술력 취약, 청년 이주, 노동 인력 고령화

- 1차산업 이외에 낮은 생산성, 제한적인 기업 활동

- 낮은 수준의 특허 및 공식 R&D

- 경쟁력 약화로 시장 체질 허약

- 저성장 가능성 많은 중소기업이 고용 좌우

- 외부요인에 의한 성장(외생적)

자료: OECD(2016: 45).

이러한 지역적 한계는 세계 경제공간의 재편과정에서 선진국 농촌지역이 소외

되는 원인이 되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제조업 생산 기반이 신흥 개발도상국으

로 이동하면서, 선진국 내 제조업의 비중은 축소되었고, 서비스업이나 지식기반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졌다(박삼옥 2015). 서비스업이나 지식기반 

산업은 전문 인력과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대도시 입지를 지향한다.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공간분업에 따른 생산의 탈지

역화 과정을 겪으면서 선진국 농촌지역이 받는 압력은 더욱 증가해 왔다(OECD 

2019). 

그런데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일부 농촌지역에서 생산

성과 고용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들 농촌지역이 각국의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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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ECD 2016). 농촌지역의 1인당 총생산(GRDP)과 고용 증가 등에 있어 성장하

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림 2-1>. 

그림 2-1  농촌의 1인당 국내총생산(GRDP) 증가와 고용 증가 관계 변화  

자료: OECD(2016: 166).

농촌을 비롯한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성장이 OECD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높은 지역 중 40%가 저

밀도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9). 이러한 성장 사례들로부터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저밀도 경제 성장 지

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농촌 정책의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1.1.2. 저밀도 경제와 농촌정책의 전환 

저밀도 경제 논의는 농촌정책의 전환과 관련 있다. OECD는 농촌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농촌 정책 틀을 제시해 왔다. 2006년 채택한 새농촌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은 농촌의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농촌 정책의 새로운 추진 전략 및 주요 

수단들을 제시하였다. 2017년 발표한 농촌정책 3.0(Rural Policy 3.0)은 새농촌패

러다임의 내용을 조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 목표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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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통합적 접근법을 취한다. 농촌정책 3.0은 저밀도 경제를 비롯하여 농촌발전

의 변화를 반영한다. 경제적 목표와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어젠다를 농촌 정책의 

목표로 포함하며,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지역 구분을 지양하고, 도시와의 연계

를 통한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접근을 새로운 정책 방향

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농촌정책의 추진 방식과 초점이 단기

적이고 특정 산업 영역에 한정된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저밀도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표 2-2  OECD 농촌 정책의 변화

Old Paradigm New Rural Paradigm Rural Policy 3.0

목표 도·농 격차 완화 경쟁력 제고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웰빙

정책 대상
단일한 지배적 부문

(농업)

농촌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을 포함(통합적 접근)

경쟁 우위에 초점을 둔 

저밀도 경제

정책 수단 보조금 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서비스 접근 개선을 포함한 

통합적 투자

핵심 주체 및 

거버넌스
중앙정부, 농업 주체

다층적 거버넌스

(관, 민, 중간지원조직)

도·농, 농·농 간 연계 등 다양한 

수직·수평 통합 거버넌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접근 방식 하향식 상향식
다수의 정책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 지향

자료: OECD(2019: 16).

저밀도 경제의 산업구조와 지역 성장기회는 도시를 비롯한 기존 산업 성장 중

심지와 구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정책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농

촌정책 방향으로 기존 농촌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단기적 관점의 대응에서 탈피

하여, 저밀도 경제의 성장 동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요인을 촉진하는 혁

신, 인적자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또한 향후 농촌 정책의 지향점으로 

지식창출과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다. 혁신 생태

계 구축 전략으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 기존 농림어업 등 

농촌산업과 연계된 혁신 네트워크의 확산, 창업체와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

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한다(OECD 2019). 이와 같이 저밀도 경제 논의는 농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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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전환과 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1.3. 저밀도 경제 내용 및 성장 동력 

OECD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로부터 저밀도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시하였

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교역 가능

한 부문(tradable activities)’의 확보이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이 보유한 이동 불

가능한 지역의 자원과 자산의 활용이 중요하다. 기존 1차산업 입지의 근간이 되는 

천연·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기존 산업의 자산 등을 활용하여 외부 시장

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고유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교역 가능한 부문의 확보는 1차산업이나 식품제조

업, 관광업과 같은 전통적인 농촌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 산업 구조의 

바탕에서 경로 의존적으로 출현·성장하는 다양한 신산업도 해당된다. 이 때 기존 

도시지역의 전략 산업 선정·육성과 구분되는 점은 제한된 지역의 자원 및 산업 역

량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틈새시장(niche)의 발견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1차산업을 비롯한 기존 산업 주체들의 역량과 네트

워크를 고도화하는 것을 농촌산업 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언급한다

(OECD 2017).  

교역 가능한 부문의 성장을 위해 불리한 지역의 입지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 저

밀도 경제의 중요한 성장 요인 중 하나이다. 이 때 ‘차용된 집적 효과(borrowed 

agglomeration effect)’로 명명된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가 강조된다. 도시와의 연

계성 강화는 생산성 향상과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비용상의 이

익뿐만 아니라 혁신 확산, 인력 및 지식의 이동 확산을 포함한다. 또한 도시지역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폭이 증가할 때,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회

는 확대될 수 있다(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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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다양한 상호연계를 포함한 농촌과 도시의 기능적 연계

자료: OECD(2013: 23) 재구성.

이러한 기능적 연계는 도시와의 물리적 근접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도시 주변 근교 농촌지역이 원격 

농촌지역에 비해 도·농 간 연계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한 것으로 언급된다

(OECD 2019). 하지만 성장하는 농촌지역을 보면, 다양한 유형의 지역이 혼재되

어 나타난다. 도시와 인접한 농촌뿐만 아니라, 원격 농촌에서도 지역 산업이 성장

하고 경쟁력이 향상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에 개별 농촌지역의 지리적 여건

에 맞는 외부 지역과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생산성 향상

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1.2.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1.2.1. 교역 가능 부문의 육성 - 북유럽 국가들의 바이오경제 전환 

OECD 내 대표적인 저밀도 지역으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약 23%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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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은 전통적인 목재, 펄프 등의 제조업이나 농업, 임업 등 전통적 바이오산

업(Old  Bioeconomy)의 비중이 높다. 북유럽 국가들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16). 특히 농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

로 새로운 바이오산업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례로 2014년 핀란드는 “핀란드 바이오경제 전략(Finnish Bioeconomy Strategy)”

을 수립했다. 동 전략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과 비

즈니스 기회를 개선해 새로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2)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그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꾀한다. 핀란드는 바이오산업 생산량을 2025년까지 1,000억 유로

(2014년 EUR 600억 달러)로 늘리고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정량적 목표

로 설정하였다. 기존 바이오산업의 사업 전환이나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

스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일

럿·시범 프로젝트 지원, 다양한 산업 부문과 가치사슬을  결합하는 교차 플랫폼 개

발(혁신 허브 및 클러스터),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내수 

시장 개발, 부문 간 연계, 리스크 파이낸싱(risk financing) 등의 노력을 병행한다. 

R&D역량 강화, 기술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도 이뤄졌다. 각 

부처의 협력으로 Tekes(the Finnish Funding Agency for Innovation), SITRA(the 

Finnish Innovation Fund) 등의 기금을 산업 육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16). 또한 바이오경제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부처 

산하 기관, 산업 협회, RDI, NGO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핀란드 일자리의 5%는 농림업, 목재·펄프 제조업 등 구 바이오산업(Old 

Bioeconomy)에서 발생하지만, 지역 일자리 60%가 새로운 바이오산업에서 창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ordisk Ministerråd 2017). 특히 펄프, 종이, 합판을 만드는 

구 바이오산업에서 목재를 원료로 첨가제, 의약품 등을 만드는 새로운 바이오산

2) Bioeconomy(Bsrbioeconomy.net: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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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 기업인  UPM

은 1880년대 펄프와 종이를 만드는 회사였으나, 목재를 원료로 한 나노 셀룰로오

스 하이드로겔 등의 의약품, 생물연료(biorefinery)를 만드는 회사로 사업을 전환

하여 기업이 입지한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3) 

핀란드 오울루(Oulu)는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약 60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

구 12만 6천 명의 작은 도시다. 이곳은 20세기 초에는 목재 가공 산업이 발전해 있

던 곳이지만 20세기 후반 전통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핀란드는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학(오울루 대학)을 설립하고, 

기술연구센터(VTT), 오울루 폴리테크닉 등을 설립하여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했다.4) 대학에서 양성된 고급 인력들이 도심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

해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지역 내에 기업들을 유

치하여 산학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정보기술(IT), 바이오(BT), 보건의료 등의 산

업을 육성하고 있다.

핀란드 외 북유럽 국가들 또한 저밀도 지역의 전통적인 바이오산업을 다각화 

하거나 전환하여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쇠락해 

가던  제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Borregaard 회사

는 1889년에 설립된 이래로 전통적으로 펄프와 종이를 만드는 회사였으나, 소비

량의 감소와 경제성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졌다.5) 그러나 목재를 원료로 하

는 화학물질(특수 셀룰로오스, 리그닌 제품, 바이오 에탄올, 에틸 바닐린, 디 페놀)

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으로의 구조 변화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관 산업군 기업들이 지역 내에 집적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Nordisk 

Ministerråd 2017).  

북유럽 국가들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민간-공공-제3섹터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국지적 범위

3) Upm 홈페이지(https://www.upm.com: 2019. 10. 1.).

4) 국토연구원(https://ubin.krihs.re.kr/ubin/wurban/city_info_intro.php?no=160/: 2019. 10. 1.).

5) Borregaard 홈페이지(https://www.borregaard.com: 2019.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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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술과 지식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

러 단체, 자본, 기타 요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용적

이고 스마트한 접근,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1.2.2. 공식적인 도·농 파트너십 형성 - 프랑스 Rennes6) 

 Rennes Métropole(RM)은 공식적인 지역 간 협력으로 도시와 농촌의 공동 비

전 개발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한 사례이다. 렌(Rennes)과 주변 지자체 43개로 구

성된 복합 공동체(Communauté d’agglomération)7)인 RM은 자체적인 세제 권한

을 가진 공식기구이다. 

Rennes 지역과 인접한 지역들은 인구 700~16,000명의 소규모 농촌지역에 해당

하지만, 대도시인 Rennes과의 근접성을 감안해 RM은 근교 지역으로 분류된다. 

표 2-3  Rennes Métropole 현황

명칭 수도 설립일
소속 

꼬뮌 수

인구규모 

(2014)

면적

(km2)

인구밀도

(명/km2)
의장

Rennes 

Métropole
렌 2015. 1. 1. 43 444,723 704.94  630 Emmanuel Couet 

자료: Legifrance(https://www.legifrance.gouv.fr/).

RM 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지만, 연구, 대학,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가 

발달해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ICT, 건설업 분야도 발달하였다. 이러한 지

역 특화 산업과, 경제 성장 역량으로 RM 지역은 인구 성장률이 높은 편이다. 이 지

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젊은 노동자이거나 학생이다.

RM에 포함된 Rennes 근교 지역은 농업이 발달했지만 도시화로 인한 인구 감

6) OECD(2016)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7) 중앙 정부는 프랑스의 36,000개의 지방 자치제가 너무 작아서 각종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

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행정적 분열을 막기 위해 1999년 복합 공동체(Communauté d' ag-

glomération) 제도를 도입,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위임한 기능을 공식적으로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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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고령화, 농토 감소가 지속되었다. Rennes Métropole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상

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계획을 세워 지역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food 

project’로 로컬푸드 소비와 직배송 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8) 특히 Rennes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식품 공급망을 강화시켜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유도했다.  

프랑스 및 OECD 평균과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발전 성과를 내는 RM지역은 도

시와 농촌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계획과 예산집행으로 경제적 역량을 

높였다. 이 파트너십은 Rennes Métropole의 공동체적 구조인 ‘Communauté d’ 

agglomérations’ 중 하나로 1999년에 법률로 도입되었다.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줄

이고 도시 기능의 협력과 서비스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식적이고 자발

적으로 지자체 협력 조직을 만들었다. 관리지향적인 지자체 간 구조인 RM은 서로 

간의 협력을 위한 공공시설(EPCI)을 구성하며, 지자체에 가입하면 단일 사업세를 

받고 특정 권한을 위임 받게 되며 국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파트너십의 목

표는 더 많은 능력과 통합된 행동, 서비스 제공으로 더 높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

는 것이다. 

RM은 저렴한 주택, 운송 기반 시설과 경제 개발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지방 자

치 단체의 기부금을 모으고 재분배한다. 또한 고용지역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인력 훈련을 제공하고, 노동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맞추고, 경제 행위자들 간의 

대화와 기업 설립을 장려했다. 공공 서비스(우편, 보건 교육, 주택, 농경지 보존 등)

의 축소 위기에서 농촌지역에 중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였다. 공동 공간 계

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운송정책도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체계 및 

지하철 건설과 확장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RM에 위임했다. 복합 운송은 환승 

주차장, 단골 승객 할인 패키지 및 지역 차원의 공동 가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단

일 패스(Kamigo)를 이용해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8) Cities territories governance(http://www.citego.org/bdf_fiche-document-1330_en. 

html/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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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의 제도적 협력은 지속가능한 협력의 기반인 신뢰와 상호 이해를 창출했으

며, 영토적 정체성과 협력에 참여하는 지역 간의 정치적 일관성을 형성했다. 이러

한 협력은 제도적인 대화와 재정 조정을 용이하게 하게 했다. 거버넌스 계획은 수

평적인(활동과 부문) 요소와 수직적(영역의 척도)인 것 모두가 잘 조직되고 통합

되어 효과를 나타냈다. 대화와 협력의 긴 역사를 통해 참여지역은 제도적 연속성

의 혜택을 받으며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농촌과 도

시지역의 규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  Rennes의 관리 및 기능적 경계 범위

자료: OECD(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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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ICT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 아일랜드 

Skibbereen ‘Ludgate Hub’  

아일랜드 Cork county에 속한 Skibbereen 지역은 더블린에서 약 340km 정도

(약 4시간 소요) 떨어져 있으며,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Cork에서도 1시

간이 소요되는 주변부 지역이다. 2018년 기준 총인구 2,338명의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지역이다. 

아일랜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이민, 인구 공동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

트 중 Skibbereen 지역은 ICT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에서 ICT를 

이용하여 공동체를 조직하고 사회화를 촉진해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LUDGATE HUB)이 기획

되었다.9) ICT 클러스터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Skibbereen 지역을 중심으로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했다. 1만~2만 명의 주민이 있

는 중심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고, 인근 작은 마을로 

점차 확대시켰다.

‘1 GIGABIT SOCIETY’를 목표로 진행하는 LUDGATE HUB10) 계획은 기업

들의 집적화와 지원 투자, 주민 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은 75명 이상의 사업가와 다른 사업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Skibbereen 지역 중심부에 방치되어 있던 빈 건물을 지역기업, 가족기업 운영자들

의 기부를 통해 구입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무실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50

만 유로의 기금을 기부 받아 신규 창업자들이 사무실에 입주하도록 유도했다. 40

개가 넘는 국내외 기업이 입주하였고, 연간 4백만 유로가 넘는 경제 효과가 나타

났다.11)

9) LUDGATE HUB 홈페이지(https://www.ludgate.ie/the-1-gig-society: 2019. 10. 21.).

10) Skibbereen 지역의 인물 중 1907년 세계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를 설계한 Percy Ludgate의 이름

을 따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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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Cork county와 Skibbereen 

자료: Irish Examiner(https://www.irishexaminer.com).

2017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들

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코딩클럽 운영, 코딩주간 운영, 

학교 공백 기간 동안 디지털 주제로 학습 기회 등을 제공했으며, 노인대상의 디지

털 교육도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션하며 기업가 정신 

육성 교육 등을 실시했다. Skibbereen 지역 소매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설립해 유통 판로도 확장시켰다. LUDGATE HUB는 75개 이상의 마을과 인근 중

소도시를 대상으로도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대부분 아일랜드이지만 여러 유럽 국

가도 대상이 되었다.  

2003년 2월 대학동기 두 명이 Skibbereen 지역에서 창업한 Spearline lab은 부도 

위기였으나, 지역의 통신망 기반 형성으로 미국, 영국, 싱가폴, 인도 등 42개국에 

팀과 서버를 도입하고 주요 다국적 기업 고객을 확보하여 통신 품질 및 연결을 모

니터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12) 

광대역통신망의 설치는 지역에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지역 내 기업 증가로 일

자리 창출과 투자가 이뤄졌다. 마을 내 85개의 직접 일자리와 170여 개의 간접적 

11) Skibbereen 홈페이지(https://www.skibbereen.ie/: 2019. 10. 20.~23.).

12) Spearline 홈페이지(https://www.spearline.com: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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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역 내 상업적 공간과 주거 공간이 확대되었다

(OECD 2019). 연간 1,500만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기업가 정신에 입

각하여 정부·EU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역의 경제적 지속가

능성도 확보되었다. 한 지역 내 인재 유출이 줄어들자 학교에서는 기술 개발이 가

능해졌으며, 학생들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사회로 나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 사례는 원격 농촌지역에서 고속 광대역통신을 촉진하면 사람들이 더 큰 도

시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미래에

도 그러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Skibbereen 지역의 LUDGATE 

HUB는 근본적으로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형

을 변화시켰다.

1.3. 저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

저밀도 경제 지역 성장 사례로부터 도시와는 차별화된 요인이 관찰되었으며, 

OECD는 농촌지역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저밀도 경제의 특성

과 산업 육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교역가능한 부문의 확보’, ‘차용된 집적효과’

를 위해 스마트전문화, 도·농 파트너십 구축이 강조되며, 이를 지원하는 다층적 거

버넌스와 정책 부문 간 통합적 접근 또한 정책 추진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1.3.1. 스마트 전문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EU의 지역산업정책 및 혁신정책의 방향으로 채택되었던 스마트 전문화 전략

이 저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강조된다(OECD 2016). 스마트 전문

화는 본래 EU 혁신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핵심 부문의 발견과 전문화

를 지향하는 접근 방식이다(이정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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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강조되었던 ‘기업가적 발견’과 ‘전문화’는 저밀도 경

제의 성장 동력인 ‘교역 가능한 부문’의 확보와 관련 있다. 지역의 자산이나 자원 

그리고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는 즉, 시장 경

쟁력을 갖춘 부문을 발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의 역할이다. 전문화는 단일 부문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

라,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관련 부문 내에서의 다각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는 

농촌 경제의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OECD 2019). 지역의 자원

과 경쟁우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 산업 육성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

략적 거버넌스 구축 또한 중요하다. 

그림 2-5  스마트 전문화 주요 과정과 결과

자료: Foray(2011); 이정협(2011: 4).

특히 지역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

다. 사업의 전환, 현대화, 다각화, 기반구축 등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경쟁우위를 

상실한 기존 지역 전략 산업 부문의 구조 고도화가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진다

(이정협 2011). 앞서 살펴보았던 북유럽 국가들의 바이오경제 전환이 스마트 전문

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전환의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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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도·농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제약요인의 극복  

OECD는 저밀도 경제의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지역과의 효과적인 기능적 연계를 제시하였다(OECD 2017). 도시와 농촌은 

성장 잠재력과 보완적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은 지역 내 완결된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어

려운 만큼 지역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 부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기능적 지역의 개

념에 기반한 문제 진단, 도시-농촌의 공동 정책 어젠다 발굴, 도시·농촌 파트너십 

형성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도·농 파트너십은 실제 산업 가치사슬상 기

업 간 연계, 생활환경과 서비스 접근성 연계, 재정투자 등 부문정책 간 연계로 나타

난다. 도·농 파트너십을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도로,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물리

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표 2-4  저밀도 경제 도·농 파트너십 유형

공식적 파트너십 비공식적 파트너십

위임 

기능 

있음

․ 자원에 대한 높은 접근성

․ 영향력 큼

․ 유연성이 낮음.

․ 지방자치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소요

․ 지리적 경계가 경직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기도 함.

․ 자원에 대한 높은 접근성

․ 농촌과 도시 문제에 대한 이해 필요

․ 기존 파트너십을 관리하거나 지역 간 파트너십을 

유도할 때 기능적 공간에서 지방 당국 간의 파트너

십 지원

․ 거버넌스 차원의 파트너십 육성도 가능 

위임 

기능 

없음

․ 자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

․ 유연성이 높음.

․ 참여자가 많고 다양하지만 상호 간 부조화 가능성

이 있음.

․ 상호간에 상이한 관계를 관리하고 계획할 책임을 

가진 파트너십

․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직접 관리할 수 있음.

․ 공간계획과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한 역량 보유

․ 협력의 경험에 따라 파트너십 차이가 큼.

․ 약한 협력 

․ 유연성 높음.

․ 임시적이며, 상향식 협력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위

한 메커니즘으로 작용

․ 활동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른 행정 경계를 

가질 수 있음. 

․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낮음.

․ 제도 약화로 도농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접근

․ 구속력 없음. 도농 파트너십이 보장하는 범위가 

좁음.

자료: OECD(201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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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다양한 정책 부문 간 연계

도시지역은 고용, 임금, 사회적 기회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은 도시에 비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한편으로 도시의 높은 주거·

혼잡 비용과 농촌의 저렴한 생활비용 및 생태·경관 자원들은 농촌지역의 새로운 

정주 수요를 만들어 내는 기회요인이다. 교통·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생

산 가능성과 사람들의 거주 자유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킴으로써 농촌지역

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정주환

경을 조성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저밀도 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

한 요소이며, 향후 농촌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강조된다.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잠재 노동력 감소라는 도전과제를 야기한다. 또한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로의 자본 유출이 늘어나며, 지역 차원의 금융 압박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OECD 2019). 

미래 농촌 정책에서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은 저밀도 경제 지역의 성장과도 관련 있다. 하지만 정책 노력이 각

각의 행정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농촌과 도시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승수효

과 창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정책 부문 간 상호 협력과 통합을 통해 다양한 지

역 정책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2. 저밀도 경제 기반 농촌산업정책

2.1. 저밀도 경제 특성과 농촌산업정책의 시사점  

농촌에 다양한 산업·경제활동을 육성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산업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농업 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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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및 판매마케팅 서비스 인력 연구개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향토상품수출 및 

마케팅지원

농공단지입주기업

마케팅지원

로컬푸드 소비기간 

확충지원

체험휴양비즈니스

기반지원

농촌관광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R&D지원

지적재산권 획득지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마케팅지원

판매시설 및 

관광시설 지원
　

신제품 및 

브랜드개발지원

제품개발 및 

지재권획득지원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체험관 및 판매장 지원

참여농가교육지원

사업단전담인력

비용지원

유통전문조직지원

기술개발지원

브랜드개발지원

6차산업화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

시장 진출지원, 수출초

보기업 해외시장 진출, 

수출유망기업 해외시

장 확대, 해외박람회 참

가 바이어 상담 지원 

등의 사업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친환경 쌀 소비자 

산지체험 지원, 도농교

류 활성화 지원, 

Green-농식품 투어 

지원

농식품 기술이전 지원,

농식품산업체 R&D 

기획지원, 농식품산업

체 R&D 사업화지원,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

발사업, 산학연협력 기

술개발사업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역의 특화산업 고도화, 순환경제 체계 구축, 앵커기업 유치 및 사회적 농업 육성

자료: 김광선 외(2018)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지하는 위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농촌이 보유한 고유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육성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육성 정책과 함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현재에도 추진 중에 있다. 이상의 

정책·사업들은 지역의 특화 품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농촌

지역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저밀도 경제 논의와 맞닿아 있다. 특

히 농촌지역 외 주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등 도·농 연계에 기초한 정책 수단

을 활용하고 있다. 

표 2-5  우리나라 농촌산업육성 정책·사업의 도·농 파트너십 부문 현황 

 

저밀도 경제 논의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농촌산업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다루

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기존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농촌 지자체의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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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농림어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산업 부문을 지

원 대상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저밀도 경제의 사례나 전략 등에서는 농림어업 및 

식품제조업, 관광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천연자원 기반의 소재산업 등 다양한 산

업 부문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제조업 및 생산자서비스

업을 농촌산업의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 기존 농촌산업 정책 및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단위의 완결된 가치사슬이

나 혁신체계를 지향하는 반면, 저밀도 경제에서는 다양한 공간 층위에서의 지역 

간 연계를 강조한다. 저밀도 경제의 특성상 농촌지역은 입지상 제약요인이 존재

하며, 지역 간(도·농) 연계를 통해 그러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

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광역, 국가, 글로벌 수준 등 다양한 범위의 공간 연계가 

강조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농촌산업 정책에서도 외부지역과의 연계를 강

조하지만, 생산, 혁신 활동의 공간적 특성에 기초한 다층적 연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지역 내에서도 입지적 특성에 따라 타 지역과

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

별화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강조된다. 기존 농촌산업 육성 정책은 시·군 지자체 

단위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저밀도 경제 사례에 비

추어 볼 때, 행정 구역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다층적 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농

촌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정책 수단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 부문 간 연계를 강조한다.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정책이나 지역혁신정책 수단에 더해 지역 서비스 

여건 개선, 인적자본의 축적과 이를 지원하는 다부문 정책 추진 등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농촌산업정책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여

러 부문의 정책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은 기업에 불리한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열

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기업 육성에 있어 인력의 유치와 훈련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며, 단순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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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관련 기업들이 느

끼는 애로사항과 지역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연계의 시급성이 높은 정책 부문

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통합적 정책 추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2-6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 따른 농촌산업육성 전략

기존 농촌산업정책 저밀도 경제 농촌산업 육성 전략

대상산업
농림어업 및 

지역 특화품목 관련 연관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및 생산자 서비스업

공간

전략

공간

단위
시·군 등 지자체 단위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

(광역적 접근)

지역

구분

행정구역 단위

(농촌 내 지역 간 구분 부재)
도시와의 접근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

정책

목표

사업 대상 지역 내 완성된 클러스터 혹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초한 가치사슬 편입  

정책수단
생산수단 보조, 경영 보조, 

가치사슬 형성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 지원

기존 산업육성 수단 외

주거, 인력양성·유치, 지역 서비스 여건 개선 

등 통합적 정책 지향

정책대상
창업 지원 및 기업 성장 지원, 

지역 단위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가적 발견(사전 탐색 과정)

자료: 저자 작성.

2.2.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연구 내용

저밀도 경제 논의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산업정책 및 농촌 정책의 개선 방

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밀도 경제의 교역가능한 부문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역가능한 부문은 각국 산업구조 변화 및 부존자원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임업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가 나타난 북유럽의 신바이

오경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의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 실정에 맞는 저밀도 경제의 교역 가능 부문을 확인하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 영

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농촌융복합산업 등 기존 농촌산업 육성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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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산업 영역 외에 다양한 산업 부문의 성장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

련하여  농촌 정책 및 지역산업육성 정책 수단과 연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입지상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나타나는 기존 농

촌산업 영역 이외의 다양한 산업 부문의 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전략 산

업의 선택 및 전문화가 산업 집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의 차별화

된 자원(자연자원, 지역 이미지, 지리적 이점)과 전략 산업의 정합성을 실제 기업

의 입지 요인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도·농 파트너십 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촌산업 육성 정책의 적절한 

공간범위 설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도·농 간 연계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에 부

족한 생산요소(인력, 시장, 원료 구매 등) 및 혁신자원(지식, 정보, 기술, 전문인력 

등)을 구득하는 과정과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농촌산업정책의 효과

적인 추진 단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 및 정책들은 정책·사업의 추진 

범위를 고려하여 행정구역 특히, 시·군 중심의 국지성을 강조하고, 획일적인 지역 

단위의 완결된 혁신 체계 및 생산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하지만 저밀도 경제 논

의에서는 다층적 공간 연계가 강조되는데, 이는 생산단계나 혁신 과정에서 집적 

효과의 공간적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저밀도 경제 지역의 불

리한 여건으로 인해 모든 연계가 지역 내 착근되기 어려운 만큼 도·농 연계가 중요

한 전략으로 다루어진다. 기업의 생산 활동 및 지역의 혁신 과정에 필요한 자원과 

주체의 입지 범위가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치사슬이나 지역 산업 기획 각 단

계에서 실제 주체들의 네트워크 공간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농촌지역의 효과

적인 혁신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지역 농촌산업 주체들의 입지요인과 생산·

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공간적 범위 및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여,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별 적절한 공간 단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생산 인프라 구축, 경영활동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 외

에 기업의 집적 및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

고, 지역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

업의 입지요인, 지역의 제약요인과도 관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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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저밀도 경제가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을 

강조하는 만큼, 농촌지역 내 지역 간 차이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단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중심도시와의 근접성에 따라 지역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과 전

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 수단

의 필요성과 정책 수요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저밀도 경제 논의는 

OECD 국가들의 광역권 단위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촌산업 육성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지

역 구분 원칙을 적용하되, 우리나라 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유형별 

저밀도 경제의 특성과 그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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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현황 및 특성

1.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성장 현황 

1.1. 분석 방법

1.1.1. 저밀도 경제 지역 구분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반한 농촌산업정책 육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에서도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저밀도 경제 현상을 확인함에 앞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저밀도 경제 지역을 구

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는 용이한 국가 간 비교와 정책 입안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역 유형을 구분한다. 도시와의 지리적 근접성, 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농

촌지역을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한다.13) 하지만 OECD의 지역 구분은 TL3(Territorial 

13) 인구의 50% 이상이 25만 명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기능적 도시지역(FUA: Functional Urban 

Areas) 내 농촌지역’, ‘기능적 도시지역(FUA)과 접근가능한 농촌지역’, 도시 외 거주인구(FUA와

의 접근성이 60분 이상)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원격 농촌지역’으로 구분한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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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 

단위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저밀도 경제 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

정에 맞지 않다. 따라서 OECD 지역 구분 및 저밀도 경제 논의의 농촌 특성을 반영

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다 하위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

족도 조사’의 농촌지역 구분을 적용하였다.14) 시·군 단위로 저밀도 경제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OECD의 지역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인구기준과 함께 OECD 농촌 

정책과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도·농 연계성을 기준으로 농촌지

역을 구분하였다. 인구기준으로 ‘인구밀도 150인/㎢ 이상인 읍·면·동의 인구 비

중’이 해당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완연한 도시지역, 중간지역, 완연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인구 기준으로 구분된 농촌지역을 도시와의 연계 정도

(중심도시로의 통근 및 역통근율 10% 이상)에 따라 중심도시 연계형 농촌지역과 

원격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표 3-1>. 

표 3-1  저밀도 경제 지역 구분

지역 구분 기준 지역 구분

완연한 도시

인구밀도 150인/㎢ 이상 읍·면·동 인구 85% 이상, 인구밀도 

150인/㎢ 이상 읍·면·동 인구 50~85% 미만이나 

도시 거주 인구가 50만 이상 

도시

중간지역 인구밀도 150인/㎢ 이상 읍·면·동 인구 15%~50%
저밀도

경제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완연한 

농촌

도시 연계 인구밀도 150인/㎢ 이상 

읍·면·동 인구 50% 미만

중심도시 통근·역통근율 10% 이상

원격 농촌 중심도시 통근·역통근율 10% 이하 원격 농촌

자료: 정도채 외(2016)를 바탕으로 작성.

저밀도 경제 지역 구분 기준에 따른 시·군 분류는 <표 3-2>와 같다. 일부 도·농 

복합시가 도시지역에 포함되고 있으나,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시·군 내 입지하

거나 수도권 및 광역시 주변에 입지하여 저밀도 경제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시·군

14) 동 연구에서 OECD의 지역 유형 구분을 시·군 단위로 적용하여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의 산

업 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로 2016년 사업체 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을 고려하여 2016년의 지

역 구분 기준을 적용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현황 및 특성 | 43

에 해당한다. 본 장의 저밀도 경제 현황 분석에서는 <표 3-1>, <표 3-2>의 지역 구

분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3-2  시·군별 지역 유형 

지역구분 해당 시·군

도시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

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

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광주시),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동해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경상북도(구미시, 경

산시, 포항시),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도

(제주시)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

저
밀
도

경
제

지
역

경기도(여주시, 안성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강원도(삼척시, 화천군, 양양군, 횡성군, 

고성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충청남도(공

주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논산시, 홍성군, 금산군), 전라북도(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진안군, 완주군), 전라남도 (나주시, 영광군, 무안군,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영암

군, 곡성군, 완도군),경상북도(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영천시, 영주시, 고

령군, 칠곡군, 성주군, 군위군), 경상남도(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안군, 산청군, 의령군), 

제주도(서귀포시)

원격 농촌

경기도(가평군), 강원도(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충청북

도(영동군, 단양군, 괴산군), 충청남도(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부안군), 전라남도(진도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

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경상북도(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

진군, 봉화군, 예천군, 울릉군), 경상남도(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고성군, 하동군)

자료: 정도채 외(2016) 바탕으로 재구성.

1.1.2. 분석 개요

생산성·혁신 역량 향상 등 저밀도 경제 성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GRDP, 특허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성장 현황을 분석

하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산업 집적 현황을 살

펴보았다.15) 자료는 읍·면·동 단위로 구축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및 소분

류를 기준으로 산업별 집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읍·면·동 단위로 사업체·종사자 

15) 산업 분류, 지역 분류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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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증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각화를 통해 실제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산업 집적

지가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저밀도 경제 지역과 도시지역 간 산업 부

문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증감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상대적 

산업 성장 추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성장하는 산업의 특성

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층위를 기준으로 산업 유형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았다. 

1.2. 분석 결과16) 

1.2.1. 저밀도 경제 지역 총생산 및 혁신 활동 변화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총생산 변화 추이를 도시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최

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총생산 증가세가 도시지역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19.2%였으며, 이는 도시지역의 14.8%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

히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의 경우 22.1%의 증가율을 보여 OECD 저밀도 경

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높은 특징을 확인하였다<표 3-3>. 

저밀도 경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과소한 지역인 만큼 인구를 고려한 지

역 내 총생산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1인당 생산

액은 낮은 수준이지만,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총

생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도시 연계 및 원격 농촌지역 모두 도시지역의 1인당 지역 

총생산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16) 저밀도 경제 지역의 낙후된 산업여건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다. 

OECD(2016)에서는 국가의 생산성 변화율에서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생산성 변화율에 주목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도 지역별 산업의 총생산액 등의 절대치보다는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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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유형별 지역총생산 증가 현황(2011~2016년)

지역 구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2010년 기준연가격(백만 원))

2011년 2016년
증감률

(총합 기준)

도시지역 1,124,197,576 1,290,372,223 14.8%

저밀도 경제 지역 173,174,661 206,480,312 19.2%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
129,458,635 158,008,765 22.1%

원격 농촌지역 43,716,026 48,471,547 10.9%

자료: KOSIS>국민계정·지역계정>지역계정>시군구 GRDP>2010년 기준(각 시·도청).

표 3-4  지역유형별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 현황(2011~2016년)

지역 구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2010년 기준연가격(천 원))

2011년 2016년
증감률

(총합 기준)

도시지역 26,617 29,972 12.6%

저밀도 경제 지역 20,975 24,580 17.2%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
20,852 24,655 18.2%

원격 농촌지역 21,346 24,339 14.0%

자료: KOSIS>국민계정·지역계정>지역계정>시군구 GRDP>2010년 기준(각 시·도청); KOSIS(행정안전부, 주

민등록인구현황). 

생산성과 더불어 지역의 혁신 역량과 관련 있는 특허 등록 건수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공동출원 특허 기준 절대적 특허 등록 건수는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이지만, 특허 등록 증가율은 저밀도 경제 지역이 도시지역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전히 상대적 혁신 역량은 열악하지만,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혁신 

활동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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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지역유형별 공동출원 특허 등록건수 변화(2011~2016년)

 지역 구분
공동출원 특허 등록 건수

2011년 2016년 증감률

도시지역 76,960 86,286 12.1%

저밀도 경제 지역 4,602 5,870 27.6%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
764 858 12.3%

원격 농촌지역 3,838 5,012 30.6%

자료: KOSIS(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OECD 저밀도 경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 유형별로 편차가 

나타나며, 도시 연계 지역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1.2.2.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집적 및 특성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집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의 산업별 성장 추이를 비교하였다. 도시(동), 농촌(읍·면) 지역 구분에 따른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농촌지역의 증

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농촌(읍, 면)의 사업체 수 증가율(31.4%)과 종

사자 수 증가율(46.1%)이 도시(동)(각 18.7%, 30.5%)에 비해 높았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부문은 농촌지역의 증가율이 도시와 전국 대비 두 배 이상

의 차이를 보였다<표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

술 서비스업과 같이 주로 대도시에 입지하는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업

의 경우에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농촌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가 나

타난다. 동시에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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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도시, 농촌 간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 비교(2007~2016년)

단위: %

산업 분류
사업체 종사자

읍 면 읍+면 동 전국 읍 면 읍+면 동 전국

전산업 33.8 29.2 31.4 18.7 21.1 48.7 43.9 46.1 30.5 33.3

농업, 임업 및 어업 46.3 91.5 73.9 18.2 60.8 20.2 88.8 51.7 8.9 18.1

광업 30.0 8.0 11.8 20.8 12.8 -9.3 -2.7 -5.4 71.6 -11.4

제조업 59.9 54.8 56.7 13.5 25.2 50.9 43.1 46.0 8.6 2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4.3 60.7 58.2 17.4 36.0 262.5 130.6 201.4 2.5 12.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2.2 91.9 92.0 37.7 60.1 83.7 94.8 90.1 41.2 37.9

건설업 72.9 90.8 80.9 36.6 45.0 94.0 117.1 104.1 55.2 61.7

도매 및 소매업 25.0 31.2 27.8 15.5 17.5 39.1 53.9 45.7 22.1 25.1

운수업 29.5 22.8 26.3 11.8 13.9 46.7 57.4 51.7 21.7 25.8

숙박 및 음식점업 27.5 17.5 22.1 15.7 17.1 35.1 22.2 28.1 25.7 26.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7 14.5 19.3 80.8 73.9 -24.9 177.9 -1.6 41.3 36.5

금융 및 보험업 3.5 -3.3 0.3 18.3 15.4 -1.1 -1.1 -1.1 15.4 1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9 28.4 36.1 26.6 27.8 54.6 45.0 50.5 31.4 33.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6.1 84.4 71.5 60.1 61.0 140.3 191.4 155.3 63.5 67.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6.2 189.3 168.7 63.3 72.5 238.2 322.8 268.7 69.1 7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2 -4.6 -3.1 5.1 1.3 27.8 21.5 25.5 23.8 23.4

교육  서비스업 16.4 -5.1 6.9 17.6 15.9 24.4 14.7 19.6 20.3 2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9 53.1 66.3 54.9 56.9 119.4 111.8 116.1 97.7 9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5.4 26.9 26.0 6.7 9.4 35.1 53.4 44.2 28.1 3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1.2 2.1 11.2 13.6 13.2 31.8 12.9 22.1 25.2 24.6

자료: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읍·면·동 단위로 구축한 주요 산업 부문의 사업체 수 증감 현황 분포를 살펴보

면, 기존의 대도시나 주요 산업 집적지가 아닌 저밀도 경제 지역에 위치한 읍·면 

지역에서 사업체 수 변화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및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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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문화·여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문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

스업 등 도시 입지를 지향하는 생산자서비스 부문에서도 저밀도 경제 지역에 속한 

읍·면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 이는 사업체 수  

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 증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저밀도 경제 지역과 도시지역의 제조업 성장 추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제

조업 부문에서 저밀도 경제 지역의 증가율이 도시지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가죽(92.8%p), 금속가공제품(57.7%p), 섬유(28.5%p), 펄프(38.8%p) 등

의 사업체 증가율 폭이 컸으며, 종사자 수는 의약품(54.8%p), 펄프(46.2%p), 섬유

(34.4%p) 제조업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울러 저밀도 경제 지역 내에

서도 지역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원격지 농촌지역의 경우 일

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성장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품 제조업의 경우 원격농촌의 사업체 증가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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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증가 분포(읍·면·동 기준, 2007~2016년)

<제조업> <여가서비스업>

  

<과학기술 및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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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저밀도 경제 지역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2007~2016년)

단위: %

산업분류

사업체 종사자

원격

농촌

저밀도  

경제 
지역

도시 평균
원격

농촌

저밀도  

경제 
지역

도시 평균

제조업_전체C 10.6 33.3 27.4 27.9 26.8 36.2 26.4 27.2

식품제조업C10 10.5 13.0 1.8 4.1 26.7 31.2 21.7 23.6

음료제조업C11 25.6 18.3 18.1 18.1 21.6 25.8 30.0 28.7

섬유제조업C13의복 제외 11.6 40.2 6.9 10.3 -15.6 18.8 0.6 2.8

의복제조업C14 -56.1 -32.4 4.9 3.8 -44.7 -3.1 -6.8 -6.7

가죽제조업C15 -16.7 76.1 52.6 52.8 - 109.8 14.9 15.6

목재제조업C16 -16.4 2.9 -3.5 -2.4 -10.2 18.5 10.2 11.3

펄프제조업C17 8.3 47.1 37.2 37.9 -6.6 39.6 24.4 25.4

인쇄복제업C18 5.5 21.2 9.7 10.0 57.2 33.2 4.3 4.8

석유정제품제조업C19 50.0 75.0 21.8 26.6 360.0 343.2 12.1 13.5

화학제품제조업C20 70.1 71.8 58.9 60.4 43.8 44.3 37.2 37.9

의약품_제조업C21 -5.1 9.3 16.2 15.5 7.5 62.3 31.3 32.9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48.3 64.5 44.4 45.9 52.1 61.8 34.8 37.0

광물제품제조업C23 10.1 16.9 15.7 16.0 8.6 11.4 16.2 15.2

1차금속제조업C24 84.9 153.3 50.2 56.2 64.3 83.4 27.9 3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13.4 44.3 31.4 32.1 20.9 55.9 37.5 38.6

전자부품 제조업C26 123.1 42.3 44.3 44.3 -96.8 -29.8 8.4 7.4

의료 및 시계 제조업C27 67.9 87.8 79.4 79.6 -10.5 4.8 73.7 71.3

전기장비 제조업C28 9.5 53.2 37.5 38.0 55.5 52.8 53.8 53.7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C29 129.6 125.7 50.7 53.4 37.7 62.9 44.5 45.4

자동차 제조업C30 164.1 128.1 73.6 76.8 151.8 68.8 32.3 34.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88.3 142.8 80.3 88.7 144.5 59.7 20.2 24.0

가구 제조업C32 50.0 46.8 37.2 38.1 65.4 34.3 23.4 24.5

기타제품제조업C33 11.0 24.4 16.4 16.9 26.8 36.8 20.7 21.6

자료: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주요 서비스업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밀도 경제 지역 

내에서는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이 원격 농촌보다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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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저밀도 경제 지역 주요 서비스업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2007~2016년)

단위: %

산업분류

사업체 종사자

원격

농촌

저밀도

경제 
지역

도시 평균
원격

농촌

저밀도

경제 
지역

도시 평균

숙박업 35.2 33.2 16.6 20.6 37.5 34.6 17.2 20.6

음식점업 7.9 11.0 21.3 20.4 10.8 15.0 31.8 30.5

연구개발업 165.0 161.3 115.7 117.4 161.4 499.2 115.4 119.2

전문 서비스업 47.6 53.3 71.5 71.0 41.7 69.0 68.4 68.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27.6 136.7 71.9 75.1 119.5 124.3 51.8 53.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1 -1.4 36.1 33.7 1.1 34.0 53.2 52.6

자료: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산업 대부분은 국가적

으로도 성장세에 있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중분류 기준 도시 대비 저밀

도 경제 지역의 사업체 상승률이 높은 제조업 중 산업 전체 증가율(21.1%)보다 높

은 산업이 21개 산업군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제조업 등 저밀도 지역의 특화도

가 높은 제조업 부문 외에도 자동차, 화학, 석유정제, 가죽, 화학제품 등의 제조업

에서도 저밀도 지역의 성장률이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

가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는 주요 서비스업의 경우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의 고용 

증가율이 도시지역을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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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저밀도 경제 지역 산업별 사업체 수 증가율 및 국가 평균 증가율 간 관계(2007~2016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3  저밀도 경제 지역 산업별 종사자 수 증가율 및 국가 평균 증가율 간 관계(2007~2016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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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사업체·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 부문(2007~2016년)

국가 평균 대비 성장률이 높은 산업 중 
도시보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성장률이 높은 산업

국가 평균 대비 성장률이 낮은 
산업 중,  도시보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성장률이 높은 산업

사
업
체

수

- 농림어업 전체A   

- 제조업 전체C

- 섬유제조업C13의복 제외

- 가죽제조업C15     

- 펄프제조업C17

- 인쇄복제업C18

- 석유정제품제조업C19

- 화학제품제조업C20

-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 1차금속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 의료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장비제조업C28

- 기타 기계장비제조업C29

- 자동차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가구제조업C32

- 기타 제품제조업C33

- 숙박업I55

- 연구개발업M70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M72

- 식품제조업C10

- 음료제조업C11

- 목재제조업C16

- 광물제조업C23

종
사
자

수

- 농림어업A

- 제조업C

- 가죽제조업C15

- 펄프제조업C17

- 인쇄복제업C18

- 석유정제품제조업C19

- 화학제품제조업C20

- 의약품제조업C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 1차금속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 기타 기계장비제조업C29

- 자동차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가구제조업C32

- 기타 제품제조업C33

- 숙박업I55

- 연구개발업M70

- 전문 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

- 광업B

- 식품제조업C10

- 음료제조업C11

- 섬유제조업C13

- 의복제조업C14

- 목재제조업C16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제조업 부문을 기술 수준에 따라 구분17)하여 각 유형별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

업 성장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협의의 농촌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제조업에서도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사업

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 추세가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음식료품, 

가구, 펄프, 제지 등 전통적으로 원료지향형 입지를 띠는 저위기술 제조업군보다 

오히려 전기·전자·기계 등 중위 기술군에 속하는 산업 영역에서 저밀도 경제 지역

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2011년 이후 저밀도 경제 

17)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의 40대 제조업 기술 분류 기준 적용.



54 |

지역과 도시의 증가율 격차는 2011년 이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저밀도 경제 지

역에서의 사업체 수·종사자 수 증가세는 시간이 갈수록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4  기술 수준에 따른 제조업 유형별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 비교(2007~2016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5  기술 수준에 따른 제조업 유형별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율 비교(2011~2016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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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부문별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18)

2.1 산업별 성장 지역 분석 방법

저밀도 경제 지역 중 상대적으로 특정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

여 Getis-Ord Gi 지수를 활용하였다. Getis-Ord Gi 지수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나

타나는 공간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는 공간 분석 통계량이다. Getis-Ord Gi 지수


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행정구역(읍·면·동) 수,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업체 수(종사자 수) 증감률,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근린가중치 

위 식에서 은 구역의 수, 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속성 값이다. 는 지역으

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보통 일정 거리 안에 포함하는 지역을 가지고 지역

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근린가중치인 를 구성한다. 각각의 에서의 


값은 전체 라는 속성 값의 합이 지역을 중심으로 까지의 반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속성 값의 국지적 군집성과 국지적 범위를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Getis-Ord 

Gi 지수를 활용하여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핫스팟을 도

출하였다. 또한 각 시·군별 Getis-Ord Gi 지수의 z-score를 도출하여 산업이 성장

18)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 공간 분석은 서울대학교 신휴석 박사에게 의뢰한 원고를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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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점을 보유한 시·군 지자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산업 부문별로 저밀

도 경제 지역에서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을 파악하였다. 

2.2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 공간 분석 결과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 기준 증가율이 높은 집적지가 저밀도 경제 지역별로 

고루 나타난다. 특히 저밀도 경제 지역 중 강원도, 충북 내륙, 전북 동부, 전남, 경남 

서부 일원에서 제조업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핫스팟이 확인되었다. 비록 수도

권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 발전 축과는 다른 양평군, 가평군에서 제

조업 증가율이 높은 핫스팟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중분류별 핫스팟을 살펴본 

결과, 식품제조업의 경우 경상남도 서부, 전라남도 동부, 전라북도 동부, 강원도 

등 원격 농촌지역에 사업체 성장의 핫스팟이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학제품제조업은 충남 및 충북 내륙지역, 강원 남부 지역에서 핫스팟이 관찰되

었다. 비금속 광물제조업은 강원, 경상북도 북부, 경남 내륙 지역 등에서 핫스팟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제품군과 관련한 사업체 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소분류 기준

으로 핫스팟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7>과 같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도 사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핫스팟이 나타났다.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저밀도 경제 지역 중 경상북도 북부, 경상남도 서부 지역에서 핫스

팟이 관찰되었다. 소재와 관련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및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의 경우 강원도 및 충북 내륙 지역에서 사업체 수 증가가 두드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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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주요 제조업 부문별(중분류 기준) 사업체 수 증가 Hot-Spot(2011~2016년)

<제조업> <식품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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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주요 제조업 부문별(소분류 기준) 사업체 수 증가 Hot-Spot(2011~2016년)

<의약품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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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체 수 증가율에 대해 읍·면 단위로 도출한 Getis-Ord Gi 지수를 시·

군·구 평균을 내서 지역 간 비교를 했을 때, 상위 20%에 해당하는 시·군 중 다수가 

저밀도 경제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8개 시·군 중 30개 시·군이 저밀

도 경제 지역에 속했으며, 23개 시·군은 도시 연계 저밀도 경제 지역이었고, 원격 

농촌에 해당하는 시·군 또한 7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조업 성장에 있

어 저밀도 경제 지역에 사업체·종사자 수 증가가 나타나는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10 제조업 사업체 수 증가 기준 Getis-Ord Gi 상위 20% 시·군

원격 농촌 도시 근교 저밀도 경제 지역 도시지역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청도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양구군

전라남도 진도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장성군

경상남도 창녕군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연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 함안군

강원도 삼척시

전라남도 영암군

제주도 서귀포시

경상북도 칠곡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진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남도 사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남도 아산시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업 부문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체험·관광 등 기존 농

촌산업의 영역과 관련 있는 문화·예술·여가서비스업의 경우 충남(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공주시), 전북(고창군), 전남(담양군, 구례군, 영암군), 경북 북부(문경시, 

영주시), 경남(창녕군)에서 사업체 수 증가 핫스팟이 확인되었다. 사업지원 서비

스업의 경우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대도시 주변에 입지하며, 저

밀도 경제 지역 중 강원 영동(강릉시, 양양군), 전북 북부(무주군), 경북 북부(울진

군), 제주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 및 

전문지원서비스의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지역에 사업체 수 증가 지역이 분

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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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주요 서비스업 부문별(중분류) 사업체 수 증가 Hot-Spot(2011~2016년)

<문화·예술 및 여가서비스업> <숙박업>

<과학기술 및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자료: 전국사업체조사(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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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1차산업이나 전통적인 농촌산업 

부문 외에 다양한 산업 집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이나 국가산

업단지가 입지하는 전통적 산업 집적지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

한 산업 부문이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교역 가능한 부문’이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

역 일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 중

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차산업,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에도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나, 중·고

위 기술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부문 또한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성장하는 특

징을 보인다. 공간 분업 논의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주변부 지역에는 산업 수명주

기가 성숙기에 해당하는 산업 영역에서 생산 비용 이점을 바탕으로 생산 기능이 

주로 입지한다. 하지만 교통·통신 인프라 개선에 따른 접근성의 증대로 주변부 지

역에서의 입지 제약 요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 또한 OECD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발전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OECD 저밀도 경제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도 지역의 유

형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이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격 농촌지역 등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입지 조건을 보유한 지

역 중에서 주요 산업들이 성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산업 발전 축 외에 새로운 산업 집적 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도시 주변 지역에

서 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저밀도 경제의 논의에서 강조

하는 저밀도 경제 지역과 도시지역의 연계에 의한 산업 집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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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식료품 제조업과 같이 전통적인 농촌산업 영역의 경우 원격 농촌에서 성장

세가 높게 나타난 반면, 소재, 화학 등 보다 높은 기술역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군의 

경우 도시와 근접한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성장 추이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산업이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입지 우위 요인이었던 저렴한 지대나 노동력 외에도 지속적으로 산업 경

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역량 등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산업이 집적하는 저밀도 경제 지역 성장 사례에서 지역의 혁신 역량이 어떻게 

축적되고,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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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및 특성

1. 국내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조사 개요 

1.1. 사례 선정

통계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밀도 경제 지역 중 산업 집적이 활발하게 나

타나고 있는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 시 저밀도 경제 지역의 

유형과 교역가능한 부문에 해당하는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유

형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지역 유형은 저밀도 경제 지역 내 도시 

연계 지역과 원격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지역의 교역가능

한 부문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농촌산업의 영역에 해당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영역

과 기존 산업을 바탕으로 산업 전환, 다각화 등을 꾀하는 신산업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 지역은 <표 4-1>과 같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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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내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조사 

도시 근교 저밀도 경제 지역 원격 농촌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강원 춘천19)시(홍천군) 바이오산업 육성

경북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신산업 육성

강원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강릉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경북 안동시 백신산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육성

강원 영월군 비금속 소재

전남 장흥군 천연물 소재

자료: 저자 작성.

1.2. 주요 사례

1.2.1. 수산물 가공업의 신산업 전환 - 강릉 해양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산악지형이 발달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산자원

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해 왔다. 그러나 강원도의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수산가공업

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김충재 2016). 이에 강릉은 1차산업인 수산가공업에서 

산업 영역을 다각화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의 고

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내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였다.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발견한 강릉시는 1998년 동해안해양생물산

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3년 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을 촉진하고, 해양바이오 분야 창업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

다. 또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개발 연구

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IST) 강릉분원, RIST강원산업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

19) 강원도 춘천시와 강릉시의 경우 본 연구의 지역 구분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해당하나, 사례 조사 결

과 산업 성장이 주변지역(홍천군, 양양군)과 연계되어 있고, 산업 집적이 도심이 아닌 주변 농촌지역

에서 나타나는 바, 사례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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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강릉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권지역본부 등의 연구기관을 유치

하였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2001~2005년 ‘3각 테크노밸리 전략’하에 강원도의 춘

천, 원주, 강릉을 지식기반 신사업 거점도시로 선정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

하였고, 2006~2010년 ‘3각 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전략’으로 3거점으로부터 

인근 지역으로 산업 성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4권역 8허브 7벨트화 광역경제권 발

전전략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강릉권은 해양바이오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1~2015년에는 ‘강원도 첨단산업육성 Double Engine 전략’으로 지역 및 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벨트 3지구 

2특구 전략을 수립하여(박상용·정대현 2016), 속초, 고성, 양양이 해양바이오 산

업벨트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강릉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능성 화장품 기업(㈜파인바이오, 

㈜강일코스팜,  ㈜알지프로나 등), 유산균 기업(㈜웰빙엘에스, ㈜아이배냇경포푸

드 등), 바이오 의약품 기업(㈜바이오씨앤디,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등) 등의 바이

오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를 형성하였다.20) 또한 강릉

에 소재한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립대학, 가톨릭관동대 등의 대학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구와 관련한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맞춤형 인재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산업환경을 통해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사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피부, 조직, 각막 등 재생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을 생산하

는데 성공하였고, 2015년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하며 37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주식회사 바이오씨앤디는 2017년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하기 

위해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간 천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다.21) 

현재 강릉시는 올림픽을 통해 KTX 경강선 등의 교통망이 확충되고, 관광시설, 

20) “지역경제 발전 성장동력 ‘해양바이오융합산업’‘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에 이바지’.” 2016. 12. 14.

21) “송동호 바이오씨앤디 대표 ‘강릉공장 준공으로 성장 본격화’.”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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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등 방문객을 위한 인프라가 정비되면서 관광산업을 기존의 바이오산업과 연

계하여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받아 3개 단위사업, 7개 실

행과제를 구성하여 2019에서 2021년까지 총 180억 원의 사업비(국비 90억 원, 지

방비 9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강원도 2019). 

1.2.2. 중심도시 연계 지역의 산업 다각화 - 강원 춘천·홍천 바이오산업 육성

춘천시 및 주변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 공급지역으로 여러 가지 개발 제약 조건

으로 인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한국은행 강원본

부 2006). 춘천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이며 고부가가치인 바이오

산업으로 산업다각화를 꾀했다. 1995년 춘천바이오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1998년 ‘생물산업육성도시’ 선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시작

했다.

초기 춘천시는 지역 천연물자원을 활용한 소재 중심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

하였으나, 연간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관련 산업이 위축

되자 백신과 진단산업 등의 레드바이오산업에 집중했다. 광역지자체(강원도)에

서도 춘천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바이오 관련 연구소 및 유관기관 설립

과 기업유치를 통해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했다.22) 고속도로, 고속철

도 등 교통 인프라 개선과 춘천과 홍천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은 춘천권역

의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김충재 2017).23)

22) 춘천과 홍천을 연계한  BIO-HUB, 춘천·홍천·평창·정선·양구를 연계한 바이오 코스메틱 벨트, 춘

천·홍천, 화천, 인제 등을 연계한 바이오 웰빙 벨트 등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해 생물의약소재 아시

아 바이오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 간 고속철도 등의 개통으로 수도권

과의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제4장 국내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및 특성 | 69

그림 4-1  강원도바이오전략산업-바이오클러스터 2단계 추진 방향

자료: 강원도청 홈페이지.

춘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바이오산업 성장 기반은 춘천시 및 강원도의 기업 

지원기관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형성되어 왔다. 바이오산업 전문지원기관

인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 지역기업 지원, 연구개

발, 기업지원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활성화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강원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원, 한국과학기초연구원 분원, ISS 등 강원도내 50여 개 바이오분야 전문 지원기

관 중 10여 곳이 춘천권에 분포해 있다(김충재 2017).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

림성심대학 등 지역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연계사업을 발굴·

수행한다. 

춘천시와 홍천군은 규모화된 산업단지를 도심과 가까운 곳에 조성하여 혁신자

원(특히 인력)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해 바이오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과 전문 보육단지, 인증기관의 집적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된 춘천 농공

단지에는 ㈜바디텍메드, ㈜휴젤, ㈜유바이오로직스, ㈜이뮨메드, ㈜에코비즈넷 

등 바이오 의약품, 진단 기기, 미생물바이오기업 등이 입주해 있으며, 해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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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중도 높다. 인접한 홍천군 산업단지에는 대기업 하이트를 비롯해 식품·

바이오(음료)기업이 입지해 있다. 기업들은 춘천권역에 위치한 지원기관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강원대병원과 한림대병원을 통해 임상실험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과 인접해 다른 지역에 비해 고급인력의 구인이 양호하며 지역 대

학에서 양성되는 인력은 춘천뿐만 아니라 인근 홍천군의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기

여한다.

이러한 바이오산업 육성의 결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바이오기업은 

2005년 35개, 생산액 470억 원 수준에서 2018년 기업 수 55개, 고용인원 892명, 매

출액 2,447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2015년 이후 입주기업 및 보육 기업 중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도 5곳 나타났다.24) 춘천지역 바이오산업은 6,260억 원의 기업 매출 

달성, 2,476명의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25)

1.2.3. 중심도시 연계 지역의 신산업 유치 - 경북 북부 바이오산업 육성

경상북도 북부지역(안동, 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열악하다. 또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인구감소, 노령화로 인한 노동

력 부족,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열악한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의 경제 침체, 지속

적인 성장의 어려움에 직면한 전형적인 저밀도 경제 지역이다.

경상북도에서는 기존 농림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도내 균형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농식품산업 고도화 및 관련된 바이오산

업의 육성을 꾀하였다. 농생물 분야에 특화된 북부지역을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2000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상주-안동-울진을 잇

는 ‘바이오벨트’ 구축, 농식품 산업고도화, 안동을 중심으로 한 레드바이오산업 

유치를 계획했다.

24)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http://www.cbf.or.kr/검색일: 2019. 9. 20.~30.).

25) “강원바이오엑스포 27일 개막…50여개 기업 참여.”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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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은 약용 등의 특화작목 품종개량과 미생물성장제제, 유전자재조합

작물, 식품용 효소, 발효식품, 재조합바이오식품 등 생물농업과 식품에 강점을 가

진 바이오산업을 육성했다(박민규 2018).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북부권 지역대학 

부설연구소와 특화작목관련 시험장, 경북 생물자원연구센터 등과 연계하여 인프

라 조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형성, 제품시장 육성 등 단계적으로 바이

오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다. 

경북 북부 지역 중 안동시는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발달되

었다는 지리적 이점에 기초하여 백신바이오산업으로의 특화를 꾀하였다. 백신 산

업의 특성상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적으로 주요 산업 거점의 분산이 필요했

던 바, 전남 화순과 거리가 먼 안동이 정부의 백신산업 육성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

정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2004년부터 6년여에 걸쳐 경북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세제 혜택 및 저렴한 지가를 바탕으로 백신, 생물 산업, 식품, 전기전

자 중심의 기업을 입주시키고, 인근 ‘경북생물자원연구소’, ‘안동약용작물개발센

터’, 안동대·상주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를 통한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꾀하였

다. 또한 안동시는 지방자치조례를 근거로 토지 무상 임대, 인력채용 비용 지원, 직

원 숙소 지원으로 SK케미칼, SK플라즈마, 넨시스, 국제백신연구소(IVI) 안동분원 

등 대기업 및 국제 연구소 등을 유치해 지역 혁신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26)

경북 북부권은 안동대, 안동과학대, 가톨릭상지대를 중심으로 천연소재, 전통

식품, 건강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중에 있다(박민규 2018). 또한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에서 ‘경북 대경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 바이오분과’ 운영을 통해 농촌지

역에 부족한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지원하고 있다.27) 그 외에도 그린바이오

(농·수산업)와 레드바이오(의·약학) 분야 기업 육성 및 지원, 인력 양성, 경영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수행할 지원기관 및 시설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6) “차세대 성장동력 백신산업, 경북 북부권 경제발전 이끈다.” 2011. 8. 30.

27) 본적과 학교 기준(안동대, 경북대, 영남대)으로 각각 20명씩 선발하여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

고, 5개월 교육(학교 3개월, 연구원 2개월) 후 경북도 내 기업으로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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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산업과는 달리 경북 북부권역의 또 다른 바이오산업 육성 부문인 농생명 

소재산업은 성장세가 더디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쌀, 밀, 옥수수 

등 농산물을 소재화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상품화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있다. 경북 북부권 농생물산업 연관 기업 대다수가 열악하고 영세한 까닭에 기

존의 상품제조에서 구조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나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4. 중심도시 연계 지역의 특화산업 고도화 – 제주 건강뷰티산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살려 건강뷰티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

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1차산업 및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 제주도는 2003년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특화바이오산업인 ‘건강·뷰티 바이오산업(Health & Beauty Bio-Industry)’

을 육성해오고 있다. 제주지역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산업화가 가능한 분

야, 1차 및 3차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 제주 청정이미지와 부합되는 분야, 미

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등을 기준으로 건강·뷰티 바이오산업을 지역특화산

업으로 선정했다(김창숙 2008).

제주도는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해 관련 기관

과 기업을 집적시켰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를 바이

오산업 육성 거점 기관으로 활용하였다. 기관 내 바이오융합센터, 디지털융합센

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용암해양수산업화지원센터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제품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사업화, 창업, 마케

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28)

제주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은 크게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시권, 서부 

권역에 집적해 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생물산업 관련 ㈜BMI 등 10개 

28) 제주테크노파크(http://www.jejutp.or.kr/index.htm/검색일: 2019.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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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의 기업 보육동에는 20개 업

체, 제주대학교 기술혁신센터에는 GMP 식품공장과 10여 개 업체 등 BT, IT 관련 

기업들이 제주에 공장을 설립하였다(김창숙 2016). 

제주시권은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제주첨단과학단지,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등과 제주테크노파크 본부동이 연계되어 연구 및 제품개발이 이

뤄지고 있다. 제주시 동부지역에서는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지하염수를 

활용한 식품,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이 생산된다. 

서부권역은 농업기술원 내 농산물 원종장을 중심으로 농업바이오, 한방약초 재

배 및 가공 등과 같은 종자산업 육성 인프라가 구축되어 한방자원을 활용한 6차산

업 모델이 가동 중이며,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 공장,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지

역 특산물인 감귤 및 특산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 4-2  제주도 바이오산업 역량 변화(2010년→2017년)

자료: 한국바이오협회(2019: 11).

제주도는 기업유치 전략에 중점을 두고 건강·뷰티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

다. 뷰티바이오 산업 특성상 원료 산지는 입지조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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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주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본사를 제외한 공장 일

부만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산

업의 확대를 위해 천연물 원료 및 소재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지역 내 청정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취급하는 기업은 SK바이오랜드, 두래 바이

오센터, 바이오스펙트럼 등으로 도외 기업의 투자유치로 화장품원료 공장이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더 가든 오브 내추럴솔루션, 제주사랑농수산 등이 제주산 화장품원료를 

개발해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다. 잇츠한불, 사임당 화장품, 유씨엘 등은 제주 원료를 활

용한 화장품을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 피부 임상연구를 위해 더마프로와 대한

피부과학연구소가 제주연구소를 운영 중이다(현창구 2018).

한편, 2016년부터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제주산 원료가 10% 이상 포

함된 제품에 대해 제주도지사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모레퍼시픽, LG생

활건강 등 국내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 기업들의 청정 제주 이미지를 마케팅으로 활용한 

제품 출시가 증가하면서 제주산 원료 및 소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표 4-2 제주 바이오산업 주요 지표 변화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기업 수
박사 

인력 수
종업원 수 연구원 수

바이오산
업 R&D

바이오

산업 
시설투자

국내
판매액

수출

2010년 15 13 140 74 2,158 675 5,337 87

2017년 13 26 263 57 4,181 5,334 11,823 281

주: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에 포함된 바이오산업 범위는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 산업, 바이오

식품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바이오자원산업, 바이오서비스

산업의 8대 부문만 포함됨.

자료: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1.2.5. 원격 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전라북도 동부권(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은 산악내륙

지형의 특성으로 전주, 김제 등 평야지대인 서부권에 비해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

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인구가 적고, 농림어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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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차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산업경쟁력이 취

약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었다.  

전라북도는 2010년 ‘전북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특

성을 반영한 식품·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12

개의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전라북도는 조례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6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관광 중심의 핵심 사업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확보하였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10년간 

3,000억 원(균특비, 도비, 시군비 포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관·연이 주도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해 동부권을 농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지역별 특화품목을 생산·가공·유통·R&D·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농업 발

전 모델로 육성하고, 동부권 6개 시·군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특화 관광

사업 발굴을 통해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

도는 농식품산업의 중심지 육성을 위해 1시군 1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시군별 산업

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자체 연구소 건립과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 동부권 발전 사업은 광역단위, 지역생활권 단위, 시군 단위의 다층적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개 시군에서는 허브(남원), 홍삼(진안), 

천마(무주), 식품(장수), 치즈(임실), 장류(순창) 등 주력 식품을 선정하고 클러스

터를 육성시켜 나갔다. 각 시군은 지역의 부족한 시설 인프라 설비 지원, 특화품목

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코스 개발, 특허 출원 및 기술 개발, 마케팅 지원과 함께 지

역 여건을 고려한 개별 조직단위의 생산자 통합 관리를 통해 생산에서부터 제조, 

유통, 마케팅의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군단위에서 확장된 연계지역·지역 생활권 단위의 협력 사업

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광역단위의 산업 육성 계획을 배후 지원한다(전라북도 

2017). 전라북도는 동부권 발전사업 전반을 관할하며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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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인력, 조직 등을 지원한다. 광역단위의 계획 수립은 정부 여러 부처들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군별 식품·관광 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졌다. 

동부권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도 크게 광역단위의 산업 육성을 계획하

고 지원하는 기관, 각 시군별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지원하는 기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광역단위의 지원기관으로는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전북연구원, 식품

연구원 등이 있다. 전북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 및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식품·

관광 산업 육성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생물산업

진흥원은 전북 식품·생물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R&D 센터, 생산지원

공장을 운영하며 식품분석, 마케팅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술이전, 도내 농수

축산물의 생산, 가공 및 산업화 지원 등을 수행한다.29) 각 시·군 지원 기관으로는 

클러스터 사업단, 지자체 연구소(진안-홍삼연구소, 무주-천마연구소, 순창-장류

연구소, 임실-치즈과학연구소),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지자체 연구소에서  R&D, 

시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 

개별 시·군의 사업은 시·군의 클러스터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라북도

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역 단위 추진

체계 구축을 강제하였다.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하는 사업단은 소속 지자체, 광역

단위 지원조직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전북생물산업

진흥원은 사업 계획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의 사업 계획과 관련한 전문가를 연결

해 주는 등의 네트워킹 지원도 담당한다. 

 

29)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http://www.jif.re.kr/ 검색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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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체계 구축 방향

자료: 전라북도(2017).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동부권 발전사업의 성과가 나타

나고 있다. 순창과 임실은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수립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가시

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순창군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계약재배 확대, R&D기

반 구축, 장류 박물관 개관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단순 제조·생

산 중심에서 발전하여 장류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능성 식품 개발 등 건강장수식품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임실군은 치즈과학연구소 중심의 R&D와 브랜드 기

반 마케팅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을 특화시켰으며, 관광과 결합한 6차산업으로 고

도화시켜 가고 있다. 장수군은 오미자를 특화하였지만 시장 확대 어려움이 판단

되자 지역의 산야초와 채소를 활용한 신선편의식품(HMR)을 특화하고 있다. 특히 

인근 대전, 광주 등 대도시권과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이점을 활용해 샐러드 등 간

편식 가공업체들을 유치했다. 남원시는 1차 발전계획에서는 허브를 특화 재배하

여 경관농업을 육성했으며, 허브 생산이 증가하자 2차 발전 사업에서는 화장품산

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허브를 원물 판매와 관광 상품화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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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소재화함으로써 제조업 산업군으로 전환하고 있다. 무주군은 1차사업을 통

해 천마를 특화해 생산량을 확대했으며, 2차 계획에서는 R&D사업을 늘려 천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재화하여 제품화하고 있다. 

그림 4-4 동부권 식품사업 평균 일자리창출(2011~2016년)

주 1) 취업(고용계수): 각 상품 또는 산업별 산출액 10억 원당 소요되는 취업자(피용자) 수이고, 2014년 기준 

고용계수는 2.2명/10원, 취업계수는 3.0명/10억 원임.

    2) 취업은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계정보보고서(2014); 전북 내부자료(2016) 예산액 기준; 전라북도(2017) 재인용.

표 4-3 동부권 발전사업 주요 성과

지역 주요 성과 지역 주요 성과

남원

․ 매출액 723억 원, 고용창출  317명(’18년)

․ 기업유치 및 창업 5개소 

․ 특허출원 및 등록 15건, 상표등록 12건

장수
․ 기업유치 4개소, 제품개발 및 산업화 7건, 

  기업 매출액 증대 3억 원(’18년)

진안

․ 인삼홍삼 수출 실적 24억 원(’18년)

․ 제품개발 4건, 특허출원 8건, 등록 8건,  

  기술이전 2건 (’18년)

임실
․ 매출액 249억원, 고용창출 174명(’18년)

․ 축제 방문객 34만 명(’18년)

무주
․ 특허출원 20건, 등록 14건

․ 천마 재배 성공률 향상(기존 30%→50%)
순창

․ 특허출원 12건, 등록 1건, 기술이전 4건

․ 장류특구내 매출액 464억 2백만 원(’18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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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원격 농촌의 지역 기반 산업 전환 – 강원 영월 비금속 소재산업 육성

영월군은 강원도의 중부내륙 산간지역으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아 산업 발

달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원격 농촌지역이다. 과거 영월은 석탄 및 석회석 

생산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발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및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폐광지역으로 전락하였다(김석중 2015). 이에 인

적 자원 및 산업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영월은 지역산업 성장 전략으로 지역 내에 

매장된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였다.

영월은 강원도 전체 규석 매장량의 24%(7,900만 톤)를 가진 지역으로, 규석을 

이용해 시멘트 부가가치의 16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메탈실리콘 산업30)의 가능성

을 발견하였다.31) 영월군은 메탈실리콘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

고, ㈜한국메탈실리콘 등의 기업을 유치하였다. 한국메탈실리콘은 연간 5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2011년 영월군으로 이전하여 메탈실리콘 파우더 

전용설비 개발을 완료했으며, 2016년 휴대폰, 항공엔진, 의료기기 등의 생산에 필

수적인 고부가가치 희소 금속인 탄탈륨(Ta)32)분말 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국

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33) 또한,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강원도의 

지역연고 육성사업(RIS)에서 ‘영월 부존자원(규석)을 활용한 메탈실리콘산업 육

성’ 사업에 2012년부터 3년간 3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매출 77억 원, 32명의 

고용창출(2013년 기준) 성과를 달성하였다(홍진기 외 2014).34) 

광역 차원에서도 정부는 희소금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6개 권역별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전략희소금속 및 40개 핵심 기

술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등의 투자를 진행하였다(김종민 외 2012). 강원도는 영월

30) 메탈실리콘은 태양전지의 주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원료로, 규석(원자재)과 석탄(부자재)을 원료로 

생산된다.

31) “박상엽 (재)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원장.” 2012. 8. 19.

32) 탄탈륨의 국내 시장규모는 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3) “한국메탈실리콘, Ta 분말 국산화 성공.” 2016. 11. 23.

34) “(재)영월산업진흥원 ‘지역주력산업육성기업지원사업(비R&D)’ 성과.”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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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강원남부지역에 실리콘 및 희소금속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릉 중심의 동

해안지역에 세라믹 및 비철금속클러스터를 조성하여 ‘Global Top Stem Material 

거점지대’를 형성하였다(김종민 외 2012). 대표적으로 2012년 영월군에 포스코엠

텍35)의 산화몰리브덴36) 제련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도내 희소금속산업 활

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강원도는 2016년 ‘Double-Engine 4.3.2. 종합 추진 계획’

으로 영월을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철원, 정선과 신소재산업벨트로 묶어 기술경

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영월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

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도 내 타 지역의 연구기관을 활용하고, 강릉원주대 금속재

료공학과, 강릉영동대 비철금속과 등의 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및 인

력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영월은 인공지능, 센서, 사물인터넷, 로봇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세라믹 복합신소재산업을 육성 중이며, 계속

해서 다양한 지역 부존 광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월군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생산액은 2012년 대비 2016년에 약 11% 감

소하였으나, 부가가치액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광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산업이 영월군 지역경제를 성장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영월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2012 201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생산액 461,441 410,337

부가가치액 99,870 211,584

자료: 강원도(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35) 포스코엠텍은 2013년 이산화질소 누출, 폭발사고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조한 가동 실적을 

보였고, 2014년부터는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매각되었다.

36) 몰리브덴은 고급 품질의 합금철을 생산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소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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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원격 농촌의 지역 자원 기반 신산업 육성 – 전남 장흥 천연물 소재

장흥군은 전라남도 중부권에 위치하는 원격 농촌 지역으로 불리한 지리적 특성

을 지역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천연소재 산업 육성으로 극복하고 있다. 전라남

도에는 울금, 황칠, 구기자, 멀꿀 등의 다양한 비교 우위 자원(1천 500여 종의 천연

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성장기반이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

에 장흥군은 2006년 지식경제부의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해 장흥군 산하의 

장흥버섯산업연구원을 설립하고, 2007년 지식경제부의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천

연자원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지역 특산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버섯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1차산업에서 나아가 기능

성식품소재 개발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2018년에는 장흥 표고버섯과 작두콩을 활용해 면역력을 개선해 주는 천

연 비타민 소재를 개발하여 지역 기업체 ㈜천연스토리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성

과를 거두었다.37) 또한, 장흥버섯산업연구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센

터, 충남대, 경상대와 함께 국내산 품종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골든시드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38), 천연자원연구센터는 노바셀테크놀러지, 영진약품

과 협력하여 관절질환 치료용 천연물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다.  

천연자원연구원(현,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은 실용화 R&D 

특화센터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호남권 천연자

원의 효능을 평가하여 250종의 헬스케어소재 정보 DB를 구축하고, 새로운 천연

소재의 지적재산권 등록, 기술 이전,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원물 수급까지 원

천기술 개발에서 실용화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천연자원연구센터

는 특허출원 110건(등록 64, 국제특허 17), 논문 58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16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기술이전 17건을 통해 정액기술료 22

37) “장흥군버섯산업硏, 지역 산업체에 연구성과 특허기술 이전.” 2017. 11. 20.

38) “표고버섯 GSP 사업, 자급률 향상 목표 전환.” 201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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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경상기술료 3~4%를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창업

보육센터를 신설하여 R&D지원(공동연구, 컨설팅 등), 기술 이전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장흥 식품산업단지 내에 

선일바이오, 황칠다담 등 8개사의 투자를 실현했다.39) 

장흥군에서 천연자원 소재 산업이 발달하면서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한의약진흥원 NIKOM이 장흥군에 설립되었다. 버섯산업진흥원, 천연자원

연구원, 한국한의학진흥원 모두 천연소재를 다루는 기관으로 소속 경계를 허물고 

공통된 핵심 과제를 만들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는 광역 차원에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고, 2013년 장흥 천연자원연구원을 통합·개편하였다. 나주, 화순, 장흥, 

곡성, 장성, 완도의 6개 특화센터40)는 전라남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지

역의 바이오산업 전반의 고도화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장흥군은 지역 내 연구기

관을 거점으로 지식기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간 협력 관계 구축, 산·학·연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원격 농촌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1.3. 국내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저밀도지역의 산업 집적 사례를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특성과 

도농 연계를 중점으로 유형을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지역별 교역가능한 부문을 기준으로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자원 및 1차산업을 기반으로 산업을 고도화한 

지역이다. 지역은 지자체 연구소 등 지역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의 특화품목

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가치사슬로 편입해 시장을 확대했다. 전북 동부

39)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내부 자료.

40) 식품산업연구센터(나주), 생물의약연구센터(화순),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성), 천연자원연구센터

(장흥),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완도),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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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경북 동부권 사업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개발, 판로 개척 등 차별화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다각화하거나 전환한 사례들이다. 기존 산

업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가치사슬과 관련 있는 새로운 산업군을 발굴하여 확장하

는 방식에 해당한다. 지역에서는 기존 지원 기관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분

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관련된 신규 산업군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창업을 지

원하여 산업 다각화를 유도한다. 강원도 영월, 강릉, 전북 순창, 전남 장흥 등이 기

존의 산업을 다각화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 유형은 기존의 지원기관들이 

신규 산업군에 적합한 지원기관으로의 기능 전환, 신규 네트워크 구축,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신산업을 유치한 사례들이다. 경북 안동, 

강원 춘천권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의 지역 산업과는 무관하게 국가사업 공모나 

계획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성장시켰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산업과 

관련된 대기업을 유치하고 R&D기관과 전문 인력을 집적화시켜 산업을 육성했

다. 이러한 유형의 지역은 신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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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저밀도 경제 관련 산업 성장지역의 유형 및 특성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특화산업 관련 

다각화 및 전환
신산업 유치

핵심산업 

선정방식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기존 산업 가치사슬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군 발굴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가사

업 공모 대응

기존 

지역산업과

의 관련성

‧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기존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로 편입노력

‧ 기존 지역산업 주체, 네트워크

의 기능 전환이나 확산

‧ 기업·지원기관의 전략 수정 

‧ 관련성 없음

기업 유치 및 

생산기반 

확충

‧ 유사기업 유치

‧ 신규 시장 개척 지원

‧ 영세기업, 사각지대 기업 지원

‧ 농공단지, 교통망 구축, 시험

설비 등 인프라 확충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시설 구축

‧ 연관 산업군 기업 유치

‧ 연구 개발형 기업 유치를 위한 

임대공간 제공

‧ 농공단지, 교통망 구축, 시험 

설비 등 인프라 확충

‧ 지원기반관련 시설 구축

‧ 대기업 분공장 유치

‧ 연구단계기업 유치 보육

‧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국가산단, 농공단지 조성

‧ 주요 교통망 확충

‧ 실무협의회 등 행정 지원  강화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시험생산 지원기반 구축

혁신 기반 

구축

‧ 지자체 연구소 등 특화산업, 제

품 관련 혁신기관의 기능·역

할 강화

‧ R&D예산 확대 및 기반 구축

‧ R&D 등 혁신 기반 강화

‧ 기존 지원 기관의 기능 전환 및 

신규 설립

‧ 신규 파트너십 구축

‧ 산업화 지원 및 공정화 기술지원

‧ 국가 수준의 R&D 기관 유치

‧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산업정책

‧ 농식품부 연계사업 다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정책)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종료)

‧ 농식품부 연계사업 부분적

‧ 지역주력산업 육성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 지역주력산업 육성

‧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 제약산업 육성지원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문제점 

및 과제

‧ 특정분야에 대한 시장 집중으

로 다양성 부족

‧ 사업화 단계별 정부 지원이 지

속되지 못함 

‧ 시군단위 네트워크 핵심주체

와 판로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필요 

‧ 교육,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

‧ 소규모 단편적 분산투자로 투

자 대비 낮은 기술수준 보유

‧ 주관 지원기관의 체제 전환이 

느림

‧ 예산 성격에 따른 산업 다각화 

편중

‧ 지역내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 기존 지원 체계의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대기업, 거점혁신연구기관 이

전에 따른 동반효과 미약

‧ 지역 여건에 맞는 파급효과 창

출 필요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 필요

‧ 예산 규모에 따른 산업 편중

해당 

사례

‧ 전북 동부권

‧ 경북 북부권

‧ 강원 정선

‧ 강원 영월(비금속 소재)

‧ 강원 강릉(소재)

‧ 제주(화장품)

‧ 전남 장흥 ·전북 순창(미생물)

‧ 경북 안동(백신)

‧ 강원 춘천(헬스케어, 화장품)

자료: 저자 작성.

도·농 파트너십의 특성을 기준으로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을 구분하면, 광역

단위의 공식적 파트너십, 권역 거점 중심의 느슨한 파트너십, 지자체 단위의 비공

식적 파트너십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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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광역 단위의 공식적 파트너십 유형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 지역산업 정

책에 의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연구소), 민간 차원의 관련 주체들이 참여해 

공식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사례이다. 광역단위로 

지역산업 계획과 전략이 세워지므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산업육성 전략이 중요

하다. 광역지자체의 예산 확보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수

행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에 속한 인적·물적 자원의 접근이 용이해 성과의 파급효

과가 광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차이 나거

나 주도적인 산업진흥 계획 수립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전북 동부권 발전사업

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광역지자체와 일부 기초지자체 간의 전략 수립으로 느슨한 파

트너십을 형성하는 사례이다. 광역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약시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으로 연구·기술성과를 이전해 파급효과와 연계발전을 유도한다. 하

지만 지역의 생산·유통 기반이 열악할 경우 주변도심으로의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파급효과가 일부에 그칠 수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시·군단위의 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필요할 경우에만 광역지

자체나 타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례이다.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 전

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정확히 분석해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진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이전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의 생산기반이

나 역량에 따라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절된 네트워크로 시장정

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산업 침체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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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저밀도 경제 관련 도·농 협력 방식의 유형 및 특성

공간 단위 광역 단위의 도·농 연계 권역 거점 지역 중심의 연계 시·군 단위의 산업 육성

전략수립

주체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도농

파트너십

혁신

네트워크

‧ 광역과 지자체 연구소 간 공식

적 파트너십 형성 및 인적 물적 

교류(예산지원, 공동 연구개발 

수행)

‧ 지자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

으로의 연구 성과 이전-파급효

과 발생

‧ 참여자 성격, 참여 지역의 범위, 

참여자 수 등이 유연

‧ 공공기관과 상시적 교류

‧ 민간, 공공의 협력 

‧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느슨한 

파트너십 형성

‧ 광역연구소 및 지원기관을 중

심으로 산업 육성

‧ 도내 R&D 역량을 집약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소의 분원 유

치를 적극 추진

‧ 행정구역을 탈피해 연계발전 

가능

‧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낮음

‧ 지역의 역량‧가용 자원의 정확

한 분석 가능

‧ 지자체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기술이전 발생

‧ 필요에 따라 광역, 타 기초지자

체 간 비공식적 파트너십 형성

성과

‧ 장기적 전략 수립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 용이 및 안정적 집행 

가능

‧ 기업은 광역네트워크에 속한 인

적·물적 자원 접근 용이

‧ 파급효과가 광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 및 

연계 연구 수행으로 산업 시너

지 창출

‧ 지역 간 연관산업 성장은 가치

체인 형성으로 파급효과 발생

‧ 지역주도적 기획‧관리하는 지

역산업진흥체계 구축 

‧ 시장변화에 따라 빠른 대응

‧ 지자체 지원기관의 공동장비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가능

문제점

‧ 시·군의 지원기관 역량에 따라 

성과 차이 

‧ 한정된 재원하에서 다수의 산업 

육성으로 역량 분산‧투자 효과 

저하, 신산업 발굴‧육성에 한계

‧ 지역(시·군) 주도적 산업진흥계

획 수립에 있어 제약이 있음 

‧ 기업의 역량에 따라 네트워크 

규모 결정

‧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적

‧ 기초지자체의 생산기반이 열

악할 경우 도심으로의 지역공

동화 현상 발생

‧ 지역 내 공동 생산기반이 확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업의 추

가 비용 발생 

‧ 제한된 대내외 정보 교류로 지

역 산업 침체 가속화 가능

‧ 지자체 연구소 경쟁에 따른 연

구성과 파편적 산재

관련 사례

 및 

거점기관

전북 동부권 발전 사업: 전북생물

산업진흥원 및 지자체연구소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릉)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전남천연자원연구센터(장흥)

영월산업진흥원(영월)

지자체연구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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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저밀도 경제 사례 입지 요인 및 생산활동 특성

2.1. 입지 요인 및 생산활동 특성 분석 개요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입지하게 된 요인과 지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역

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 및 그 결과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공간

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업 단위의 입지 요인 분석을 통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입지상 우위를 파악하고, 지역의 제약 요인을 통해 저밀도 경

제의 특성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업들의 정책 수요를 도출하

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설문조사 지역은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 경상북도 북

부,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강원도 지역은 강릉, 춘천 등 도시 연

계 지역과 영월·태백·정선 등 원격 농촌에 입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생물 소재, 화장품, 의약품), 비철 금속 소재 관련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상북도 북부권은 안동을 중심으로 주변 시·

군(안동, 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에 입지하는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북 동부

권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6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

창, 남원)에 입지한 식품제조업 및 화학(생활소재, 화장품) 제품 제조업 기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였

으며, 이메일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총 218개사로부터(강원도 40개사, 전

라북도 94개사, 경상북도 84개사) 설문지를 회수했다. 저위기술 기반의 음식료품, 

섬유 제조업체 비중과 중·고위 기술 기반 제조업체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기

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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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 기업 생산활동 분석 결과

2.2.1.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 기업 입지 특성

설문조사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 입지 요인으로 ‘저렴한 지대 및 임대료

(58.7%)’를 꼽은 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기업가 개인적 선호

(39.9%)’, ‘원료수급의 용이성(39.4%)’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4-5>.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리적 이점이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난다. 원격 농촌의 경우 ‘원료수급의 용이성(52.7%)’을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응

답한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 연계 지역에서는 ‘고객업

체와의 근접성(30.5%)’을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높았다<그림 

4-6>. 이는 사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원격 농촌 

사례 지역은 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혹은 천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원료 수급의 용이성이 중요한 입지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은 OECD 저밀도 경제에서 강조하였던 이동 불가능한 지역의 자원

에 기반하여 교역가능한 부문의 기업들이 집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원료 수급

의 용이성과 더불어 고객업체와의 근접성도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저밀도 경제 지역의 일반적 입지 환경 중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기업들이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고객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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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기업의 입지 요인(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6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별 기업의 입지 요인(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설문조사를 통해 저밀도 경제 지역 내 입지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점차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는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지역은 기업이 입지한 시·군과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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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까지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지난 5년간 지역 내 생산활동 관련 활동 비중의 

증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원료 공급, 판매 거래, 동종

업체 협력,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 전 조사문항에 걸쳐 지역 내 활동이 증가한 기업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거래 비중의 경우 증가한 기업도 많았지만 지역 

내 비중이 감소한 기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그림 4-7>.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도시 연계 지역에 비해 원

격 농촌에서 지역 내 활동이 증가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격 농촌

에 입지한 기업들의 원료 구입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지원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8>. 이

상의 결과들은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에서 기업들이 지역 내 활동을 늘려가면서 

점차 착근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4-7 최근 5년간 지역 내 생산 활동 비중 증가 여부 응답 비중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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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별 최근 5년간 지역 내 생산 활동 비중 증가 현황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2.2.2.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의 기업 협력관계 특성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의 기업 네트워크 특성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저

밀도 경제 입지 기업들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 시·군을 포함하여 지역 내 주체와의 협력관계에 참여한 경험 여부

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인이나 지역내 비공식적인 모임(40.8%)’을 통해 협

력관계에 참여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진흥원, 재단 등 지자체 소재의 지원기

관이나 공공기관과의 협력(31.2%)’, ‘동종업체’, ‘연구기관’, ‘타 경영체’ 등의 순

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9>. 비공식 모임과 지역 내 지

원기관의 경우 타 주체에 비해 국지성을 띠는 주체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원격 농촌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지역 내 주

체와의 협력 관계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10>. 이는 거래 관

계에서도 확인된 특징으로 원격 농촌일수록 기업 네트워크의 국지성이 높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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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지역 내 주체와의 협력관계 참여 여부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10 지역 유형별 지역 내 주체와의 협력관계 참여 여부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생산 활동별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조사한 결과, 기업체들은 생산에 필요한 

시장 정보를 ‘고객업체(51.8%)’, ‘동종기업(51.4%)’에서 획득하는 비중이 가장 높

았으며, ‘원료 공급업체’, ‘기업내부’, ‘지역 기업 협의체’, ‘비공식모임’이 뒤를 이

었다<그림 4-11>. 지역 유형별 시장정보 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도시 연계 지역의 

경우 고객업체, 원료업체 등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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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격 농촌에 입지한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종기업

과 지역 내 기업 협의체의 의존도가 도시 연계 지역 기업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4-12>. 

그림 4-11 시장정보 획득 경로(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12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별 시장정보 획득 경로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생산 공정 개선 등 제품혁신 활동과 관련한 협력 주체의 

경우  ‘고객업체’, ‘기업내부’라는 응답이 40%를 넘었으며 ‘동종기업’, ‘원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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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그 뒤를 이었다<그림 4-13>.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

장정보 구득경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도시 연계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고객

업체 및 원료 공급 업체 등 거래 주체와의 협력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

로 원격 농촌에 입지한 기업들은 동종기업, 기업 협의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4-13  혁신활동 협력 주체(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14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별 혁신활동 협력 주체(복수 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기업체의 시장정보 제공 및 혁신 활동 협력 주체의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역시 

지역 내 주체와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기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시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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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기업 및 기관은 ‘동일 시·군’에 위치해 있으며(71.6%), 2위 

기관은 ‘그 외 국내지역(36.6%)’과 ‘동일 시·도(33.7%)’로 나타났다. 생산에 필요

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동일 시·군이나 시·도에 위치한 비중이 높은 데 

비해,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나 기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낮았다<그림 

4-15>. 제품 혁신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동일 시·군’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1, 2, 3위 기관 모두 기업과 동일한 시·도 내에  위치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데 반해, 해외에 위치한 기관이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 내외였다. 

그림 4-15  시장정보 구득을 위한 협력 주체 위치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16  혁신 협력 주체 위치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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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은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

고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형성한 협력 네트워크가 지역 내에 착근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생산 및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서도 지역 내 협력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지원 기관 

등 지역 산업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관들이 지역 내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저밀도 경제 지역의 제약 요인 및 정책 수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입지하고 있는 저밀도 경제 지역의 제약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약 요인은 향후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 정책 내용과 관련한 

기업체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다.

설문조사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현재 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61.0%가 생산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60.1%의 기업이 전

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33.5%가 교통, 통신, 부지 등의 물리적 하부구조가 열악하여 어려움을 느

끼고 있으며, 24.3%가 법률, 회계, 금융 등의 사업자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

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4-17>. 지역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원격지 농촌에 입

지한 기업일수록 인력 수급의 문제를 체감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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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기업활동 수행 시 지역적 제약 요인(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18  지역 유형별 기업활동 수행 시 지역적 제약 요인(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현재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도 인력 수급과 관련한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이미지 또는 브랜드 가치가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평균 3.2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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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특화산업 육성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평균 3.18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그림 4-19>. 

그림 4-19  산업여건 평가(평균, 5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저밀도 경제 지역의 미래 잠재력과 관련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환경으로는 역시 인력과 관련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62.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저밀도 경제 지역 기업의 53%가 

지역 내의 거래시장이 부재하거나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42.4%가 외부시

장과의 낮은 접근성이 기업활동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농축수산업 중심의 열악한 지역산업 구조를 제약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인력 수급과 더불어 시장 및 산업 생태계 등 열악한 지역 산업 

구조가 향후 저밀도 경제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그림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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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입지 지역의 잠재력과 관련한 기업활동의 제약요인(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현재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

부·지자체의 지원은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54.5%)’으로 통근, 정주환경 정비 등

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저밀도 경제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산업단지 조성 및 정비’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인력 채용을 위한 지

원 등은 현재 고용 정책에서 극히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고용

서비스나 인력 훈련보다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인력 채용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그림 4-21>. 

그림 4-21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지원(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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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저밀도 경제 지역의 공간 연계 특성 및 수요 

설문조사에서 기업체가 응답한 거래 업체의 위치를 바탕으로 저밀도 경제 사례 

지역별 공간 연계의 특성과 형태를 분석하였다.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네트워크 

국지성 지수를 통해 기업체의 네트워크가 지역 단위로 국지성을 띠는지를 판단하

였다. 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 4.0을 사용하였으며, 권역 

단위를 기준으로 Block-Modeling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간 연계 map을 도출하였

다. E-I(External-internal) 지수41)와 Cohesion Index,42) SMI(Segregation matrix 

index)지수43)를 활용하였다. 세 지수 모두 해당 집단의 집단 내 네트워크와 집단 

외 네트워크의 상대적 발달 정도를 판단하는 수치이다. 분석 결과는 실제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의 기업 네트워크 분포와 함께, 지역 산업 정책을 추진할 때 과

소·낙후 지역의 공간 단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22>는 사례지역 중 전라북도 동부권 기업체들의 구매거래 네트워크를 

지역 간 네트워크로 구조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시·군 및 동부권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군과의 네트워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4-23>은 전라북도 동부권 기업들의 판매거래 네트워크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각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묶음은 동일한 광역권 단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전북 동부권 시·군 근처에 입지한 광역권 단위일수록 네트워크 연결 빈도

가 높은 것이다. 구매거래의 경우 기타 전라북도 지역 및 광주·전라남도 지역과의 

협력 관계가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뒤를 이어 수도권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판매거래의 경우 기타 전북지역과 함께 수도권 지역과의 네트워크 비중이 높은 특

징을 보인다. 

41)  






 





 



      

=i 지역 기업들의 외부 네트워크, 


=i 지역 기업들의 지역 내 네트워크

42) 지역 내 네트워크 밀도를 지역 간 네트워크 밀도로 나눈 값. 1보다 클수록 지역 내 네트워크 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3) 그룹(지역) 외 연계 밀도와 그룹(지역) 내 연계 밀도 비율을 계산한 값. 1에 가까울수록 그룹(지역) 내 연

계 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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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전라북도 동부권 구매거래 연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102 |

그림 4-23  전라북도 동부권 판매거래 연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24>, <그림 4-25>는 각각 경상북도 북부권 기업체들의 구매거래 및 판

매거래 네트워크를 지역 간 네트워크로 구조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구매거래의 

경우 기타 경상북도 지역과의 협력관계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판매거래의 경우 

수도권 주체들과의 연계 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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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경상북도 북부권 구매거래 연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4-25  경상북도 북부권 판매거래 연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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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그림 4-27>은 각각 사례 지역 중 강원도 입지 기업체들의 구매거

래 및 판매거래 네트워크를 지역 간 네트워크로 구조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구

매 및 판매 거래 모두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4-26  강원도 입지 기업 구매거래 연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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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강원도 입지 기업 판매거래 연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4-7>, <표 4-8>은 각 사례 지역 구매 및 판매 거래 네트워크의 지역 내외 비

중을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지수를  분석한 표이다. <표 4-7>은 분석단위를 권

역으로 설정한 것이며, <표 4-8>은 분석단위를 광역지자체(도) 단위로 설정한 결

과이다. E-I 지수는 지역 내로 연결되는 연계수와 지역 외 연계수를 비교하는 것으

로 E-I 지수 1은 모든 연계 주체들이 지역 외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4-7>, <표 

4-8>에서 보듯이 춘천 및 인근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의 E-I 지수는 1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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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매 및 판매 거래 모두 외부 지역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Cohesion 지수는 지역 내 연계 밀도와 지역 외 연계 밀도를 비교한 값이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 밀도를 기준으로 지역 내 연계 밀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1인 경우 지역 내 연계 밀도와 지역 외 연계 밀도가 같음을 의미한

다. 1보다 큰 경우 해당 지역 내 연계 밀도가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연계 밀도보다 

큰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지적 네트워크가 발달했음을 보여 준다. 구매거래에 

있어 강릉지역의 네트워크가 발달했으며, 판매거래에서 경북 북부 지역의 네트워

크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을 보인다. 그 외에는 모두 지역 외부의 네트워크 연계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권역 단위의 국지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SMI 지수는 그룹(권역) 간 분리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SMI 지수가 1인 경

우 지역 내 주체들이 모두 내부 주체와의 연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SMI 

지수가 –1인 경우 모든 주체들이 그룹(권역) 외 주체와 연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

미한다. <표 4-7>, <표 4-8>에서 보듯이 Cohesion 지수와 마찬가지로 강릉 및 경

상북도 북부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지역 외부와의 연계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4-7  저밀도 경제 지역 구매거래 네트워크 지수(권역 단위)

지역 E-I 지수 SMI 지수 Cohesion 지수 네트워크 밀도

강릉권 0.789 0.143 1.176 0.167

춘천권 1 -1 0 0

전북 동부권 0.846 -0.067 0.875 0.250

경북 북부권 0.739 -0.089 0.836 0.16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표 4-8  저밀도 경제 지역 판매거래 네트워크 지수(권역 단위)

지역 E-I 지수 SMI 지수 Cohesion 지수 네트워크 밀도

강릉권 0.905 -0.176 0.7 0.167

춘천권 1 -1 0 0

전북 동부권 0.859 -0.262 0.576 0.167

경북 북부권 0.699 0.003 1.005 0.26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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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는 각 사례 지역별 구매 및 판매 거래의 Cohesion 지수를 지역 단위별

로 측정한 값이다. 각 권역 단위(춘천, 강릉권, 전북 동부권, 경북 북부권), 시·도 단

위, 광역권 단위로 지역 범위의 변화를 주면서 네트워크의 국지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권역단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거래 관계의 국지성을 시·도 및 광역

권 단위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다. 구매 거래의 경우 시도 단위에서 국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 거래의 경우 광역권에서 가장 높은 국지성을 나타냈다. 저

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의 기업들은 시·도 및 광역권 단위에서 거래 관계가 착근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9  저밀도 경제 지역 판매 및 구매 거래 지역 단위별 Cohesion 지수

지역
춘천 전북 동부권 경북 북부권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권역 0 0 0.875 0.576 0.836 0

시·도

(강원, 전북, 대구경북)
0.647 0.500 1.259 1.111 1.165 1.449

광역권

(강원, 호남, 영남권)
0.647 0.500 1.224 1.227 1.060 1.64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표 4-10>은 조사 대상 기업들이 느끼는 각 지원기관별 입지 지역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기능이 

입지해야 하는 지역 범위에 대한 조사 결과, 기관 유형별로 입지해야 하는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원격 농촌 기업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지원서비

스나 협력 주체들이 인접 시·군 안에 입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

으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원 기관 등은 동일 시·도 내에 입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도시 연계 농촌의 경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과 인접하여 입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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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지원 기관·기능의 입지 지역 범위(누적)

단위: %

구분

원격 농촌 도시 연계 농촌

동일 시·군

내 

인접 시·군 

내  입지

동일 시·도 

입지

동일 시·군

내 

인접 시·군 

내  입지

동일 시·도 

입지

대학 2.7 18.9 58.1 12.5 35.2 60.2

연구 기관 12.2 47.3 73.0 18.8 39.1 66.4

기업 지원 기관 12.2 43.2 81.1 24.2 53.1 81.3

민간 경영 컨설팅 12.2 33.8 74.3 28.9 64.8 90.6

법률 및 회계 서비스 16.2 47.3 74.3 33.6 71.9 96.9

금융 서비스 36.5 63.5 82.4 53.9 78.1 90.6

홍보·마케팅 33.8 62.2 81.1 53.9 83.6 95.3

인력 중개 52.7 73.0 86.5 64.8 90.6 97.7

인력 훈련 48.6 70.3 83.8 63.3 91.4 95.3

동종·경쟁기업 28.4 56.8 79.7 37.5 78.1 96.9

원료 공급 기업 47.3 67.6 87.8 51.6 75.8 89.1

제품 판매 및 유통 주체 33.8 58.1 78.4 50.0 75.0 87.5

주: 설문 문항의 ‘인접 시·군 내 입지’, ‘동일 시·도 입지’ 항목을 선택할 경우 하위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누적 집계하여 산출함.

     인접 시·군 내 입지= 동일 시·군 내 입지+인접시·군 내 입지

     동일 시·도에 입지= 동일 시·군 내 입지+인접 시·군 내 입지+동일 시·도 입지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저밀도 경제 사례 지역에 대한 공간 연계 분석 및 지원 주체 수요 분석 결과는 정

책 추진 단위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거래 관계의 경우 동일 권역보다

는 시·도나 광역권 등 배후지역을 연계한 지역 단위에서 국지성이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이 협력 주체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주요 지원 주체의 경우에도 지역 

유형별 차이는 있으나 인접 시·군 등 주변 지역에 입지하면 충분하다는 수요를 확

인하였다. 특히 원격 농촌의 경우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연계 지역에 

비해 기업들이 생각하는 지원 주체의 입지 허용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그림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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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지원 기관·기능의 입지 지역 범위(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3.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

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밀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 ‘교역 

가능한 부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역산업 정책이나 농촌산업정책,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농림어업이나 음식료품 제조업 등 농

촌 산업의 다각화·사업전환 그리고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혹은 지자체 차원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의 전환, 다각화 과정에서 지역 내 입지한 지원기관(지자체 출연 연

구 및 기업지원기관)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북도 

북부의 백신산업 육성이나 전라남도 장흥의 천연물 소재산업 육성과 같이 신산업

을 육성하는 지역에서는 기존 지역 혁신기관들이 새로운 산업의 네트워크 거점 역

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의 전환 및 다각화를 병행하고 있었다. 지역 내 혁신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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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 강릉이나 영월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지원 기관

을 설립하는 지역도 있었다.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업들이 지역 내 위치

한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발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밀도 경제 지

역에서 이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도·농 파트너십의 경우 지역의 여건 및 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도·농 파트너십 형성에 해당하는 지역 간, 기관 간 공동 사업이 추진

되고 있다. 사례 조사 결과 권역 거점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입지한 기업

과 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지자체 지원기관과의 협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

북도 동부권 발전사업과 같이 지역 산업 육성 기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광역자치

단체)의 전문가 및 인력들이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경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역에서 유치·추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지역마다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산업 및 농촌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개별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가운데 다양한 층위의 지역산업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내외부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 사례들에서 다양한 정책 부문 간 연계 추진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인력 수급

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관련

해서도 인구 과소화·고령화 등의 인구 변동을 가장 시급한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고용서비스(인력 훈련 등) 외에 정주여건이나 통근 환

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관련 문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산업 정

책이나 고용 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 정책과 연계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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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밀도 경제 사례 지역의 기업체 네트워크 실태는 저밀도 경제 지

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공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권역 단위나 

지역 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판매 및 거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시에 인력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기업지원 서비스의 입지 범위를 

인접 시·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는 시·군 단위의 완결된 산업 생태계 

구축이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산업 육성 전략과 별개로 실제 기능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발달하고 있는 권역 단위의 산업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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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및 수요

1. 저밀도 경제 지역 대상 산업 정책 현황

1.1. 농촌산업 육성 정책 추진 경과 및 한계44)

김용렬 외(2013)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농촌산업 육성 정

책에는 농촌산업을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공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여기서 농촌공업은 공간적으로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

를 바탕으로 농촌공업을 정의할 때에는 입지와 제조업이라는 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기존의 농촌공업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주

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거나 도시지역과 노동력 등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

했다.

2000년대 이후 농촌산업을 다시 정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박석두·김태연 

2004), 향토산업(이동필 외 2007), 농어촌산업(이동필 외 2008) 등의 개념이 등장

44) 본 항의 내용 중 기존의 농촌산업정책에 대한 내용은 김용렬 외(2013)와 김광선 외(2018)에서 관

련된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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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들은 광의의 농촌산업을 ‘지리적으로 농촌에 입지하며, 산출물의 원료

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김용렬 외 2013). 

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0년대부터 농촌산업과 

관련하여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을 실시하였다(김광선 외 2018). 농촌자원복합산

업화지원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

산 중심의 1차산업을 2차, 3차산업과 융합하고 지역의 산업을 다각화하여 농어촌

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1차 생산물인 농림축산물의 고급

화 및 다양화, 상품개발, 문화상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또한, 1·2·3차 산업

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제조 및 가공 시설, 체험 및 전시 시설, 

농촌 관광, 6차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

수, 농촌산업화 기획 및 평가 지원도 한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농민, 산업,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

공·판매를 증진하고,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자체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으로 한정되며, 

직접적으로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자산

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산업 고도화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특화산업 육성과 생활 및 문화 기반 구축을 함께 

지원한다.

김광선 외(2018)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농촌산업정

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

업,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적은 농촌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이다. 기존 농촌산업

정책은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저밀도 경제 지역을 지원하고 있

다. 농촌산업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견 및 활용하여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 및 농촌 체험, 관광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산업을 포괄하여 지

원하고 있다.

농촌산업정책의 지원 대상은 저밀도 경제 지역이지만, 정책 및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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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는 행정적으로 시·군에 한정된다(<표 2-6> 참조). 이는 시·군을 넘어 도시지

역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 기반이 낙후된 시·군에 

있는 기업은 자체적인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에 대한 능력 혹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에 지역의 연구소나 지원기관이 위치하지 

않는 경우 타 지역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실제로 저밀도 경제 사례 지역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 거래 관계 및 혁신네트워크 등에 있어 인접 시·군, 광역자치단체 단위

의 기능적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산업정책에서는 공간적으

로 시·군의 범위를 넘어 도시 혹은 타 시·군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한 실정이다. 

저밀도 경제 논의와 관련하여 기존 농촌산업정책에서는 타 부문과의 정책 연계

에 대한 통합적 접근 또한 부족하다. 저밀도 경제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산업 기반

과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밀도가 낮다. 열악한 정주 여건과 낮은 인구 밀도는 

낮은 노동력 공급으로 이어진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저밀도 경제 지역 기

업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생산 인력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그림 

4-17> 참조). 또한 노동력 공급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1> 참조). 이는 저밀도 경제 지역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농촌산

업정책만으로는 농촌지역의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농촌 대상의 다양한 정

책 부문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2. 지역산업 육성 정책 추진 경과 및 한계45)

지역발전위원회(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은 1995년 「산업기

술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

45) 본 항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내용 중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내용은 지역발전위원회(2017)와 박창

현·방형욱(2019)을 요약·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저자가 최근의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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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C) 설립과 이후 1998년 테크노파크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산업정책

은 지자체의 산업 육성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산업 배치와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 역량 배양이 목적이었다.

이후 1999년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의 4개 지역에서 각각 시행된 섬유, 신발, 광

산업, 기계산업에 대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을 본격적인 지역산업정책의 시발점으

로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이 지역 산업 정책의 주

요 목적이 되어, 본격적인 지원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지역혁신센터구축사업(RIC), 기초지자체연구소사

업(RRI), 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4개 지역 외의 9개 지역에 대한 지역전략산

업진흥사업 등이 시행되었다.46) 

2009년부터는 기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진행되던 지역산업정책이 2~3개 

시·도가 포함되는 광역권 단위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산업 인프

라 구축 사업은 축소되었다. 지역산업정책은 광역경제권 중심의 광역선도산업육

성사업, 시·도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시·군·구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2013년부터는 지역산업정책의 단위가 광역경제권에서 시·도가 중심이 되는 것

으로 변화하였다. 기존 시·군·구 단위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지역혁신센

터구축사업(RIC), 기초지자체연구소사업(RRI)을 시·도 단위로 조정하였다. 따라

서 지역산업정책은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과 신(新)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다시 시·군·구 단위의 지역생활권 및 산업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은 시·도 간 연계 중심의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도 중심의 지

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시·군·구 중심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재개편되었다.

과거 지역산업육성정책 및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46) 지역발전위원회(2017)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모두 RIS 사업으로 간주

하고 있고, 박창현·방형욱(2019)에서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만을 RIS 사업으로 칭했다. 이 연구

에서는 R&D 위주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과 통합되어 지역연고산업진흥

사업으로 되었으므로, 지역발전위원회(2017)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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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2018년부터 광역 단위의 경제협

력권산업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통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원 사업 투입 

비중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산업육성사업에 투

입되는 예산의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시·군·구에 대한 지원이 중심인 지

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인프라 등 기반조성에 관련된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감소

하였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지

역산업정책의 단위가 시·도 중심이 되어 2015년부터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상

대적으로 시·도가 중심이 되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사업별 예산의 변화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열악한 저밀도 경제 지역

에 투입될 수 있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 감소폭

은 전체 지역산업육성사업 감소 비율을 상회한다. 

표 5-1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739 757 673 598 385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1,561 1,759 1,908 2,128 2,020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3,600 2,996 1,691 1,911 1,875

계 5,900 5,512 4,272 4,637 4,280

주: 기술평가비와 공공기관연계사업비는 제외한 금액이며, R&D와 비R&D에 대한 지원을 합한 금액임.

자료: 강정훈(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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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 흐름

 자료: 박창현·방형욱(2019).

지역산업육성정책 및 사업 중 대상 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한 세 개의 지역산업육

성정책 중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 주민 등의 주도로 시·군·구 단위의 특색 있

는 자원을 발굴한 후 지역의 산·학·연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추진되어 왔다. 특히 지역주력산업육

성사업 등 지역별 핵심산업육성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밀도 경제 지역과의 관련성이 높은 지원사업이다. 

2013년에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 시·도 단위 중심의 신지

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되었다. 2014년에는 시·도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산업 여건이 열악한 시·군·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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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어 풀뿌리육성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 재개되었다. 

이후에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서 시·도 중심의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별

개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47)

지역산업육성정책 중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은 시·도 단위에서 육성이 가능한 

주력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은 1999년 4개 지

역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추가로 9개에 대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총 13개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4+9 지역전

략산업진흥사업).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지역주력산업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은 아래의 <표 5-2>와 같다. 

표 5-2  시·도별 주력산업 현황(2018~2020년)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 복합금형, 스마트

가전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

스, 클린에너지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

재, 친환경에너지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수출, 기계소재부품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

레이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

자재, 탄소·복합소재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

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

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

리드

자료: 박창현, 방형욱(2019).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된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으로 시

작되었다. 당시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단위를 연계하여 각 

산업별로 협력 시도를 지정하였다. 2014년까지 진행된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은 

47) 추가적으로 2015년부터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공공기관연계사업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

업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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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진행 및 시·도의 연계를 국가가 주도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으로 시행되

었다(지역발전위원회 2017).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협력 시·도

에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고, 지원 분야는 R&D와 비R&D 분야로 구성된다. 

2019년 기준 지역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협력프

로젝트 및 협력 시·도는 아래의 <표 5-3>과 같다. 각 협력프로젝트에는 2~3개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이 안에는 다시 총 38개의 품목이 있다.

표 5-3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프로젝트 및 협력시도 현황(2019년)

산업 협력프로젝트 협력시도

바이오헬스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 대전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개발 충남, 세종

스마트·

친환경 선박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 전남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에너지

신산업

도심 특화 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사업 광주, 전북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 강원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gortgla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전기·

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사업 대구, 경남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 부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 세종

첨단 신소재

금속/고분자/세라믹 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 경남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사용화 개발 경북, 대구, 울산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사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 충남

프리미엄

소비재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 12. 27.).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시·도 

단위 혹은 광역경제권에서 주력이 되는 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위의 <표 5-2>와 

<표 5-3>을 보아도 대상 산업은 대부분 중화학 공업이거나 첨단 산업이다.48) 이 

48) 전라북도의 농생명소재식품산업은 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제5장 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및 수요 | 123

산업들은 대부분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산업의 집적도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이들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 혹은 도시 근교 지역일 것이

다. 따라서 산업 기반이 열악한 저밀도 경제 지역에 위와 같은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새롭게 입지할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경제

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역산업정책으로는 

보기 어렵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시·도의 주력산업은 아니지만, 지역의 생물자원, 천

연자원, 전통문화자원, 전통밀집자원 등 지역의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지자체 주

도로 지역 내 테크노파크, 지역연구소, 지역산업진흥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술 개

발 및 이전,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산

업 분야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해당 시·도에 소재한 대학, 테크노파크, 지

역특화센터, 출연연구소 등이며, 참여 기업은 해당 시·도에 소재한 기업이다. 지원

은 연구개발(R&D)과 비R&D 분야로 나누어진다. R&D 분야는 수혜기업의 수요

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통기술 개선, 첨단기술 융복합, 수요연

계형 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비R&D 분야에는 인력양성, 네트워

킹, 경영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 사업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연고산업육성정책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연

고자원 품목은 다음의 <표 5-4>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1차산업과 연계한 품목이

나 각 도별 주요 산업 집적지가 아닌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왔

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37호’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원 대상

산업 부문이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선박 부품, 화학 제품·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한 분야로 한정되었다.49) 

49) 본 고에서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2014년부터 시행된 풀뿌리기업지원사업도 포함한다. 한국

산업기술원 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풀뿌리기업지원사업은 R&D 중심으로 2020

년까지 지속되나, 신규사업은 새로이 지정하지 않고 계속 사업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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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정책 연고자원 품목(2014~2016년)

지역 발굴 품목(시·군·구) 지역 발굴 품목(시·군·구)

강원

(7)

목공예품(동해), 커피(강릉), 

DMZ힐링우드(양구), 황기(정선),

잣나무(홍천), 연옥(춘천), 탄산염광물(영월)

부산

(5)

해양바이오헬스(서구),

고령친화기기(기장), 패션잡화(강서),

에너지시스템부품(부산),

수상레저기구(강서구, 양산, 울주)

경남

(3)

실크소재 전통의상(진주),

전통다류(하동), 한천(밀양)

울산

(2)

중공업유무기산업부산물(울산, 양산),

발포소재(울산, 양산, 경주, 밀양)

경북

(6)

한지형 생물자원(의성), 금강송(울진),

전통농악기(김천), 고추(영양),

산약(마)(안동), 풍기인견(영주)

전남

(6)

타월(나주), 다시마(완도),

산수유(구례), 패스너(순천),

수산기자재(영암), 패류(완도)

광주

(6)

CoBe(광산), 인테리어 소품(광주, 담양),

건강용품(광주, 화순, 장성),

바이오소재(남구), 콘텍트렌즈(광산)

전북

(4)

오미자·천마(진안), 한류패션(익산),

천연섬유소재(Eco-Tex)(전주),

닥나무소재(김제)

대구

(6)

레저스포츠웨어(대구), 안경테(대구),

알루미늄창호부품(대구), 농업기계(달서구),

주얼리(중구), 생활융합섬유(서구)

제주

(3)

제주 무(제주, 서귀포),

전통생활용품(제주, 서귀포), 

조릿대, 약초(제주, 서귀포)

대전

(4)

안경렌즈(대전, 대덕), 타월패브릭(대전,

금산), 한방천연물(대전, 금산), 

안전연구기자재(대전)

충남

(5)

백삼(금산), 한산모시(공주, 부여),

공예상품(공주, 논산, 부여),

온천수(아산, 천안), 머드(보령)

세종

(1)
구절초(세종)

충북

(4)

슈퍼푸드(청주), 밤(충주, 제천, 음성),

초정광천수(청주), e-표면처리소재(충주)

자료: 박창현, 방형욱(2019).

이러한 지원 산업 부문의 축소는 농촌산업정책과의 중복성에 따른 것이지만, 

저밀도 경제 지역의 다양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회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2014년에 시·도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이 진행되었던 당시와 비슷하

게 산업 기반이 열악한 시·군이 그렇지 않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50)

50) 지역발전위원회(2017)에 따르면 201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 시·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된 시·군·구가 발생하여 이들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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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밀도 경제 성장 동력 관점에서 본 기존 지역산업 

정책의 한계

지역의 자원이나 경쟁우위에 기초한 교역 가능한 부문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것

은 저밀도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이다. 이때 교역 가능한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

에 편입될 수 있는 수준의 경쟁우위를 가져야 한다. 기존 농촌산업정책은 지역 특

화품목을 기반으로 한 제조·가공 산업의 육성을 지향했다. 지역연고산업지원사업 

또한 지자체 특화 자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꾀한다. 언급한 

정책과 지원사업 모두 지향하는 바는 저밀도 경제의 교역 가능한 부문을 찾는 과

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농촌산업정책과 지역연고산업지원사

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우위에 대한 사전적 고려가 부족하다.

농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들은 지역 단위의 가치사슬 형성을 지

향한다. 농촌산업정책은 해당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농촌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저밀도 경제 지역은 2장의 논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

원 기관, 연구소, 원료공급 및 판매업체, 기업지원서비스 주체 등 완결된 지역 산

업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저밀도 경제 지역에

는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물적 인프라와 사업자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원격지 농촌지역에 있는 기업은 도시 근교에 있는 기업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시장조사, 경영상담, 설비 및 시설과 관련하여 동일 시·군보다는 

시·도에 있는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도시에 있는 기능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이는 3장에서 사업지원서

비스업이 지난 5년간 대도시 주변에서 성장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그림 

3-7> 참조). 낙후된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 단위를 넘

어서는 네트워크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지역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산업 육성 전략이 부재하다. 

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부문 간 연계 또한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를 통해 볼 때, 지역 기반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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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산업 및 지역산업육성정책 간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두 사

업 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산업육성정책은 지역 1차

산업과 연계한 생산 및 기초 가공의 육성 중심이다. 그리고 중기부 및 산업부의 지

역산업정책은 식품 외 제조업 육성 중심이다. 정책 간 대상 영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산업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에서 지속적인 산

업의 육성과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저밀

도 경제 사례들 중 지역의 1차산업 및 관련 제조업에서 신산업으로 전환, 다각화

한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산업육성정책하에서는 저밀도 경제 지

역에 위치한 기업이나 혁신기관이 지역산업의 다각화나 전환을 꾀할 때 지원을 받

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내 농업 및 농촌산업 지원 기관이 1차산업 중심으로 되

어 있어, 제조업으로의 기업 다각화, 고도화,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중기부의 지역산업정책은 1차 농산물의 기초 가공 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

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기부, 산업부와 농식품부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군구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변화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중소벤

처기업부의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계획’에서는 기존 지역연

고산업 육성사업에 포함되었던 식품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및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 중 기존 농식품 

가공업을 기반으로 소재, 바이오산업으로 지역 산업 구조가 고도화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사례들의 성장 과정과는 배

치된다. 

다음으로 정주 여건이 열악한 저밀도 지역 내 산업의 인력 확보에도 정책 부문 

간 연계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책들이 부재하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

이 지적한 저밀도 경제 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생산과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하지만 농촌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 혹은 도시지역과의 

교통망 확충을 통한 노동력 확보에 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한 고려는 없다. 또한, 

전문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도 대학 학부 혹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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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는 노동 공급, 대학 이상의 고위 교육, 산업 정책의 세 가지 

영역에서 분절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에 다양한 정책 부

문 간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5  기존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 정책의 한계

저밀도
경제 전략

농촌산업정책
지역산업정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교역 가능한 

부문의 육성

· 시장 경쟁력에 대한 고려 부족

· 1차 생산물의 생산 및 가공 중심으로 산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에 대한 지원 부족

· 시장 경쟁력에 대한 고려 부족

도·농

파트너십

· 해당 시·군 단위로 완결된 공간을 설정하여   타 

지역 및 도·농 연계에 대한 고려 부족

· 도시지역에 있는 사업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 

필요

정책

부문 간

연계

· 단순 가공에서 산업의 다각화, 고도화, 전환을 

  하려고 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저밀도 지역에 대한 노동력 공급 대책에 대한

   타정책 부문 간의 연계 필요

·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상 산업이

   없음(2019년).

· 제조업 중심의 지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

· 저밀도 지역에 대한 노동력 공급 대책에 대한

   타정책 부문 간의 연계 필요

다층적

거버넌스

· 시·군·구 중심의 사업으로 시·도와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자율성이 부족함. 

자료: 저자 작성.

2. 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및 개선과제

2.1. 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농촌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문헌조사 이외에 

지역산업육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 지자체 연구소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밀도 지

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의 애로사항, 기존 지역산업의 한계점, 정책의 수요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지

역산업 다각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주된 제약요인과 그에 따른 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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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현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개선 수요에 대해 조사하였다. 면담 조사

는  <표 5-6>의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표 5-6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전문가 면담 개요

일시 면담조사 기관

19. 05. 10. (금)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19. 07. 24. (수)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9. 07. 25. (목)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19. 09  03. (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9. 09. 03. (화) 전북연구원

19. 09. 04. (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안동) 

19. 09. 05. (목)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19. 09. 17. (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19. 09. 19. (목) 영월산업진흥원

19. 09. 20. (금) 강릉과학산업진흥원 

19. 10. 29. (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9. 10. 31. (목) 전북지역사업평가단

19. 11. 11. (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자료: 저자 작성.

2.2. 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정책 수요 

전문가 면담 조사에 나타난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의 축소를 알아

보고, 산업 정책에 대한 수요를 저밀도 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교역 가능한 부문의 

육성, 도·농 파트너십, 정책 부문 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2.1.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의 축소

지역산업정책 전문가들은 농촌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 추진 과정

에서도 농촌, 주변부 지역 등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축소되고 있음을 지

적하였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서 전통산업 육성 부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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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어 왔고, 2019년에는 식품 영역 등이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광역단위의 주

력산업이 집적하지 못한 저밀도 경제 지역(시·군)의 경우 지역산업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시

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지역별 지원 건수와 지원금액을 보면 저밀도 지역

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1) 도시지역에 비하여 저밀도 경제 지

역인 도시 근교 지역과 원격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 건수와 금액의 비중에서 큰 차

이가 난다. 도시지역에 있는 산업에는 2013년부터 2019년간 약 3분의 2 정도(최소 

63.1%)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저밀도 지역에는 그 나머지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 25.3% 수준으로 감소하

였다. 이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지원사업의 지원 사업 대상에서 식품산업, 바이

오산업 등이 제외된 것에 기인한다.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2019년은 도시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66.0%를 차지하고, 저

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지원은 34.0%를 차지한다. 따라서 2019년의 지원 대상 사

업의 변화가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에서 큰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밀도 경제 지역 내에서도 도시 근교 지역과 원격 농촌지역의 지원 차이가 나

타난다. 2019년을 제외한 대상 기간 동안 원격 농촌에 있는 산업으로의 지원 건수

와 금액이 도시 근교의 산업으로의 지원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51) 이에 반하여 건당 지원금액은 도시지역과 저밀도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건당 지원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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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지역별 지원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 자료.

저밀도 경제 지역에 위치한 산업에 대한 지원의 사각만이 아니라 지원 사업의 

성과에 따른 향후의 차등 지원에 따라 농촌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밀도 경제 지역과 산업 입지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지역의 차이는 성과에 따른 지원 규모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 지역 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의 성과에 따라 추후 지원 규모가 결정되어, 새로운 산업으

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정량적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저밀도 지역과 핵심 지역 간의 지원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의 축소는 국가산업단지와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지원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전라남도 지역산

업정책 전문가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지

역의 물리적 생산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국가

산업단지가 입지하지 않은 지역의 산업입지환경개선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 이에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되지 못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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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다각화나 신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저

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지원에 지역적·산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2.2. 교역 가능한 부문의 육성

기존의 농촌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에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이 선정되면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 대내외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다각화, 전

환, 고도화에 대한 지원은 받기 힘들다.

지역의 산업 구조는 생애주기가 있어서 산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 기존의 산업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만이 이루어져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역의 자율성도 떨어뜨

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담당자-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농촌산업정책이 지역산업정책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짧은 단발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사업당 지원 규모가 작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

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존의 산업정책이 변화하

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교역가능한 부문의 육성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에 상대적으로 신

산업 및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품에 대한 혁신은 경쟁력 있는 교역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수적이

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혁신에 기여하는 협력 주체는 고객업체, 기업내

부, 동종기업, 원료 공급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3> 참조). 도시 근교

에 위치한 기업은 고객업체, 기업내부, 원료공급업체, 동종기업에서 제품혁신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원격 농촌에 있는 기업은 도시 근교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지역 기업 협의체, 기업지원기관, 박람회 등을 통해 제품 혁신에 대한 정보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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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4>참조). 이는 도시 근교에 있는 기업은 고객업

체, 원료공급업체, 동종기업 등 시장에서의 정보와 기업 내부의 역량을 통해 제품 

혁신을 이루고 있으나, 원격 농촌에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의 모임과 지

원기관을 통해 제품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원격 농촌

에는 산업육성지원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 및 역량 등의 문제로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원격 농촌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R&D 지원과 시장 

정보 제공 역할(박람회 참여, 특허 정보 전달 등)이 중요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은 농작물 재배 중심이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

산보다는 단순 가공 중심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담당자-

2.2.3. 도·농 파트너십

면담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의 불리한 입지 조건에 대해 대체

로 체감하는 가운데 인력 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조사에 응한 모든 전문가들과 설문조사의 대상 기업들에서 전문 인력뿐만 아니

라 생산 인력의 수급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인구 특성 및 농촌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

이 있다. 또한, 동일한 저밀도 지역 내에서도 정주 여건이 더 나은 인근 지역으로

의 인력 유출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 정책에는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도시와의 교통 연계 등 통근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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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력이 영월보다 살기 좋은 원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일

하는 인력은 정선에서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산업진흥원 담당자-

도시와의 연계는 인력 확보 문제만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교육과 법률, 회계 등

의 사업자 서비스, R&D, 금융, 기업지원 부분에서도 필요하다. 대부분 기업의 인

력 확보 및 교육은 현재 기업이 위치한 동일 시·군에 위치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밀도 경제 지역에 위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산업 기반이 열악한 저밀도 경제 지역의 특성상 사업자 서비스, 금융 등에 대

한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원격지 농촌에 있는 기업들은 현재 동일 시·군 밖에 있

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표 4-10>참조).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입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연구소 등의 R&D 지원기관은 동

일 시·도에 위치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 및 구매 거래의 네트워크

를 분석한 <표 4-9>를 보면,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있는 설문조사 대상 기업들은 해

당 시·군 및 인접 지역보다는 시·도 단위 혹은 광역권과의 거래가 더욱 활발한 것

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은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저밀도 경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지리적인 장애를 해소하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농촌산업정책에서 도시와 농촌 및 저밀도 경제 지역의 연계가 

필요하다.

2.2.4. 정책 부문 간 연계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파트너십만이 

아니라 정책 부문 간의 연계도 필요하다. 저밀도 경제 지역은 낙후된 정주 여건으

로 인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 확보 및 고급 인력 

육성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나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고급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노동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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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의 다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

을 통한 균형 있는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에서 추진 중인 인력 양성 사업은 도의 주력산업 중심이며, 농촌산업 분

야의 인력 양성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담당자-

기초 지자체 단위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및 관리에 특화된 인력

들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된 인력을 육성하는 부처와 농식품부의 협력을 

통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산업정책은 농산물의 생산 및 기초 가공 중심이며, 산업부 및 중기부의 지

역산업정책은 1차 생산물의 생산 및 단순 가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북지역사업평가단 전문가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 및 단순 가공을 하던 특정 기업

이 사업의 고도화나 전환을 위해 다음 단계의 제품을 개발할 때의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기술 발전 및 산업 전환 시 지원의 단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타 부처 간의 연계가 요구된다.

2.2.5. 다층적 거버넌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거래 관계 및 혁신 네트워크가 시·군이나 권역을 넘어 광

역단위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지

원 사업은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을 추동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 

 군 연구소는 다른 군의 기업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관을 설

립할 때 도와 군에서 공동출자를 했지만 운영비는 군의 재원에 의지하기 때

문에 다른 군지역 기업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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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연구소에서 석회가 생산되는 인접 지역과 연계를 하려고 해도 군의회

에서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강원도 영월산업진흥원 담당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의 인접 시·군과 협력을 위한 자

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나,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군 간 연계

를 통해 최소 임계치(critical mass)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저밀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과거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되었

던 시·군 연계 협력 사업의 형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라북도 동부

권 발전 사업처럼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

는 것도 필요하다.

기초 지자체에 입지한 기업 지원기관의 경우 설립 목적 및 고유 기능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 육성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

다. 이는 지자체의 연구소 차원에서 지역 산업의 다각화나 전환 지원이 어려우

며, 지역의 새로운 교역 가능한 부문의 육성 및 지원도 어려운 현실을 의미한다.

지자체 연구소의 지원 사업이 더 이상 없어서 연구소들이 도와 군 사업이

나 중앙정부 사업에 응모해서 기관 운영비를 벌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

려면 기존 특화 품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여 새로운 산업 변화를 따

라가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역사업평가단 담당자-

따라서 지자체 연구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력 분야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산

업육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상위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전문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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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은 지역적 여건(열악한 산업 기반, 인력 확보의 어려

움), 지원 대상 산업의 변경(2019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산업단

지의 차이(국가산업단지와 지역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차이), 상대적으로 미흡

한 사업 성과로 인하여 산업육성정책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산업정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첫째,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산업정책은 글로벌 가치사슬상 지역의 교역 가능한 부문을 육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산업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지역

산업의 다각화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강릉과 인근 지역의 수산

물 가공업이 이전에는 비교 우위가 있었으나, 원료인 수산물 어획량 감소와 인건

비 상승 등으로 교역 가능한 부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

라 강릉과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에 풍부한 원료인 해양 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해양바이오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이루었다.

지역에서는 산업의 전환이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지역 산업의 전환 및 다각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현행 농촌

산업정책과 같이 사업 기간이 짧거나 사업의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지원기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육성하여 농촌의 기업이 시

장의 정보를 획득하고 제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인력 문제와 R&D,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입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농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한다. 저밀도 경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확보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시설과 금융, 법률 등 사업서비스

를 수행하는 기관의 위치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정주 여건이 좋은 인접 도시와

의 교통 등의 개선을 통해 인력 확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및 

통신 등의 연결로 연구개발시설과 금융, 법률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인접 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판매 및 구매 거래가 이미 시·군 보다는 



제5장 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및 수요 | 137

시·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리적인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부처와 정책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인력 확보 문제는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급 인력을 위한 교육부, 정부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부와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기존 지역 산업을 위한 인력양성은 시·도 단위의 주력산업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타 부처가 연계를 통해 농업기술센

터 등에 농산물 생산 및 기초 가공 이외에 농촌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

해야 한다. 그리고 생애주기가 다 했거나 소비 시장에서 경쟁이 심한 농산물 기초 

가공 산업의 다각화, 전환, 고도화를 위한 지원의 분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처정책 간 연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간의 협력적인 다층적 거버넌

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 지자체연구소는 예산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나오므로 인접 시·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예

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자체연구소가 기존 산업의 기술 개발에 고착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자체연구소에 대하여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거

버넌스 구축으로 예산 및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5-7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산업정책 수요

구분 정책 수요

교역 가능한 

부문의 육성

· 지역 산업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산업 다각화나 전환에 대한 지원

· 지역 산업의 발전 및 성숙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금액의 지원 유지 필요

· 지역의 지원기관 혹은 농업기술센터의 육성을 통해 시장 정보 획득 및 전파

도·농

파트너십

· 인력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와의 교통망 확충

· 연구개발, 사업 서비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통신망 등의 확충

정책 부문 간

연계

· 생산 인력 공급, 고급 노동력 공급,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부처 간 연계

· 저밀도 경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육성 

· 지역 산업의 전환, 다각화 시 분절 방지를 위한 부처 및 정책 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

· 인접 타 시·군과의 연계를 위해 중앙 정부, 광역 지자체, 관련 기초 지자체의 연계

· 기초 지자체 연구소의 기술 고착화 방지를 위한 상위 정부와 기초 지자체의 연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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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저밀도 경제 육성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및 수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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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1. 저밀도 경제 사례를 통해 본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방향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을 확인하였지만, 현행 농촌산업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사업들은 저밀도 경제 활성화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여러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다. 농촌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 간 중복 투

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변부지역에서 다양한 산업 육성을 지원했던 시군구 연고

산업육성사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등 저밀도 경제 지역 대상의 지역산업 육성 사업

에 대한 재정 투입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례에서 지역 산업의 

다각화, 전환 등 경로의존적 진화 과정이 중요하지만, 농촌을 비롯한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기업, 네트워크, 기업지원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진화 과정을 직접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 또한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지역산업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업 육성 정책 수단만으로는 저밀도 경제 지역

의 다양한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OECD 저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에 기초하

되, 우리나라 농촌산업 구조 특성, 지역 여건, 그리고 농촌산업정책과 지역산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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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특성에 맞는 정책 과제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업구조 변화 등 우리

나라 여건에 맞는 저밀도 경제 핵심 산업부문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 OECD 저

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서 임업 등 1차산업의 신산업 전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

나 우리나라 사례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나, 농식품가공업, 광업 등 기존 

산업 부문이나 주체들의 전환을 통해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새로운 기반 산업이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산

업 및 지역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도·농 파트너십 형성은 우리나라

에서도 유효하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정책 추진 단위와 기업체들의 

기능적 연계 범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농 파트너십 형태, 공간 전

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입지 조건은 기존 산업 정책의 수단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및 지역의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부문별 연계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된 인력 확보 문

제와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정책과의 연계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최근 지역발전투자협약,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부문 간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책 환

경 변화를 반영하여 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촌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각 정책 영역

에서 중앙정부와 각급 지자체 간 기능과 역할이 고정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산

업을 지역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재조정할 필

요가 있다. 이때 다양한 층위에서 주체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며, 저밀도 경제 지

역의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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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특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OECD 저밀도 경제
 활성화 전략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의 특성
정책 방향

OECD 우리나라 

교역가능 부문 확보

1차산업의 신산업 전환

신재생에너지 산업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농촌산업(식품가공 등)의 

전환·다각화

· 농촌특화산업의 전환, 다각

화, 고도화 지원

도·농 파트너십

· 공식-비공식, 권한 위임

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협

력관계 구축

· 도·농 교류를 위한 인프라

(광대역통신망) 구축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도·

농 파트너십 구축

· 지역혁신정책 개편 대응

·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저밀

도 경제 파트너십 전략 반영

· 농촌산업권 활성화

정책 부문 간 연계

· 지식창출과 기술확산 지원

을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

· 농촌지역 내 양질의 서비

스 제공 환경 구축

지역산업 정책과 지역 개

발 정책 간 연계 부재 

· 정주여건 향상과 연계한 인

력 수급 개선 사업

· 지역발전 투자 협약 등 부처 

간 연계 사업을 통한 농촌산

업 육성 정책 추진

다층적 거버넌스
· 민간부문과 제3 부문의 협

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산업 육성 사업 추진

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자료: 저자 작성.

2. 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산업정책 과제

2.1. 농촌특화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

저밀도 경제의 ‘교역 가능한 부문’과 관련하여 지역 기반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반산업의 선정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저밀도 경제 지역 유형이나 기존 기반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차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원격 농촌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농업 생산을 지원하였던 지원기관들의 

기능 전환 등이 필요하다. 

농촌융복합산업을 비롯하여 기존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던 지역의 경우 성숙

단계에 접어든 지역특화산업의 다각화, 전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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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지역 전략산업으로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특화산업에 대하여 지역 

차원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순창군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사업을 통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지역 장류산업 기반을 활용한 건

강장수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 산업의 다각화와 전환을 통해 지

역 산업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이다.  

2.1.1. 저밀도 경제 지역 특화산업의 다각화 및 전환 지원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의 다각화나 전환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지역 산업의 경쟁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경쟁 우위를 상실한 지역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

은 저밀도 경제 성장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

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성숙단계에 접어든 지역의 산업을 다각

화하거나 전환을 통해 기반산업(교역 가능 부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저밀도 경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다각화하거나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촌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향토산

업육성사업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관광 등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지원과 농

산물을 이용한 제조와 신소재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지원 대

상에는 농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향토기업 등이 구성

한 법인이 있다. 이러한 조직 혹은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상 비교 우위가 있는 교

역 가능한 부문을 확보하도록 산업의 다각화 및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경제 환경의 변화로 사업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에 대하

여 사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52) 또한, 한국테크노파크진흥

회에서는 ‘위기대응지역 산업다각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53) 이 사업은 고

5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53)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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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 및 산업다각화를 할 

때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치사슬에서 교역 가능한 부문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산업과 기업은 도태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5장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농촌산업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가치사슬상 비교 우위 부문을 확보하는 것에는 미비점이 있다. 농산물의 단순 및 

기초 가공은 타 시·군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원격 농촌 등 저밀도 경제 지역

의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다.   

글상자 6-1  ‘위기대응지역 산업다각화지원사업’의 개요

‘위기대응지역 산업다각화지원사업’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

정된 지역 내 위기산업과 연관 산업에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및 산업다각화를 지

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전문가 컨설팅과 기술고도화, 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패

키지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판로 개척

을 위한 마케팅, 디자인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이

고, 기업의 부담금은 최소 10%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7월에 조선산업의 위기로 사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내

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다.

자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홈페이지.

2.1.2. 지원기관의 기능 전환을 통한 원격 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원격 농촌지역의 경우 1차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이며, 특수한 지역을 제외

하고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도 원격지역의 경우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1차산업과 연계한 제조업, 관

광 등의 서비스업 육성을 교역가능 부문으로 제시한다(OECD 2017).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원격 농촌의 경우 농촌융

복합산업의 고도화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지원 기

반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식이나 자원 유입이 요원한 만큼 기존 지역 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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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관들의 기능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각 시

군별로 운영 중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기존 농업 육성에서 농촌융복합산

업 육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센터 등을 구축하고 농업인들의 제조·가공과 연구회 운영을 통

한 공동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소규모로 추진되

어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지역 단

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획이나 그에 입각한 지원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실정이다. <글상자 6-2>에 제시한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의 사례는 원격 농촌

에서의 기존 지원 기관의 기능 전환을 통한 창업 확대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을 보여 준다. 

글상자 6-2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가공

품 판매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시

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 기업 대상의 1:1 맞춤형 

교육, 시제품 개발, 제품 생산, 판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공센터 내 

창업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였으며, 입주업체들의 판매를 위한 공동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 성과로  38개 업체, 128개 농가가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의 창업지원을 받아 영업 중이다. 2017년 매출액이 13억 2,100만 원으로 전국 

44개 가공센터 중 매출 1위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액 44

억 2천만 원을 달성했다. 지역 특산물인 곤드레 나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지역 농가

의 원물판매 중심(1차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상품화(2차) 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육성과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 면접조사 결과 및 정선군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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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효과적인 도·농 파트너십 형성 및 농촌산업권 활성화

저밀도 경제 사례에서 효과적인 도·농 파트너십 형성은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

하는 원천이 된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저밀도 경제 지역, 특히 원격 농촌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다.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공간 연계를 기초로 한다. 사업 기획단계에서

부터 점검·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핵심 지역 내에 입지한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

기관들이 주변부 지역의 혁신주체나 지자체와 협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

한 공간연계 방식은 실제 기업체들의 거래 관계 및 협력 관계의 공간 분포와 일치

한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육성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간 협력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일

환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경제협력권육성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간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정책·사업 추진 시 핵심지역 간 연계 외에 

핵심지역-주변부 지역 간 연계 모델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촌산업육성 정책

과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농촌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 간 연계, 협력 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1. 지역산업정책 개편에 대응한 중심지-주변부 지역 간 협력 사업 추진 

기업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산업의 국지성

이 확인되었다. 과거 지역산업정책 추진 체계 및 향후 개편 방향에서 광역지자체

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도·농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

면 지역 산업 육성 기획 및 혁신 정책 추진에 있어 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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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a).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시·도)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기반

하여 지역 맞춤형 혁신정책 및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계획 수립 과정에

서 지자체(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

역 여건에 맞는 산업 육성 및 혁신 정책들을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지역혁신성장

계획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산업부, 중소기업부, 과기부, 교육부의 정책 및 사업들

이다. 기존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지원 사업이 이에 포함되며, 각 지역에서 지역산

업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로서 위상을 갖는다.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획 내용을 협의한다. 이런 개편 방향은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식 및 지원 사업 내용이 결정되었

던 하향식 방식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도·농 파

트너십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주도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 추진 과정에

서 도·농 파트너십 구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정책 수립 방향

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그림 6-1  지역혁신정책 추진 방식 개편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b),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정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입각하여 지역산업육성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저밀도 경제 지역 산업 육

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핵심지역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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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 간 연계, 원격 농촌 대상 연고산업 육성 지원, 지역 내 거점 기관의 주변부 

지역 기업 지원 강화 등 기존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서 추진하였던, 도·농 파트너십 

관련 전략 및 사업 내용들을 균형발전위윈회를 통해 혁신성장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2.2.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한 농촌산업권 활성화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으로 농촌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단위는 시·군으

로 설정되어 왔다. 시·군의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완결된 가치사슬 형

성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지원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별 시·군에서 가치사슬 각  

단계의 경쟁력을 모두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원격 농촌일수록 지역 산업 기

반의 한계가 보다 분명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수요에 따라 

인접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거점 도시의 기반 기능을 바탕으로 주변 농촌 시·군이 

연계되는 농촌산업권을 설정 및 지원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일례로 행복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복수의 시·군이 연계하여 지역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행복생활권사업이 일회성으로 추진된 

까닭에 참여 시·군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생활권 설정으로 인해 권역 내 시·군 간 연

계를 통한 산업 육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복생활권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여, 지역 내 기능적 연계가 나타나거

나 형성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촌산업권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지역이 각 지역의 자원과 혁신 기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글상자 6-3>의 농촌 특화자원 활용 MICE 산업은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

해 농촌에서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 중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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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3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농촌 특화자원 활용 MICE 산업 육성  

2016년부터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임실치즈테마파크,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및 쉴랜드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농촌의 신서비스산업을 

육성 중에 있다.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나 호텔과는 차별화하여 농촌의 특화자원을 활

용한 기업세미나, 연찬회, 전시행사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다. 세 곳

의 시설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연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꾀한다. 

세 곳의 지자체가 인접하여 방문객들의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하고, 지역 특화품목이 

다양한 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체험·관광, 휴양 등의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중에 있다. 

자료: 순창군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의 경우에도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시·군 단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이 되는 특화자원은 인접한 시·군 간 지리적 유사성으

로 인해 지역 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육성 시 실제 가치사슬의 공간 분포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간 

연계 모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 방식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2.2.3. 지자체 혁신 주체들의 혁신 역량 및 거점 기능 강화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 조사 결과, 연구소, 지역산업진흥기관 등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은 기업들의 협력 파트너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또한 지역 내 혁신 주체와의 협력 비중을 늘려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저밀도 경제 지역의 여건상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혁신 주

체들이 입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미 운영 중인 혁신 주체들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전북생물

산업진흥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역산업 진흥기

관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각 지역에서 혁신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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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경우 기능의 다각화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과 백

신산업 육성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융

복합산업 육성을 비롯한 다양한 농촌산업 육성 주체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농

촌산업정책 수단으로 지자체가 출연한 농촌산업 진흥기관 대상의 연구개발, 기업

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별 연구과제나 기업지원 사업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 추진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 

내 거점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광역지자체 단위의 진흥기관들

은 이미 농촌지역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과 협력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 연구소가 부재한 시·군의 경우 중요한 협력 주

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농촌산업 육성에 필요한 거점 혁신 기관을 육

성한다는 관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3. 통합적 정책 추진을 통한 저밀도 경제 입지 제약 요인 

극복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속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지역 제약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약요인은 지역산업 정책이나 개별 정책·사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부문 간 

연계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및 지역의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저밀도 지역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언급했다. 지역의 열악한 고용서비스를 개선하고, 인력의 교육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의 정착에 초점을 둔 지원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산업 정책 외에도 주거, 문화 등 인력 유치 및 정착 관

련 정책들의 통합적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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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저밀도 경제 사례 지역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산업 지원 기관의 혁신 역량 및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

크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 거점 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네트워킹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3.1.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한 인력 수급 개선  

인력 중개, 직업 훈련 등 기존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을 통해서는 저밀도 경제 지

역의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제 구직자들

은 구직 시 근무 지역의 환경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한다<표 6-2>. 따라서 지역

의 정주 여건이나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인력들이 지역에 유입하

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의 정책 접근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6-2  구직자별 구직 시 최우선 고려 사항

단위: %

지역 급여 직종 업무 업무시간 복지혜택 경력기간

성별
남자 32.4 24.4 16.4 10.0 6.4 4.8 3.6

여자 38.0 14.4 17.2 10.4 9.6 6.4 3.6

연령별

20대 43.0 18.0 19.0 8.0 5.0 3.0 4.0

30대 38.3 22.5 16.7 5.8 8.3 7.5 0.8

40대 36.7 15.8 14.2 11.7 10.8 5.8 3.3

50대 29.0 20.0 23.0 13.0 5.0 2.0 6.0

60대 23.3 21.7 8.3 15.0 11.7 11.7 5.0

자료: 한국경제(2014. 5. 20.). “구직자 ‘월급 많아도 서울 떠나는건 싫다’.”

<글상자 6-4>의 구례 자연드림파크 사례는 저밀도 경제 지역의 인력 문제 해결

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원격 농촌지역인 구례군에 농촌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

면서 생산시설의 집적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거주하고,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

는 관련 시설들을 동시에 입지시켰다. 그 결과 타지로부터 이주한 직원들이 늘어

났고, 지역 내 인구 증가 효과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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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4  구례 자연드림파크 주거 환경 개선

구례군 자연드림파크는 아이쿱 생협의 투자를 통해 지역 내 농공단지를 농촌융복합

산업(농식품 가공 및 체험) 특화 단지로 조성한 사례이다. 생산기능의 집적 외에도 ‘젊

은이가 돌아오는 지역’을 목표로 보육시설(어린이집), 문화·여가(영화관, 커피숍, 체육

시설 등), 주거(사원아파트), 의료(구례군 보건소 협업)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모든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구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52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종사자 중 21%가 외부 지역에서 이주한 인력이다. 

자료: 송미령 외(2017).

저밀도 경제 지역 대상의 정책은 아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또한 일찍이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 및 

인력 수급 개선 사업의 성격도 지닌다. <글상자 6-5>에서 보듯이 산업단지 환경개

선 사업은 보육, 주거, 문화·여가 시설 관련 각 부처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글상자 6-5  한국산업단지공단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환경개선 펀드 조성)

2009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 산업단

지 종사자들의 근로생활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QWL 밸리(Quality 

of Working Life) 사업을 추진하였다. 생산관련 인프라 정비 외에도 종사자들의 복지

와 관련된 복합 문화·여가 시설 조성, 산업단지 공동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주택 건설 

등의 세부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9년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펀드(2,500억 원)를 조성하

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

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거편의 문화(기숙사형 오피스텔, 문화컨벤션 시설 등) 시설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민간사업 주

체를 선정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home/mwrc/advanc/strctAdvan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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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들에서처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인력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인력 유치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밀도 경제 지역 대상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2.3.2.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력 중개 서비스(재능은행 운영) 도입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의 거주를 희망하거나 주거에 거부감이 없는 인력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귀촌 희망자 등 저밀도 경제 지역의 생활을 희

망하는 인력들의 거주 수요와 지역 내 산업 부문의 인력 수요를 매치시켜 인력난

을 해소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6-2>는 일본 농촌 지자체(나라현 아스카무

라) 재능뱅크 운영 사례이다. 농촌에 거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고자 희망하는 도

시민과 농촌지역 내에 인력이 필요한 경영체 간 중개 서비스가 재능뱅크의 주요한 

역할이다. 단순히 노동력 구인 차원에서의 인력 중개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에 대

한 이해도가 높고 농촌 거주에 거부감이 없는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지

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중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인력의 유치가 가능하다. 

그림 6-2  일본 나라현 지역진흥공사 재능뱅크 운영 사례

자료: 이재현 외(2011); 송미령 외(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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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저밀도 경제 지역은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등에 있어서도 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다양한 계층에서 구

직난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지역 간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귀촌 정

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 중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 보급할 필

요가 있다. 

2.3.3. 부처 간 연계 사업을 활용한 통합적 농촌산업육성 정책 추진

기존의 농촌산업육성사업과 지역산업육성사업은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등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5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력 수급 

개선, 핵심지역과의 연계, 산업 전환 및 고도화 시의 지원 분절 등은 개별 부처 사

업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부처 간, 부처 내 사업 간 통합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저밀도 경제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농촌의 특화

산업 육성과 생활 및 문화에 대한 기반구축을 시행하였다(김광선 외 2018). 하지

만 농촌산업에서는 노동력의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의 연

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 노동 인력의 교육을 위해서 노동부와의 협력도 필

요하다. 

최근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이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각 부

처별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칸막

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부처 간 연계사

업을 추진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본 사업은 2019년 4월 11개의 시범사

업이 선정되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a). 이 중 ‘거창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에는 승강기행안부가 관계된 신제품 개발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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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노동부가 관계된 기술인력 양성이 세부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현재 지

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서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특별

히 고려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주관 시범사업은 로컬푸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부 주관 시범사업은 주력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동 사업이 확

대 추진될 때,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지자체들의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에

서 농촌융복합산업이나 농촌 내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할 필요가 있다. 

글상자 6-6  ‘거창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개요

‘거창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은 2019년에 체결된 11

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중 하나이다. 본 사업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승강기 산

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승강기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의 주관부처는 행안부이고, 참여 부처는 산업부와 고용부이다. 사업의 기간은 3년

(2019~2022년)이고, 총비용은 69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24억 5천만 원이다. 

사업의 내용은 (1)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승강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신제품을 개발

하고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2) 승강기 엔지니어를 양성하며, (3) 승강기 안전체

험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사업들 중 산업부는 승강기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담당하고, 

노동부는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 자료.

2.4.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단위 추진체계 정비

2.4.1. 농업 지원 주체들의 농촌융복합산업 및 신산업 육성 역량 강화

지자체에 입지하는 농업 및 농촌산업 지원 기관의 지역 산업 기획 및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현재 정부 사업을 집행·실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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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센터, 농업기술원 등 지자체 입지 기관의 농촌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농업 관련 신산업 육성 시 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역에 착

근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생명 바이오 소재,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연계산업 등 농촌에서 집적이 가능하며, 국가 차원의 육성이 이루어

지는 농업 분야 신산업을 농촌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단위 추진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언급한 신산업은 기존 농업 관련 지원 주체들을 통

해 육성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지역 내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여러 부문 및 주체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4.2. 농촌산업 부문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부문 간 연계 활성화

테크노파크 등 지역산업 육성 기관과 농업·농촌산업 육성 기관 간의 협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정합성을 가지는 

개별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지역혁신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서 지역,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

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 육성 계획은 중앙정부와의 

협력하에 테크노파크 등 광역단위 산업진흥기관을 통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서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축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광역단위의 지역산업 육성 체계에 농촌산업 육성 주체들이 포함되어 향후 계

획수립이나 정책 추진 시 농촌산업 부문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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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

는 지역산업 성장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 기업들의 입지 요인, 협력 관계, 기능

적 연계의 특성, 농촌산업정책 수요를 농촌 지역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농촌이 더 이상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한 생산 공

간이 아니라, 국가 및 글로벌 공간 분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 있는 공

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저밀도 경제 논의는 이러한 농촌 공간의 위상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산업정책을 비롯한 농촌 정책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

에서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지역의 지

리적 여건에 따른 산업 육성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은 지역 기반 산업이 성

장 한계에 도달하고 활력이 저하되는 농촌의 산업 정책이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 

전략과 정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이동

불가능한 자원에 기반한 교역 가능 부문의 발굴과 육성이 강조된다. 이때 교역가

능 부문은 산업화가 가능한 모든 부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갖춘 산업부문이나 제품·서비스군을 의미한다. 둘째,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나 요인들은 농림어업 및 식품제조업, 관광뿐만 아니라, 에

너지, 천연자원 기반의 소재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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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제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을 농촌산업의 영역으로 포함한

다. 셋째, 지역의 한계를 인지하고 다양한 공간 층위에서의 지역 간 연계를 강조한

다. 광역, 국가, 글로벌 수준 등 다양한 범위의 공간 연계가 중요하다. 넷째, 정책 수

단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 부문 간 연계를 강조한다. 산업정책이나 지역혁신정책 

수단 외에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통합적 추진을 전략으로 제시한다.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저밀도 경제 성장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지역 총생산, 특허,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통계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OECD 저밀도 경제 성장과 같은 현상을 확인하였다. 저밀

도 경제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 집적지 외

에 다양한 지역에서 산업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이나 농식품제조업 등 전통

적인 농촌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 등 농촌지역에서 성장하기 어려웠던 산업 부문들도 특정 농촌지역에서 

집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사례 지역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으

며, 이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제시한 성장 동력 및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첫째, 저밀도 경제 활성화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이나 전

통적인 농촌산업에서 진화한 신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

다. 특히 바이오, 화장품, 생물소재, 백신, 비금속 소재 제조업 등 기존 농촌산업의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의 전환, 다각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및 고도화 과정은 저밀도 경제 지역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원격 농촌의 경우 1차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 연계 

지역의 경우 농촌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으로의 다각화 과정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산업 진흥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였다.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존 농촌산업 기반과의 단절이 아

니라, 기업, 기업지원기관, 지역혁신시스템 등 기존 농촌산업 기반의 경로의존적 

진화를 통해 해당 산업이 착근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지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입지 선택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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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리한 지역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협력 관계는 공간적으로 지역 내에서 형성되기보다는 협력 유

형에 따라 인접 시·군,  시·도 등 보다 확장된 지역 단위에서 착근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기업 지원 기능에 대한 입지 선호에서도 지역 내 완결된 산업 생태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기능별 다층적 범위의 협력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OECD 저밀도 경제에서 강조한 도·농 파트너십 구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기능적 연계를 전제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

한 공간 단위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

해 필요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경우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내·외부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저밀도 경제 지역의 기업과 관련 주체들이 공통으로 체감하는 제약요인 

및 정책 수요를 확인하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제시되었

다. 향후 지역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인구 과소화·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요로 고용서비스

와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 통근 여건 개선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협력 주체들의 입지 범위에 대한 조사에서  인접 시·군이

나 광역 단위의 입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농촌 입지 기업일

수록 원거리 협력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였다.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의 확산과 지역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존 농촌산업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각 전략별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

였다. 첫째, 저밀도 경제 사례들은 기존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환, 다각화를 꾀하

고 있지만, 시군 연고산업의 축소 등 지역산업 정책에서 주력산업 가치사슬에 포

함되지 못한 주변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둘째,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사업들은 시·군 단위로 추진되어 다양한 공간 연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지역 간 기능적 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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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산업 육성 전략이 부재하다. 셋째, 저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부문 간 

연계 또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지역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농촌산

업 육성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

책 수요에서 확인했듯이 인력 및 물리적 인프라의 어려움이 제약 요인으로 제시되

었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부문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의 확산을 통해 농촌지역 및 농

촌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기반 산업 부문 육성과 관련하여 저밀도 경제 지역산업의 다각화, 고도화 

지원, 원격 농촌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저밀도 경제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한 지역산업정책의 도·

농 파트너십 전략 반영, 시·군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농촌산업권 활성화 및 지

속적인 지원, 저밀도 경제 지역 내 입지한 혁신 기관의 거점 기능 강화를 정책 과제

로 제시하였다. 한편 저밀도 경제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여건 정비 사업과 연계한 인력 수급 개선, 저밀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인력 중개 서

비스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 추진

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관계에 기초한 지역 

단위 농촌산업 육성 체계 정비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산업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에 해당

하는 농촌지역의 산업 성장 경로, 잠재력을 살펴보고, 산업 공간으로서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농촌산업 부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제 기업체 및 지역 간 기능적 연

계에 기초하여 농촌산업 육성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지역의 산업 입지상 특성이나 산업 부문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성장 경로를 거친다. 따라서 각 산업 부문이나 지역 유형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유형

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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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촌 입지 기업 활동 특성 및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기존 산업집적지가 아닌 농촌지역에 입지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농촌지

역 기업의 입지 요인과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기업들의 입지

요인과 애로점,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농촌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

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 내용 문의: 정도채 부연구위원(� 061-820-2107) / 김정승 연구원(� 061-820-2160)/

                   정유리 연구원(� 061-820-2342) / 김유나 연구원(� 061-820-2088)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  E-mail

응답자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접 일시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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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 일반 사항

Q01. 다음은 경영체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내용

1. 설립연도
 년

2. 주력업종  (                           )

3. 종업원 수  약 (             ) 명

4. 주요 생산품  1. (             ) 2. (             ) 3. (              ) 

5. 매출액
 약   억

6. 경영체 형태  1) 개인    2) 주식회사    3) 영농조합법인     4) 기타(              )

7. 경영체 본사 소재지   (               )시/도  (               )시/군

8. 공장 소재지  1) 위와 동일    2)    없음 3) 

9. 경영체 창업지역  (               )시/도   (               )시/군

10. 경영체 소재지 특성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     3) 농공단지     4) 개별입지

Q02. 귀사는 현재 아래의 기업 성장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합니까?

1) 창업 후 제품개발 단계

2) 초기 생산, 마케팅 단계

3) 시장 확대 단계

4) 후속상품개발 단계

5) 기타( )



부 록 | 167

Q03. 귀사가 현 지역(시·군)에 입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2) 유리한 물리적 하부구조(교통, 통신) 

3) 고객업체와의 근접성 4) 원료수급의 용이성

5)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용이  6) 노동인력 수급 용이

7) 지자체(시·군/시·도)의 지원 8) 기업가 개인적 선호(고향 등)

9) 확장 가능성 10) 동종 업계와의 연계

11) 기타(

PART B. 기업활동 네트워크

Q04. 귀사의 주요 구매 및 판매 거래업체의 위치와 각각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주거래업체 위치 비중

구매거래

(원료공급업체)

1순위 (        ) 시·군 or 해외 (        ) %

2순위 (        ) 시·군 or 해외 (        ) %

3순위 (        ) 시·군 or 해외 (        ) %

판매거래

(고객업체)

1순위 (        ) 시·군 or 해외 (        ) %

2순위 (        ) 시·군 or 해외 (        ) %

3순위 (        ) 시·군 or 해외 (        ) %

온라인 판매(인터넷, 홈쇼핑, SNS 등) 비중 %

Q05. 귀사가 이용하는 기업지원서비스 기관의 지역별 비중을 기입해주십시오

시·군내 시·도내 수도권 기타국내 해외 합계

시장조사·경영상담 % % % % % 100%

인력훈련 및 소개 % % % % % 100%

기계·시설 % % % % % 100%

운송·물류 % %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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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 귀사는 일반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시장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기업 내부(기업내 연구개발부서, 대표 및 직원의 제안)

2) 고객업체 3) 원료 공급업체

4) 동종기업 5) 대학

6) 연구기관 7) 기업지원기관(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8) 공개된 정보원(박람회, 특허, 언론 등)  9) 지역 기업 협의체

10) 비공식모임 11) 기타( )

Q06-1. 위 문항에서 응답하신 기업 및 기관은 각각 어디에 입지해 있습니까?  

 1위기관( ), 2위기관(     ), 3위기관(     )

1) 동일 시·군  2) 동일 시·도 3) 그 외 국내지역 4) 해외

1) 동일 시·군  2) 동일 시·도 3) 그 외 국내지역 4) 해외

Q07. 귀사에서 행해지는 기술개발 등의 제품혁신(신제품개발/품질개선/생산 공

정개선)에 가장 기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만 선택

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기업 내부(기업내 연구개발부서, 대표 및 직원의 제안) 

2) 고객업체 3) 원료 공급업체

4) 동종기업 5) 대학

6) 연구기관 7) 기업지원기관(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8) 공개된 정보원(박람회, 특허, 언론 등) 9) 지역 기업 협의체

10) 비공식모임 11)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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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7-1. 위 문항에서 응답하신 기업 및 기관은 각각 어디에 입지해 있습니까?  

1위기관(  시·군), 2위기관(     ), 3위기관(     )

1) 동일 시·군 2) 동일 시·도 3) 그 외 국내지역 4) 해외

1) 동일 시·군 2) 동일 시·도 3) 그 외 국내지역 4) 해외

1) 동일 시·군 2) 동일 시·도 3) 그 외 국내지역 4) 해외

Q08.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V 표시를 해주시고, 처음 관계를 맺게 

된 동기와 도움 여부에 대해 아래 보기에서 골라 기재해주세요. 

지역 내(인접 시·군 포함) 주체와의 협력 관계 경험 유무
참여

여부
동기

도움

여부

1. 타 경영체(기업) 간 공동연구· 제품개발 등의 공동 프로젝트가 있다. o / x

2. 연구기관(연구소, 대학)과의 공동연구, 장비이용 등의 협력관계가 있다. o / x

3. 지자체 공공기관(테크노파크, 지자체 소재 지원기관(XXX재단, 진흥원), 

    6차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기업지원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o / x

4. 대학과 산학연계 프로젝트, 인력 교육 등의 협력관계가 있다. o / x

5. 동종업체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기업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o / x

6.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 참여하여 기업 활동에 관한 조언을 얻는다. o / x

7. 지인 혹은 지역 내 비공식 모임(친목 모임, 봉사 단체, 동창회 등)을 통해 취득한다. o / x

■ 동기

1)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2) 지역 내 협의회에서 정보를 구득

3) 지역 내 입지한 공공 지원센터의 지원                4) 관련 기업의 권유  

5)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보 구득                 6) 포럼, 박람회, 세미나에서 정보 구득

7) 학교 및 연구소와의 연계                                 8) 기타 (                )

■ 도움여부

1) 매우 도움이 됨    2) 약간 도움이 됨    3) 보통    4) 큰 도움이 안 됨    5) 전혀 도움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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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 귀사는 최근 5년 동안 다음의 각 활동에 대하여 지역 내 활동 비중이 증가하

였습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지역(시·군) 내 원료 공급업체로 부터의 구매 비중이 증가하였다. 1 2 3 4 5

2. 지역(시·군) 내 고객 업체로의 판매 거래 비중이 증가하였다. 1 2 3 4 5

3. 지역(시·군) 내 동종·유사업체와의 제휴 횟수가 증가하였다. 1 2 3 4 5

4. 지역(시·군) 내 지원기관과의 협력 횟수가 증가하였다. 1 2 3 4 5

PART C.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평가 및 기업의 노력

Q10. 귀사가 입지한 지역(시·군)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

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2) 생산 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3) 물리적 하부구조(교통, 통신, 부지 등)가 열악함

4) 사업자서비스(법률, 회계, 금융 등) 이용이 불편함

5) 연구개발을 위한 제반 시설, 지원이 미흡함  

6) 동종 업체와의 협력 관계 형성이 어려움  

7) 시장, 경영정보의 구득이 어려움     8) 판매 주체와의 연계가 어려움

9) 수도권·대도시 소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 이미지가 좋지 않음

10)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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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1. 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귀사가 정보를 구득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들은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합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동일 시·군   2) 동일 시·도   3) 수도권   4) 인접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5) 해외  6) 기타 

1) 동일 시·군   2) 동일 시·도   3) 수도권   4) 인접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5) 해외  6) 기타 

1) 동일 시·군   2) 동일 시·도   3) 수도권   4) 인접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5) 해외  6) 기타 

Q11. 귀사가 입지한 지역(시·군)의 잠재력과 관련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인구 문제(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부족

2) 지역 내 거래 시장의 부재 및 축소 

3) 외부 시장과의 낮은 접근성, 높은 교통·물류 비용

4) 농축수산업 중심의 열악한 지역산업 구조 

5) 국가 주요 산업집적지, 주체들과의 낮은 연계 수준

6) 부족한 산업 용지

7)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이미지

8) 환경, 토지 이용 등의 지역 규제  

9)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주체의 낮은 역량

10) 기타 ( )

Q12. 귀사가 입지한 지역(시·군)에의 산업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

하여 귀사가 생각하시는 수준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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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 여건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지자체(시·군, 시·도)특화산업 육성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이 기업활동

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타 지역에 비해 산업 입지 인프라(교통, 산업용지, 통신, 물류)환경이 우

수한 편이다. 
1 2 3 4 5

3. 지역(시·군) 내 조합, 기업 단체, 협의회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4. 지역(시·군) 내 기업 지원기관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5. 지역(시·군)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도움이나 지원이 유익하다. 1 2 3 4 5

6. 지역(시·군)에서 원하는 인력 수급과 채용이 용이하다.  1 2 3 4 5

7. 해당 산업 부문의 중요 정보(시장, 기술)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1 2 3 4 5

8. 타 지역에 비해 산업집적지로서 지역(시·군)의 이미지가 좋다.  1 2 3 4 5

9.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0. 인접 지역(시·군)의 인프라 활용 및 지원기관과 협력이 용이하다. 1 2 3 4 5

Q13. 귀사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기능들이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입지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생각하는 정도를 골

라주십시오.

동일 시·군 내 

입지해야 함

인접 시·군 내 

입지해야 함

동일 시·도에 

입지해도 무방

국내 어느 곳에 

입지해도 무방

국내 및 해외 

위치 상관없음

1. 대학 1 2 3 4 5

2. 연구 기관 1 2 3 4 5

3. 기업지원 기관(TP, 진흥원 등) 1 2 3 4 5

4. 민간 경영 컨설팅 1 2 3 4 5

5. 법률 및 회계 서비스 1 2 3 4 5

6. 금융 서비스 1 2 3 4 5

7. 홍보·마케팅 1 2 3 4 5

8 .인력 중개  1 2 3 4 5

9. 인력 훈련 1 2 3 4 5

10. 동종·경쟁 기업 1 2 3 4 5

11. 원료 공급 기업(주체, 장소) 1 2 3 4 5

12. 제품 판매 및 유통 주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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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귀사가 입지한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

부·지자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통근, 정주환경 정비 등)

2)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3) 교통 여건 개선

4) 지역 동종·유사 기업 간 협력 확대(협의체 등)

5) 경영(창업, 판매·마케팅, 컨설팅) 지원 확대

6) 지역 혁신주체(대학, 연구소)와 협력 확대  

7) 지역 이미지 개선(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8) 지자체 및 지역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9) 기타 ( )

Q15. 귀사가 향후 규모 및 매출이 성장한다면, 현재 입지한 지역에서 계속 입지를 

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Q15-1. 위 문항(15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하셨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자체의 지원 기대 2) 지역 지원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3) 학교 및 연구소와의 협력 4) 지역 동종·유사 기업 간의 네트워크 

5) 지역의 이미지 6) 저렴한 지대

7) 저렴한 인건비 8) 원료 확보의 용이성 

9) 기존의 공간 및 설비 활용 10)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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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2. 위 문항(15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하셨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지원 감소 2) 인력 확보의 어려움  

3) 지역의 이미지 4) 관련 기업간의 네트워크 부족

5) 지대 상승    6) 인건비 상승

7) 기업 확장을 위한 기반시설 미비 8) 기타 ( )

� 설문응답자 연락처 

기업명/부서 응답자

E-mail 전화번호(회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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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사례54)

부록 2

1. 일본 로컬 10,000 프로젝트 

○ 지역 경제가 침체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지역의 금융

과 지역 자원, 지역 인재를 연계한 지역 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지역 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성장에 따른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착근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

-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라운드테이블(협의체)

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

○ 로컬 10,00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밀착형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 이

를 뒷받침하는 지역 단위 혁신체계 구축을 지원 

- ‘지역경제순환창조교부금’을 재원으로 지역 밀착형 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

며, 2019년 4월 기준 377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총 308억 엔(공적 비용 110억  

엔, 지역금융기관 융자액 151억 엔, 자기자금 등 46억 엔)에 달하는 지원이 집

행됨. 

-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선진적이며 지속가능한 사

업이어야 하며, 지역 경제에서 순환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되며, 

지역 밀착형 기업이란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지역의 원료 및 자

원에 기반하여 고용 흡수력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 

54) 일본 정책 사례는 서울대학교 다무라후미노리 연구원에게 위뢰한 원고를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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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순환창조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국고에서 제공하는 기

타 창업지원금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기업당 지원규모가 큼. 

-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 부문은 국가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과 지원을 통해 사

업화 및 기술 실증단계에 있는 신기술 기반의 사업 

○ 지역의 금융기관을 파트너십에 참여시킨 점이 특징적이며, 활용되는 기술의 

수준 및 지역의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이 적용됨. 

- 신규성 및 모델성이 지극히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융자 포함)가 가

능하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0% 정도를 보조

- 조건불리지역(條件不利地域)의 재정력이 약한 시정촌(재정력 지수 0.5 미만)

의 경우 2/3, 이 중에서도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시정촌(재정력 지수 0.25 미

만)에 대해서는 3/4의 보조율 적용

-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는 무담보(교부금 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재산

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무보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현

금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병행

부도 1  로컬 10,000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의 흐름

자료: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https://www.chiikinogennki.soumu.go.jp/chiiki/files/04koufukinnitsuite 

2019.pdf, 최종 열람일: 201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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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10,000 프로젝트사업은 지역 산업이 침체되는 주변부 지역에 새로운 생산

활동의 성장 경로를 이식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 실시 후 7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기준, 지역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

면, 각 지역에서 기존 신규 고용 창출의 4.7배에 해당하는 신규 고용이 창출

2. 일본 가치창조거점 조성

○ 가치창조거점 

- 지역의 전통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내외 주체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를 포함하는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 시설 및 네트워크

- 지역기업이, 대학, 전통산업 부문 전문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기업지원서비

스, 금융기관이나 벤처캐피털, 크라우드 펀딩 기업, 기술도입지원 기업 등 다

양한 지원 주체들이 참여하여 형성 

○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가치창조거점 조성 

- 공예, 문화 등 지역이 역량을 보유한 전통적 산업 영역에 대하여 혁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제품, 서비스, 지식 등의 창출을 지원

- 2014년 2월에 수립한 중점전략계획에서는 세계의 교류 거점도시 가나자와를 

실현하기 위해 가나자와가 강점을 가진 공예, 문화에 기반한 혁신적 활동을 통

해 가나자와에서만 창출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부가된 서비스나 제품, 지적 

재산을 창출하는 가치창조거점 조성을 추진

- AI나 IoT기업이 집적된 가나자와 AI빌리지를 정비해 가치창조거점과 연동시

킴으로써 지역에서 다양한 지식 교류가 일어나고, 이에 기반하여 창조하고 성

장하는 기업가 육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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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가치창조거점의 모델

자료: 金澤市 웹사이트.

○ 교통·기술 발달에 기초한 지역 내외부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

량을 보완 

-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주요 도시권이나 세계와의 시간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학회나 대회, 행사 등을 개최하여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꾀함. 

-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창조성이 높은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

역 기업의 시장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가치창조거점에서 활약하는 기업 인재를 해외 최첨단 도시에 파견하고 기술 

교류를 실시하여, 해외에서 습득한 기술, 노하우, 정보를 활용해 지역 기업과 

기업가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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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가치창조거점과 AI빌리지의 연계적 기능

자료: 金澤市 웹사이트.

○ 신기술 기반의 IT, CT 기업 집적을 위한 거점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 육성 및 지역 신산업의 성장을 꾀함. 

-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영상, 디자인 등 분야에서 새

로운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IT 비즈니스 프라자 무사시(ＩＴビジネスプラ

ザ武蔵)를 조성 

- 50여 개의 기업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창업·집적하고 있으며, 거점 시설을 중

심으로 지역 내외 주체들의 교류를 위한 회의, 협의체, 학회, 행사 등을 개최

  · 지역 크리에이터 소개 이벤트 “모찌모찌 톡”: 20회 개최, 551명 참가. 각 분야

의  크리에이터를 소개해 교류를 창출하는 이벤트를 개최 

  · 가나자와 벤처 IT 페스티벌: IT 관련 지역 기업, 크리에이터, 학생이 교류하

는 이벤트

  · 탑 크리에이터즈 톡: 수도권 등의 강사가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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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롱 전시: 가나자와미술공예대학이나 이시카와공업고등전문학교 등의 학

생이 작품 전시의 장소로 활용

  · 모노즈쿠리·AI 아이디어 콘테스트: 기업가, 엔지니어, 학생 등에게서 ICT 관

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품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표창함으로

써 창조적인 우수 인재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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