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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지역의 고용 시장을 위축시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IMF와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산업단지 재배치,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인 이동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고용 충격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은 지역
고용 시장을 다시 일으키는 발판이 된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다섯 개 사례 지역의 고용 위기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정량적･정성적 방식을 활용해 분석했다. 그리고 이들 지역
의 고용 위기 발생과 대응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과 지역
간 대응력 차이를 유발하는 내부 요인을 발견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 고용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를 던졌다. 그 숙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 지역
경제를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

2021. 11.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ABSTRACT

연구 요약

본 연구는 (1) 경기도 내 다섯 개 사례 지역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어떠한
고용 충격을 겪었으며 (2) 그 위기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고 (3) 그에 대해 지방정부
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례 지역을 선정할 때, 상위 행정구역의 영향
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으로 대상을 일차 압축하고,
규모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중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가 상위
30%에 속하는 10개 시군으로 대상을 추가 압축했다. 또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지정학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경기 남부로 대상을 좁혔다.
이들 중 장기 성장률, 충격 완화 정도, 회복 속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세 그룹(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용인시와 수원시, 회복 속도가 중간 수준인 안산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천시와 안양시)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로 비슷하
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이들 다섯 개 사례 지역을 비교하고 대조해 공통점과 차이점
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분석 과정에 정량적･정성적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기초통계자료 분석과 더불어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활용했다.
정량적 선행 연구인 권진우･이슬(2020)에서는 선정한 다섯 개 지역의 장기 성장
률, 충격 완화 정도, 회복 속도가 서로 다름이 확인되었으나 정성적 분석이 포함된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반드시 지역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이 밝혀
졌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이나 수도권 규제 정책 등은 대부분의
사례 지역에서 기업 유출을 야기했다. 중앙정부가 타 시도에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사례 지역에 있던 기업이 산업단지가 건설된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신도시가 들어설 때 인구와
기업이 해당 시군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관측됐다. 산업 정책, 고용 정책, 토지 이용,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아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밖에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더 저렴한 사업 부지를
찾거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대부분의 사례 지역에서
i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유출 역시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
었다. 지가 상승은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는 장점일 수 있으나 이들이 차익 실현을
이유로 점차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실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제
활동 기반을 흔들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이렇듯
지역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을 사례 지역 모두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례 지역이 공통으로 느끼는 외부 영향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먼저, 고용 위기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빠른 집단에 속하는
용인시와 느린 집단에 속하는 부천시와 안양시 사이에서 행정구역 면적이 큰 차이를
보였다.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용인시에서는 방대한 미개발지역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 성장에 따른 부지 확장이 용이했다. 개발 가용지 면적에 대한 제약이 적다는
점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로 연결됐다. 반면, 행정구역 면적이
좁고 미개발지역이 많지 않은 부천시와 안양시에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기업 활동을 위한 새로운 터전이 조성되기
어려웠다. 개발 가용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례 지역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부천시는 추진 중인 대장신도시 개발에 공업지역 비중을 높게 적용하
여 주거 위주인 여느 신도시와 달리 주거와 산업이 복합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안양시는 기업당 소요 면적이 크지 않은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안산시는 부천시와 안양시만큼 면적 제약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새로
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산업단지
를 조성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고 나아가 산학협력
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비록 용인시와 같이 고용 위기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빠른 집단에 속하지만 행정구역 면적이 넓지는 않은 수원시도 개발 가용지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근 화성시 및 오산시의 행정 통합을 시도했
다.
적극 행정이 지역 특성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업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를 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담당 팀장이
ii

각 기업에 직접 먼저 연락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내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승에 따라 공장 확장 또는 시설 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지가가 비교적 높지 않은 개발 가용지가 많아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업
이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기업의 운영 여건을 살피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이 기업으로 하여금 용인시를
적정 입지로 여기도록 이끌고, 그러한 기업의 선호도는 용인시가 고용 위기에 안정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부천시도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이 수도권 규제하에서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상위 정부와의 협상
을 진행해 예외적인 용도지역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대기업의 타 지역 이전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흔들렸던 과거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1)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2) 이전 계획을 세우기 전에 (3)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던 용인시와 달리 부천시는 (1) 한 개 기업을 대상으로 (2) 이전
계획을 알고 난 뒤 (3) 예외적으로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안정적
인 고용 시장과 탄탄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례 지역 지방정부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정책 시행 방식의 세부적인 차이가 고용 위기에 대한 대응
력의 차이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1) 지역 고용 시장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겪었던 고용
충격은 전국적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이나 기업 유출에 따른 지역적 경제
위기에 기인하며 (2) 이러한 지역적 경제 위기가 주로 상위 정부의 정책, 인근 지역
의 개발,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3) 그에 대한 지방정부
의 대응은 취약한 지역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요약됨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은 중앙정부가 지방 발전 정책을 수립
할 때 수도권 지역이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 시도나 시군이 서로의
경계 지역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상위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상황을 수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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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대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타 시군이 시도하는 독창적인 대응책에
착안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키워드 인구 유출, 기업 유출, 수도권 규제, 부동산 가격 상승, 신도시 개발, 적극 행정, 지방정부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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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구성
1.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고용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했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확대되고 2020년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지역 고용 시장이 위축된 것은 해외 요인에 기인한
위기였다. 국내 요인이 초래한 지역 고용 위기도 있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국내 전반에 걸쳐 고용 충격이 발생했던 일은 아직도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사건이다. 또한, 기업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서 기업 유출을 겪은 지역의 산업 구조가 흔들고 국지적 고용 위기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지역 간, 국가 간 연결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한 곳에
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는 위기의 빈도를 높이고 크기
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고용 위기를 지속적으로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
의 특성과 정책,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차이를 만든다.
지역의 위기 대응력 결정 요인을 논의한 국내 선행 연구는 개념적 논의나 이론적
제안에 머무르거나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밝히는 데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시행의 신속성이나 유연성을 다룬 실증연구도 드물고 시･도
단위 연구에 한정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 연구 형식을 빌려 시･군
단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언급된 고용 위기 대응력 및 회복력
결정 요인을 사례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투영하여 기존의 개념적 논의나 이론적
제안에서 한 단계 나아간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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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지난해 발행된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권진우･이
슬, 2020)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구)의 고용 시장이 내･외부로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얼마나 탄력적으
로 대응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를 활용하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0~2018년 사이 연간 총 종사자 수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된 시계열 자료로
성장, 충격, 회복 지표를 계산했다1). 여기에는 이들 지표의 조합을 통해 지역 발전
궤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있었다. 즉, 고용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지역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았다.
지표를 계산한 결과, 장기 성장률은 경기도 동･서･남부에서 세종시로 이어지는
축에서 특히 높게 관측됐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근과 광주광역시 인근에서도 클러
스터 형태의 고성장 지역이 관찰됐다. 그러나 충격 지표는 장기 성장률만큼의 특정
지역 집중도를 보이지 않고 다소 분산된 형태를 나타내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이
반드시 장기 성장률과 같이 가지는 않음을 보여줬다. 회복 지표는 충격 지표보다도
훨씬 더 분산된 모양을 보여 지역의 회복 속도가 장기 성장이나 충격 완화에 비해
상위 행정구역이나 인접 지역의 영향을 덜 받음을 시사했다.
그다음으로 세 개 지표와 각 지역의 인구･경제･사회적 여건을 보여주는 65개
항목과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공공재정, 민간재정, 특허 수, 인구, 경제 상황,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정치 성향, 산업 구조,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근로 형태를 보여주
는 항목 중 세 개 지표 사이에서 일관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항목이 몇 가지 있었다.
장기 성장과는 양, 충격 크기와는 음, 회복 속도와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항목은
1인당 지방세 수입, 지역민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이
1) 장기적인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나타내는 성장 지표는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했
다. 충격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충격 지표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성 가능했을 고용 수준에
비해 위기로 인해 실제로 감소한 고용자 수의 비율로 계산했다.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표현하는 회복
지표는 위기 전후 고용자 수 감소분(위기 이전 고용 수준과 고용 수준이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의 고용 수준 차이)을
최저점에서 위기 이전 고용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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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이었다. 장기 성장과는 음, 충격 크기와는 양, 회복 속도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항목으로는 지역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발견됐다. 전체 사업체 중 회사 이외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역 발전과 음의 관계를 형성했다. 해당
연구에서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과 연관이 있는 정량 요인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그 요인이 각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사례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
다. 사례 연구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연구가 도출한 세 개 지표
및 2000년 이후 각 지역이 경험한 회복기 횟수를 참조했고, 지역의 규모를 나타내는
인구와 종사자 수 정보를 활용했다([표 1-1] 참조). 먼저 상위 정부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 선정 대상을 축소했
다. 그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
(Baldwin･Brown, 2003)에 따라 경제 규모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즉, 인구
규모나 노동시장 규모가 확연히 다른 경우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31개 시군을 인구와 종사자 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으로 선택지를
축소했다. 선행 연구(권진우･이슬, 2020)에서 도출된 회복 지표에 따라 31개 시군
을 상, 중, 하위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인구 및 종사자 수에 따라 축소된 10개
시군 중 회복 속도가 상위 1/3에 속하는 시군 두 곳, 하위 1/3에 속하는 시군
두 곳, 그리고 중간 집단에 속하는 시군 한 곳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때
회복 속도가 비슷한 시군 중 입지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리적
으로 인접한 시군을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를 본 연구의 사례 지역으로 선정했다([표 1-2] 참조). 각종 여건이 비슷한
시군과 다른 시군을 골고루 포함하도록 구성해 (1) 위기 발생과 대응 차원에서 시군
범위를 넘어서는 공통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는지와 (2) 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군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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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례 선정 시 고려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요 지표
시군명

인구

종사자 수

인구 대비
성장 지표 충격 지표 회복 지표
종사자 비

회복기
횟수

화성시

758,722 458,009

0.6037

0.0990

N/A

N/A

N/A

안성시

183,579

89,907

0.4897

0.0577

N/A

N/A

N/A

성남시

954,347 442,834

0.4640

0.0590

N/A

N/A

N/A

김포시

423,170 160,703

0.3798

0.0608

N/A

N/A

N/A

광주시

363,782 133,553

0.3671

0.0715

N/A

N/A

N/A

고양시

1,044,189 317,081

0.3037

0.0512

N/A

N/A

N/A

681,828 162,203

0.2379

0.0609

N/A

N/A

N/A

1,035,126 317,677

남양주시
용인시

0.3069

0.0550

0.0150

0.1426

3

연천군

44,633

11,954

0.2678

0.0118

0.0180

0.0794

4

의왕시

153,932

48,470

0.3149

0.0534

0.0070

0.0920

3

1,201,166 408,226

수원시
이천시
과천시

0.3399

0.0351

0.0116

0.0898

2

214,206

95,169

0.4443

0.0482

0.0200

0.0789

2

58,142

24,027

0.4132

0.0224

0.0231

0.0744

4

평택시

495,642 212,401

0.4285

0.0470

0.0049

0.0792

2

여주시

111,525

38,383

0.3442

0.0340

0.0039

0.0741

2

파주시

451,848 182,520

0.4039

0.0769

0.0004

0.0953

1

양평군

116,095

27,198

0.2343

0.0333

0.0034

0.0508

3

시흥시

448,687 197,914

0.4411

0.0373

0.0050

0.0443

3

하남시

254,415

72,515

0.2850

0.0675

0.0001

0.1318

1

안산시

660,343 308,148

0.4666

0.0268

0.0034

0.0491

3

광명시

326,841

82,127

0.2513

0.0317

0.0035

0.0472

1

오산시

220,070

62,148

0.2824

0.0586

0.0009

0.0718

1

동두천시

96,226

23,733

0.2466

0.0202

0.0066

0.0174

2

포천시

150,676

88,205

0.5854

0.0334

0.0014

0.0488

1

구리시

203,553

62,312

0.3061

0.0394

0.0028

0.0306

2

부천시

843,768 294,666

0.3492

0.0237

0.0028

0.0196

1

가평군

62,918

25,173

0.4001

0.0427

0.0008

0.0382

2

양주시

216,951

83,957

0.3870

0.0337

0.0006

0.0366

1

의정부시

447,026 113,162

0.2531

0.0340

0.0007

0.0157

1

안양시

576,831 242,697

0.4207

0.0295

0.0002

0.0177

1

군포시

276,916 101,936

0.3681

0.0312

0.0002

0.0090

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8)”.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0-2018)”.
주: 회복 지표의 크기에 따라 정렬. 2000년 이후 침체기를 겪지 않은 지역은 충격 지표나 회복 지표가 도출되지
않아 N/A로 표기. 권진우･이슬(2020)에 사용된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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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선정된 사례 지역의 주요 지표
단위: 명, 회

시군명

인구

종사자 수

인구 대비
성장 지표 충격 지표 회복 지표
종사자 비

회복기
횟수

용인시

1,035,126 317,677

0.3069

0.0550

0.0150

0.1426

3

수원시

1,201,166 408,226

0.3399

0.0351

0.0116

0.0898

2

안산시

660,343 308,148

0.4666

0.0268

0.0034

0.0491

3

부천시

843,768 294,666

0.3492

0.0237

0.0028

0.0196

1

안양시

576,831 242,697

0.4207

0.0295

0.0002

0.0177

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8)”.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0-2018)”.
주: 회복 지표의 크기에 따라 정렬. 2000년 이후 침체기를 겪지 않은 지역은 충격 지표나 회복 지표가 도출되지
않아 N/A로 표기. 권진우･이슬(2020)에 사용된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

본 연구는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에서 시작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
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진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섯 개 시군이 보여주는 2000년
이후 모습을 인구･사회･경제적 항목의 변화 양상을 통해 파악했다. 인구 측면에서
는 총 인구, 연령별 인구, 외국인, 통근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경제적 측면에
서는 사업체 수, 사업체 규모, 산업 구조,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기초통계자료 분석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각 시청의 기획팀장, 정책팀장, 일자
리 정책팀장, 도시계획팀장 및 해당 지역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2)를 통해 조사했
다. 인터뷰 결과는 제3장에 기술했다. 인터뷰에서는 (1) 사례 지역이 지난 20년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개발, 또는 변화했는지, (2) 이러한 변화는 시군이 수립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 발생했는지, (3)
그동안 지역 일자리의 확대, 유지, 감소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나 정책이 있었는
지, (4) 지역의 고용 시장이나 경제를 흔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인구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동일 사례 지역 관련자의
경우 두 명 이상과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다른 지역 관련자와는 한자
리에서 만나지 않았다. 두 명 이상 동시에 인터뷰할 때는 한 참석자가 특정 주제나

2) 모든 인터뷰는 2021년 8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진행했으며 각 인터뷰는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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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면 다른 참석자도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
도록 하여 주관적일 수 있는 정보를 상호 보완할 수 있게 했다. 인터뷰 중간에
언급되는 사건이나 정책은 인터뷰 종료 후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해 논점의 객관성
을 확보했다. 참석자가 지역 상황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에서 발언자를 특정하지 않기로 사전 협의했으며 그에
따라 인터뷰 대상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표 1-3] 참조).
[표 1-3] 심층 인터뷰 대상자
소속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인터뷰 대상

업무 분야

A1

도시계획

A2

재정･경제 분야 연구

B1

정책기획

B2

일자리 정책

B3

도시계획

C1

정책기획

C2

일자리 정책

C3

도시계획

D1

정책기획

D2

일자리 정책

D3

도시계획

E1

정책기획

E2

일자리 정책

E3

도시계획

주: 해당 업무 분야의 팀장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시행. 용인시 내부 사정으로 정책
기획 및 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자 불참.

제4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통해 포착한 각 지역에 위기가 발생하는 양상
과 그 위기에 지역이 대응하는 형태를 정리했고 다섯 개 지역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
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는지 서술했다. 즉, 다섯 개 사례 지역에서 고용 위기를 유발한
공통 요인과 개별 요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각 사례 지역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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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했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인지하고
후속 연구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제안했다. 지역의 고용 위기 대응력
과 회복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는
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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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기 관리 이론
1. 위험 사회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위기 관리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관한 논의다. 먼저 위기 관리에
관한 이론은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서 시작한다. 학자들은 대개 독일 사회학자
Ulrich Beck이나 영국 사회학자 Anthony Giddens가 정의하는 ‘위험 사회’를
논의의 초반에 인용한다. 위험 사회란 ‘현대화에 의해 생겨나고 강화되는 위험과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체계(Beck, 1992)’ 또는 ‘점점 더 미래와 안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위험을 만들어내는 사회(Giddens･Pierson, 1998)’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위험이 자연재해를 의미했고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현대화의 부산물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의 생산이나 저감에 사람이 관여하게
되었다(Giddens, 1999). 이들이 의미하는 위험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며 위험 사회는 그러한 위험에 반응해 사회가 조직되는 형태다. 즉,
요즘 논의되는 위험은 비단 자연적 원인뿐만 아니라 인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한
다. 현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된 복합적 형태가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은 사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표출될까? 사고, 사건, 재해,
또는 재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논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일부 사고는 정상적
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정상사고이론, 위험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이 우연히 겹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스위스치즈이론, 위험을 일으키
는 원인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고연쇄반응이론, 조직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고도신뢰이론, 사고를 일으키는 사회적
이고 문화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배양이론이 있다(성기석, 2021).
정상사고이론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사고의 원인을 사회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긴다. 즉, 과거에 비해 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러한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인식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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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가정하에 주로 이야기되는
위기 관리의 단계는 (1)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2) 사고가 발생하
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대비, (3) 사고가 발생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대응, (4) 사고
가 발생한 후 이루어지는 복구로 구성된다([그림 1-1] 참조). 예방은 원인을 제거하
거나 사고 발생 시 위험 정도를 줄이기 위한 활동, 대비는 사고 발생 시 수행할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대응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 복구는
사고 발생 이전의 상태나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활동을 뜻한다(성기석,
2021). 과거에는 복구를 단순히 사고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라 예방, 대비,
사고, 대응, 복구가 순환적으로 꾸준히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구 단계에서 사고 발생 이전
상태로의 회귀보다 더욱 개선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기 시작했다.

[그림 1-1] 사고의 발생과 대처 과정

자료: 성기석(2021). “재난안전 관리자 전문과정(2021.5.7.)” 교육자료, 지방공기업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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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적 원인 또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고용 위기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론의 주류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을 사회–지방정부나 상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역에서 고용 위기
가 발생하는 데 지방정부나 상위 정부의 영향이 얼마나 크거나 작았는지를 살펴보았
다. 그 뒤, 고용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 지역 내부에 있든 지역 외부에 있는 관계
없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했는지를 살펴
보았다. 즉, 위기 관리의 네 단계 중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자료 조사를 수행했고
사례 지역에 따라 사고 발생 이전 단계인 예방과 대비 또는 사고 발생 이후 단계인
복구로 분석을 확대했다.

2. 결정 요인
그렇다면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의 어떠한 여건이나 노력이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을까? 선행 실증 연구에는 인구 구조, 산업 구조, 공공재
정 상태 관련 항목이 위기 대응력 결정 요인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인구 규모, 연령별 인구 구성, 외국인 비율, 저소득층 비율, 교육
수준이 주로 거론된다. 인구 규모(Kwon, 2019), 인구밀도(Davies, 2011), 인구
증가율(김원배･신혜원, 2013; 하수정 외, 2014)이 결정 요인으로 언급된다. 인구
규모가 클수록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가 어려워 대응력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탄탄한 성장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대응력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
다3). 외국인 비율, 저소득층 비율, 교육 수준은 분석 대상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고용 위기 대응력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2000년 이후 국내 시군구 단위
연구에 의하면 지역민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 위기 대응력이
높고 지역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 위기 대응력
이 낮았다(권진우･이슬, 2020)4).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 대도시권 단위 연구
에서는 저소득층 비율이 위기 대응력 향상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3) 고용 위기 대응 차원에서 어느 수준의 인구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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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Kwon, 2019). 저소득층에 취업 노력을 강제하지 않고 재정 지원을 늘려
가는 국내 정책 방향과 취업 노력이 수반될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미국의 차이가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졸업자의 비율 역시 분석에 따라 고용 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Landis, 2014; Kwon, 2019)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고용 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Hill et al., 2010).
종속변수, 독립변수, 분석 시기, 분석 지역 등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민의 교육 수준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응력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 구조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다루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
로 자주 언급된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율은 분석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1970~80년대에는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었으나(Garcia-Mila･McGuire, 1993) 2000년대에는 안정화를
이끄는 요인이었다고 평가된다(Hill et al., 2010). 2000~2018년 우리나라 시군구
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제조업 비율이 충격 완화나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진우･이슬, 2020). 제조업 비율이 연구에 따라 다른 방향성
을 보이는 이유는 시기별로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
다.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응력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제조업이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해 여러 나라에서 해외로 이전했던
제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거나 새로운 제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제조업
외에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 충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권
진우･이슬, 2020). 특정 산업의 비중과 더불어 산업 구조 관련 논의의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 구조의 다양성이다. 여러 가지 산업이 지역 경제 기반을
이룰수록 고용 충격을 완화하거나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이 수월하다는 주장이 많다
(Chandra, 2002; 하수정 외, 2014; 홍사흠 외, 2016).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일수록 위험에 취약하지만 서로 다른 산업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 위험이 분산
된다는 논리다. 분석 시기, 분석 지역, 위기 특성에 따라 산업 다양성 기반의 경제보
제1장 서론∣13

다 특정 산업 위주의 경제에서 위기 대응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산업 구조가 다양할수록 지역의 위기 대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충격 완화 또는 회복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공공재정 상태는 재정자립도나 1인당 지방세 수입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높을수록 충격 완화나 회복이 쉽다는
공통된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도출됐다(e.g., 하수정 외, 2014; 권진우･이슬,
2020). 이는 앞서 기술한 인구 구조나 제조업 비율과 같이 분석 대상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방향성이 변하는 항목과 달리 공공재정 상태가 지역의 고용 시장 안정
화에 일관되고 명확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장단기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시 재정 상태가 취약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지원금 마련이나 단기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세 가지 요인인 인구 구조, 산업 구조,
공공재정에 초점을 맞춰 다섯 개 사례 지역을 조사했다. 먼저 인구 규모와 구성,
경제 상황과 구조를 보여주는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지역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이해했다. 그 뒤
사례 지역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구 구조, 산업 구조,
공공재정 상태가 각 지역의 고용 위기 발생과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했다. 이때 선행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개별 항목의 역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역 내 인구 구조, 산업 구조, 공공재정 상태가 과거부터 지금까
지 어떻게 변해왔고 그 변화를 지방정부가 주도했는지 아니면 외부의 힘이 주도했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량적 선행 연구에서 유의미한 항목으로 거론되
지는 않았으나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고용 수준 변화를 유발한 지역 고유의 인구･사
회･경제적 여건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새로운 원인의 등장 여부도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14∣지방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 사례 비교 연구

02
인구 및 경제 현황
G

제1절∣인구 규모와 구성

y
e

제2절∣경제 상황과 구조

o
n
g
g
i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제2장

인구 및 경제 현황
제1절 인구 규모와 구성
1. 인구 규모
제1장 제2절에서 기술했듯이 인구 관련 항목은 위기 대응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인 중 하나로 선행 연구에 등장한다. 인구 규모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지만 높은 인구 증가율은 지역 경제 기반의 성장을 의미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인구 규모와 대응력 간 상관
관계를 인정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지역 사이에서 어떠한 다른 원인이 대응
력의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찾았다5).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인구 증가율은 다섯
개 지역의 경제 기반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어 관심 있게 들여다보았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 약 922만 명에서 2003
년 1,000만을 넘어선 이후 2019년 기준 1,324만 명에 근접했다([표 2-1] 참조).
사례 지역 중에서는 용인시의 인구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용인시 인구 증가율은
경기도 연평균 인구 증가율(1.9%)을 뛰어넘는 5.4%를 기록했다.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의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각각 1.2%, 0.7%, 0.4%로 양의 값이
기는 하나 경기도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아 경기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 성장이
지체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안양시의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1%로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의 경우 201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각각 –1.0%, -0.6%, -1.0%로
나타나 세 지역은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0
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순으로 높았
고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순으로

5) 제1장 제1절에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규모가 상위 1/3에 속하는 10개 시군에서
5개 사례 지역 선정해 인구 규모가 지역의 고용 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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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떠올리면 안산시의 인구 감소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다섯 사례 지역의 상대적인 인구 증가 수준이 2000년 이후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 기반해 본 연구는 앞서 용인시와 수원시를 고용 위기 대응력이
높은 집단, 안산시를 중간 수준 집단, 부천시와 안양시를 대응력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했는데 인구 증가율 수준이 대응력 수준과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표 2-1] 2000~2019년 인구 및 연평균 인구 증가율
단위: 명, %

지역

2000

2010

2019

2000년 대비 2010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경기도

9,219,343

11,786,622

13,239,666

1.9

1.3

용인시

392,133

876,550

1,059,609

5.4

2.1

수원시

948,065

1,077,535

1,194,465

1.2

1.2

안산시

566,912

714,891

650,918

0.7

-1.0

부천시

775,815

875,204

829,996

0.4

-0.6

안양시

581,166

621,714

567,044

-0.1

-1.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9)”.

용인시 인구는 2000년 39만 명에서 2006년 77만 명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였으
며 2007년 이후에는 상승 폭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 기준 106만 명으로 집계됐다([그림 2-1] 참조). 수원
시 인구는 2000년 95만 명에서 2002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9년 119만
명으로 20년 동안 25만 명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2012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증가율이 음수로 변했다. 안산시 인구는
2000년 57만 명에서 2011년 72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19년 기준 65만 명으로 집계됐다. 부천시 인구는 2000년 78만 명에
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88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9
년에는 83만 명으로 줄었다. 안양시 인구는 2010년 58만 명에서 시작해 증가하다
가 2010년 62만 명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57만 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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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0~2019년 인구
단위: 명, 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9)”.

2. 연령별 인구
연령별 인구 구성은 생산가능인구 구성과 연결되며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고용
시장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산가능인구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하며 대개 15~64세 인구 중 군인, 경찰,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을 제외
한 인구를 가리킨다6). 생산가능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취업자와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를 합해 경제활동인구라 부르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는 비경제
활동인구라 부른다. 유소년인구 비중 감소, 고령인구 비중 증가, 또는 젊은 층의
외부 유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축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 시장 안정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사례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성이 2000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알려주는 시사
점을 도출했다.
6) 통계청 통계 용어 및 지표.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
detail_lang&pageNo=1&keyWord=7&cd=SL4470&sTt=” (2021.11.1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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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도 인구 중 유소년인구(0~14세)는 2000년 221만 명(24.0%)에서
2019년 183만 명(13.8%)으로 연평균 –1.0%의 감소세를 나타냈다([그림 2-2] 참
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648만 명(70.3%)에서 2019년 976만 명
(73.7%)로 증가해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6년 74.4%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최근 경향은 감소임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00년 52만 명(5.7%)에서 2019년 165만 명
(12.5%)으로 매년 6.2%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섯 개 사례 지역 모두 경기도
의 연령별 인구 추이를 따라 유소년인구는 감소,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2] 2000~2019년 연령별 인구 비율
단위: %, 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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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648만 명에서 2019년 976만 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용인시의 경우 2000년 27만 명에서 2019년 76만 명으로 연평균
5.6% 증가해 경기도 평균의 2.5배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였다([표 2-2]
참조). 수원시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67만 명에서 2019년 91만 명으로 매년
1.6% 꾸준히 증가했다. 안산시는 2000년 39만 명에서 2013년 55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9년 51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
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2000년 56만 명에서 2011년 67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
년 63만 명까지 감소해 연평균 0.6% 증가율을 보였다. 안양시는 2000년 42만
명에서 2010년 47만 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19년 43만
명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0.1% 증가에 그쳤다.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가
시작된 2016년 대비 2017년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계산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0.4% 감소했음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용인시(-0.2%), 수원시(-0.3%), 안산시
(0.0%)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 속도는 경기도보다 완만했으나 부천시(-0.7%)와
안양시(-0.5%)는 경기도보다 더욱 급격한 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경기도에서 2019년 기준
87.5로 나타났으며, 부천시(104.6)와 안양시(102.4)는 경기도 수치보다 높고 용인
시(80.2), 수원시(74.3), 안산시(84.8)는 낮게 나타났다.

[표 2-2] 2000~2019년 연령별 연평균 인구 증가율 및 2019년 노령화지수
단위: %

지역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2019년 기준
노령화지수

경기도

-1.0

2.2

6.2

87.5

용인시

2.7

5.6

10.2

80.2

수원시

-2.1

1.6

6.1

74.3

안산시

-3.7

1.4

5.9

84.8

부천시

-3.3

0.6

5.7

104.6

안양시

-3.4

0.1

4.8

102.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9)”.
경기도. “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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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인구 구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유지하는 데 비해 부천시와 안양시에서는 생산가능
인구 비율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 개 사례 지역 모두에서 고령화
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에서는 아직 유소년인구의 비중
이 고령인구의 비중보다는 높게 나타난 반면 부천시와 안양시에서는 고령화가 급속
하게 진행돼 고령인구의 비율이 유소년인구의 비율을 넘어섰다. 즉, 고용 위기 대응
력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의 차이가 인구 규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중간 수준의 대응력을 갖는 집단
을 대표하는 사례로 선정된 안산시가 비교적 대응력이 높은 집단에 가까움을 확인했
다.

3. 외국인 인구
제1장 제2절 선행 연구 소개에서 외국인 인구 비율이 지역의 고용 위기 대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해당 연구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경제 구조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하여 개방적인 구조를 가질수록 고용
위기 대응이 수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국내가 아닌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반대의 경향성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경향성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앞서 살펴본 인구 규모나 연령별 인구 구성과 같이 대응력 수준에 따라 구분한
사례 지역 간에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 6만 명에
서 2019년 41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0년 0.7%에서 3.0%로 증가했다([표 2-3] 참조). 2005년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2-3] 참조). 경기
도와 비교해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거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로
나타났고, 부천시는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용인시와 안양시는 경기도와
비교해 외국인 인구 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나 그 증가율이 낮았다. 안산시 등록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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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구는 2000년 8,6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해 같은 해 경기도 전체
외국인 비율인 0.7%의 두 배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56,467명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해 같은 해 경기도 전체 외국인 비율인 3.0%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안산시 등록외국인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 기준 10.4%로 경기도 전체나
용인시, 부천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내국인 인구 증가율이 낮아 전체 인구에
서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안산시에서
외국인의 80.8%가 반월･시화공단과 인접한 단원구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외국
인 체류 유형상 외국인 근로자가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
별로는 중국 국적이 65.5%,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10.7%로 나타났다. 수원시에서는
2000년, 2005년 대비 외국인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14.3%, 11.3%로 나타나 경기
도의 10.6%와 7.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사례 지역 중 2000년 이후 외국인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의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약 3만 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6.7%로 나타났다. 외국인 취업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34.9%) 소지자가 가장 많았으며 직무 수준은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
적인 일(43.0%)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표 2-3] 2000~2019년 등록외국인 수(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명, %

2000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2005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지역

2000

2019

경기도

60,670 (0.7)

414,318 (3.0)

10.6

7.2

용인시

2,895 (0.7)

18,982 (1.8)

10.4

6.0

수원시

3,188 (0.3)

40,557 (3.3)

14.3

11.3

안산시

8,662 (1.5)

56,467 (8.0)

10.4

8.4

부천시

4,188 (0.5)

25,689 (3.0)

10.0

8.7

안양시

2,074 (0.4)

7,420 (1.3)

6.9

4.4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2000~20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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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00~2019년 등록외국인 수
단위: 명, 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2000~2019)”.

부천시는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안산시의 1/3가량이지만
외국인 인구 증가율은 안산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부천시의 2019년 등록외
국인 수는 약 2만6천 명으로 2000년 기준 연평균 10.0% 증가했으며 2005년 기준
으로는 8.7% 증가해 경기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용인시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00년 0.7%에서 2019년 1.8%로 증가했고 이 비율은 경기도 평균인
0.7%, 3.0%보다는 낮아 외국인 거주율이 낮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안양시는 외국
인 인구 규모, 비중, 증가율 모두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가장 낮았고 경기도 평균을
하회했다. 2000년과 2019년 등록외국인 비율이 각각 0.4%, 1.3%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 대비 6.9%, 2005년 대비 4.4%에 그쳤다.
사례 지역의 외국인 인구 비율과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보여주는 다섯 개 사례 지역 간 상대적인 관계는 인구 규모나 연령별 인구 구성이
보여주었던 관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로 이어지던 대략적인 순위가 깨지고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안양시 순위
가 포착됐다. 반월･시화공단을 보유한 안산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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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율을 높였고, 용인시의 외국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면서 상대적
으로 하위권에 올랐다. 선행 연구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용인시는 경제 구조의 개방
성이 약하며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는 고용 위기 대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용인시의 경제 구조에서 외국인 비율이 유난히 낮은 이유가 다른 항목으로
설명될 가능성도 있어 여기에서는 특이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추후
타 항목과 연계해 살펴본 뒤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4. 통근 인구
통근 인구는 도시 구조와 경제 활동 형태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비록 선행 연구에
서 통근 인구와 위기 대응력 사이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고용
위기와 경제 활동 형태는 분명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본 항목을 조사했다.
지역민의 대다수가 지역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 지역 내의 원인에 의해 발생
하는 지역적 고용 위기는 지역의 고용자 수에 영향을 덜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역민의 대다수가 지역 내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지역의 고용자 수는 지역
의 고용 위기에 즉각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지역민의 지역 경제 의존성 또는 지역
경제의 지역민 의존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지역민의 통근 형태로 이해
할 수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15세 이상 통근 취업 인구는
575만 명으로 집계됐다([표 2-4] 참조). 그중 일부는 거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구) 내에서 통근하고, 일부는 경기도 내 타 시군구로 통근하며, 나머지는 경기도
밖 시도로 통근한다. 이들 중에서 거주 시군구 내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를 내부 통근
인구, 시군구 밖(타 시군구 또는 타 시도)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외부 통근 인구라
부른다. 세 가지 통근 유형 중 내부 통근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섯 개 사례 지역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 내 시군구의 평균 내부 통근 비율은 56.3%로 나타나
경기도민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와 수원시의 내부 통근 비율은 각각 68.0%, 56.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부천시와 용인시의 내부 통근 비율은 각각 50.4%, 50.2%로 경기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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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네 개 지역 모두 15세 이상 통근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안양시의 내부 통근 비율은 45.2%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내부 경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에서는 외부 통근 인구
중 시도 내 통근 인구가 타 시도 통근 인구보다 많은 구조를 보인 반면 부천시와
안양시에서는 시도 내 통근 인구보다 타 시도 통근 인구가 많은 구조를 나타냈다.
즉, 서울시 및 인천시와 맞닿은 부천시, 서울시와 맞닿은 안양시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부천시와 안양시에 다수 거주하는 것으
로 보인다.

[표 2-4] 통근유형별 15세 이상 취업 인구(비율)
단위: 명, %

지역

통근 취업 인구

경기도

내부 통근 인구

외부 통근 인구

시군구 내

시도 내

타 시도

5,745,634
(100)

3,235,962
(56.3)

1,189,274
(20.7)

1,320,398
(23.0)

용인시

420,919
(100)

211,203
(50.2)

118,307
(28.1)

91,409
(21.7)

수원시

548,175
(100)

310,023
(56.6)

168,930
(30.8)

69,222
(12.6)

안산시

333,069
(100)

226,410
(68.0)

72,942
(21.9)

33,717
(10.1)

부천시

404,804
(100)

204,032
(50.4)

45,510
(11.2)

155,262
(38.4)

안양시

278,512
(100)

125,813
(45.2)

73,204
(26.3)

79,495
(28.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통근 유형을 통해 드러난 지역의 경제 활동 형태 특성은 안산시의 높은 내부
통근 의존도와 부천시와 안양시의 높은 타 시도 통근 의존도였다. 거주 여건과 고용
여건이 모두 좋은 지역에서 직주 근접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산시, 수원시,

26∣지방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 사례 비교 연구

부천시, 용인시, 안양시 순으로 거주 여건과 고용 여건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
다.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면 안산시와 수원시는 평균 이상의 직주 근접 수준, 부천
시, 용인시, 안양시는 평균 이하의 직주 근접 수준을 나타냈다. 용인시에서는 인근
성남시와 수원시로의 출퇴근, 부천시에서는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로의 출퇴근, 안
양시에서는 인근 서울시로의 출퇴근이 외부 통근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세 지역의 고용 시장보다 더 활성화된 고용 시장이 인근에 있음을
시사한다. 인근 고용 시장에 경제활동인구를 빼앗기는 형태인지 아니면 인근에 활성
화된 고용 시장이 해당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형태인지는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항목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다.

제2장 인구 및 경제 현황∣27

제2절 경제 상황과 구조
1. 고용 상황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의 변동은 고용 시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다섯 개 사례 지역의 2000~2018년 고용 시장 규모(총 종사자 수)의
장기 성장률은 모두 양의 값을 보였고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순으
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표 1-2] 참조). 그러나 단기적 변동 양상을 들여다보면
2000~2018년 동안 다섯 개 사례 지역은 각각 1~3회에 걸친 고용 시장 침체기와
회복기를 겪었음이 보인다. 용인시는 3회, 수원시는 2회, 안산시는 3회, 부천시는
1회, 안양시는 1회 침체 및 회복기를 경험했다. 또한, 침체기에 발생한 충격의 크기
는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순으로 컸고 그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속도 역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순으로 빨랐다. 즉, 다섯 개
사례 지역은 2000년 이후 한 번 이상 고용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에 대한 대응
수준이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순으로 진단됐다.
총 종사자 수가 보여주는 고용 시장 규모 외에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보여주는 고용 시장 구성은 같은 기간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먼저 경기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8년 820만 명에서 2019년 976만 명으
로 늘어났고 이와 같은 우상향 곡선은 용인시와 수원시에서도 관측됐다([그림 2-4]
참조). 그러나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경기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571만 명에서 723만 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했다. 그중 취업자는 695만 명, 실업자는 27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증가
율은 각각 1.3%, 2.1%로 나타났다. 용인시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36만 명에서
2019년 52만 명으로 연평균 3.4% 증가하고 취업자도 3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연평균 3.4% 증가해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수원시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50만
명에서 2019년 65만 명으로 연평균 2.4%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49만 명에서 6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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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했다. 반면, 부천시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43만 명에서
2019년 46만 명으로 연평균 0.7% 성장하는 데 그쳤고 취업자는 42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0.5% 성장에 머물렀다. 안산시 경제활동인구 역시 37만 명에서 39만으로
연평균 0.6% 증가에 그쳤으며 취업자는 36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증가해 0.5%
성장에 머물렀다. 안양시 경제활동인구는 27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연평균 0.8%
증가, 취업자는 27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연평균 0.6% 증가를 보였다.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에서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 지역
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2-4] 2008~2019년 생산가능인구, 경제･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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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2013년 61~62%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부
터 성장해 2019년 64.3%에 도달했다([그림 2-5] 참조). 2019년 기준 고용률은
61.9%, 실업률은 3.8%로 집계됐다. 다섯 개 사례 지역의 2019년 기준 경제활동참
가율과 고용률은 경기도 수치를 밑돌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안산시(63.4%), 부천
시(63.0%), 수원시(62.6%), 안양시(62.1%), 용인시(59.2%) 순으로, 고용률은 안산
시(60.3%), 부천시･수원시(60.2%), 안양시(58.8%), 용인시(56.8%) 순으로 나타났
다. 용인시와 수원시에서는 실업률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며 일정 수준에 머물렀으
나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림 2-5] 2008~2019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단위: %, 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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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종사자 수는 2000년 215만 명에서 2019년
53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표 2-5] 참조). 다섯 개 사례 지역 역시 2000~2019
년 사이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용인시(5.8%)를 제외한 네 개 지역의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가율은 경기도의 연평균 증가율(4.9%)보다 낮아 상대적인 차이가 드러
났다. 부천시의 성장세가 가장 약했으며 안산시, 안양시, 수원시가 그 뒤를 따랐다.
[표 2-5] 2000~2019년 종사자 수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명, %

2000년 대비 2010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지역

2000

2010

2019

경기도

2,154,178

3,758,001

5,302,740

4.9

3.9

용인시

121,156

238,300

351,012

5.8

4.4

수원시

219,299

342,752

438,591

3.7

2.8

안산시

191,308

269,822

320,193

2.7

1.9

부천시

193,452

257,932

297,595

2.3

1.6

안양시

143,815

214,264

261,491

3.2

2.2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00~2019)”.

[그림 2-6] 2000~2019년 종사자 수
단위: 명, 년

자료: 경기도. “경기도기본통계(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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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별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서비스업 367만 명(69.3%), 제조업
132만 명(24.9%), 건설업 29만 명(5.5%), 전기･가스･수도업 9천 명(0.2%), 농업･
임업･어업･광업 6천여 명(0.1%)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산업 구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한정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경기도 및 모든 사례 지역에서 2000년 이후 서비스업 비중은 늘고 제조업 비중은
감소했다([표 2-7] 참조). 경기도 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 34.3%에서 2019년
69.3%로 35.0%p 확대됐으며 제조업 비중은 2000년 59.7%에서 2019년 24.9%로
34.8%p 축소됐다. 사례 지역 모두 과거 서울시의 제조업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중심의 기능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기준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원시
(85.3%), 안양시(78.4%), 용인시(77.6%), 부천시(70.8%), 안산시(56.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역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안산시
(38.6%), 부천시(23.0%), 용인시(16.9%), 안양시(13.3%), 수원시(8.7%) 순으로 높
았다.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삼을 때, 안산시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38.6%)이
경기도의 비중(24.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비교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네 개 지역은 서비스업에 치중된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
다([그림 2-7] 참조).

[표 2-6] 산업별 종사자 수
단위: 명

지역

건설업

농임어광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

제조업

경기도

292,943

6,640

3,673,057

9,005

1,321,095

용인시

18,480

498

272,390

255

59,389

수원시

25,568

221

374,221

537

38,044

안산시

14,366

137

181,394

620

123,676

부천시

18,369

0

210,599

201

68,426

안양시

21,332

56

205,041

225

34,837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19)”.

32∣지방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 사례 비교 연구

[표 2-7] 서비스업 및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
단위: %

지역

서비스업

제조업

2000

2019

2000

2019

경기도

34.3

69.3

59.7

24.9

용인시

56.0

77.6

40.5

16.9

수원시

76.7

85.3

19.7

8.7

안산시

45.8

56.7

50.1

38.6

부천시

58.0

70.8

39.7

23.0

안양시

72.5

78.4

23.6

13.3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19)”.

[그림 2-7] 2000~2019년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
단위: 명, 년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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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체 현황
고용 시장의 두 가지 축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자와 기업이다. 고용 시장 안정화에
는 풍부한 구직자(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탄탄한 구인 기업(사업체)도 필요하다.
앞서 노동자의 현황을 보여주는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률, 고용
자 수 기반의 산업 구조를 살펴봤으므로 여기에서는 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를 확인하고자 한다. 노동자 기반의 정보와 더불어, 경기도와 각 사례 지역의
사업체 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사업체 수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는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고용 시장의 양면을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사업체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0년 49만 개에서 2019년 기준 93만 개로 집계됐다([표 2-8] 참조). 다섯 개
사례 지역도 모두 사업체 수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그림 2-8] 참조). 2000년
대비 연평균 사업체 수 증가율은 용인시(6.0%), 안산시(2.9%), 수원시(1.9%), 안양
시(1.7%), 부천시(1.2%) 순이었고, 2010년 대비 연평균 사업체 수 증가율은 용인시
(5.1%), 수원시(2.8%), 안산시(2.0%), 부천시･안양시(1.2%) 순이었다. 경기도 연평
균 사업체 수 증가율(3.5%)을 웃도는 지역은 용인시가 유일해 사례 지역 간 차이를
드러냈다.
즉, 사업체 수의 변화는 본 연구가 고용 위기 대응력을 기준으로 다섯 개 사례
지역을 크게 세 개 집단으로 분류했던 기준과 일치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용인시의
두드러진 성장과 더불어 수원시와 안산시의 양호한 성장세, 부천시와 안양시의 비교
적 약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업체 수 확보와 고용 위기 대응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시사한다. 지방정부가 사업체 유치 및 유지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업체 수의 변화는 피상적인 정보다. 용인시에서 사업체 수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고, 부천시와 안양시의 성장을 둔화시킨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다른 정량 지표
와 다음 제3장에 기술할 정성적 정보를 통해 사업체 수 변화의 배후에 존재하는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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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00~2019년 사업체 수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개, %

2000년 대비 2010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지역

2000

2010

2019

경기도

488,147

687,020

934,349

3.5

3.5

용인시

18,444

35,802

55,828

6.0

5.1

수원시

51,711

57,844

74,015

1.9

2.8

안산시

31,517

45,278

54,200

2.9

2.0

부천시

49,033

54,767

61,147

1.2

1.2

안양시

32,976

40,740

45,375

1.7

1.2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00~2019)”.

[그림 2-8] 2000~2019년 사업체 수
단위: 개, 년

자료: 경기도. “경기도기본통계(2000~2019)”.

경기도 사업체는 2019년 기준 서비스업 76만여 개(82.3%), 제조업 13만여 개
(14.3%), 건설업 3만여 개(3.3%), 농업･임업･어업･광업 6백여 개(0.1%), 전기･가
스･수도업 3백여 개(0.0%)로 나타났다.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는 서비스업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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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각각 91.4%, 88.7%, 87.2%로 경기도의 비중(82.3%)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
체 수 기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였다([표 2-9] 참조). 안산시와 부천시는
제조업 사업체 비중이 각각 16.8%, 16.7%로 경기도의 비중(14.3%)보다 높게 나타
나 상대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나타냈다. 2019년 기준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순으로 서비스업 사업체 비율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본
종사자 수 기준 서비스업 비율 순서와 유사했다. 그러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2000년 대비 2019년 서비스업 비중이 경기도 및 모든 사례 지역에서 늘고
제조업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줄어든 반면,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변화
양상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에서는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서비스업 비중이 늘고 제조업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나 안산시에서는 2000년에 비해 2019년에 서비스업 사업체 비중이 줄고 제조
업 사업체 비중이 늘었다([표 2-10] 참조).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용 위기 대응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면 안산시의 제조
업 기반 산업 구조나 용인시의 제조업 비율 증대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산업 다양성을 다섯 개 산업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장의 정성적 분석에서 검토했다.
[표 2-9] 산업별 사업체 수 및 비율
단위: 개, %

지역

건설업

농임어광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

제조업

경기도

31,261
(3.3)

650
(0.1)

768,754
(82.3)

367
(0.0)

133,317
(14.3)

용인시

1,760
(3.2)

44
(0.1)

49,522
(88.7)

20
(0.0)

4,482
(8.0)

수원시

2,510
(3.4)

6
(0.0)

67,626
(91.4)

15
(0.0)

3,858
(5.2)

안산시

1,859
(3.4)

18
(0.0)

43,202
(79.7)

16
(0.0)

9,105
(16.8)

부천시

1,850
(3.0)

0
(0.0)

49,062
(80.2)

6
(0.0)

10,229
(16.7)

안양시

1,897
(4.2)

5
(0.0)

39,581
(87.2)

14
(0.0)

3,878
(8.5)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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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2000~2019년 서비스업 및 제조업 사업체 비율
단위: %

지역

서비스업

제조업

2000

2019

2000

2019

경기도

83.8

82.3

13.9

14.3

용인시

84.3

88.7

12.8

8.0

수원시

90.5

91.4

7.1

5.2

안산시

83.3

79.7

14.3

16.8

부천시

78.9

80.2

19.3

16.7

안양시

87.3

87.2

10.3

8.5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19)”.

[그림 2-9] 2000~2019년 산업별 사업체 비율
단위: 개, 년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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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의 증가는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활발한
경제 기반 조성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체를 5인 미만 사업체와 5인 이상
사업체로 구분해 그 수의 변화를 확인했다. 먼저 경기도에서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710,459개로 전체 사업체 중 가장 큰 비중(76.0%)을 차지했으며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였다([표 2-11] 참조). 경기도
성장률을 넘어선 지역은 용인시가 유일했다. 용인시의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2009
년 26,718개에서 2019년 41,950개로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4.6%)을 보여 소규
모 사업체가 활발히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원시(2.2%), 안산시(1.7%), 부천
시(1.2%), 안양시(0.6%)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 지역의 5인 미만 사업체 수 증가
율은 경기도 연평균 증가율(3.1%)에 미치지는 못했다([그림 2-10] 참조). 비교를
위해 확인했던 5인 이상 사업체 수 역시 용인시가 2009년 7,104개에서 2019년
13,878개로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6.9%)을 나타냈으며 이는 경기도의 성장률
(5.1%)을 상회했다. 수원시(4.8%), 안산시(3.8%), 안양시(3.2%), 부천시(3.1%)는
경기도 연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체의 성장이 지체되
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용인시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며, 수원시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성장률이 비교적 우수했다.
특히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2009년에는 사업체 수 기준 하위권에 머물던 용인시가
2019년에는 상위권으로 도약한 사실이 눈에 띄었으며 이는 민간 기업이 용인시로
활발히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는 사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경기도 평균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해 전반적인 사업체 성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한해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12] 참조). 그중에서도 서비스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서비스업 사업체의
규모가 대체로 소규모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 및
모든 사례 지역에서 서비스업에서 5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에서 5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원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와 네 개 사례 지역에서 늘었다. 즉, 수원시에서 제조업이 조금씩 소규모
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음이 확인됐다.
38∣지방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 사례 비교 연구

[표 2-11] 5인 미만 사업체 수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개, %

5인 미만 사업체
지역

5인 이상 사업체

2009

2019

연평균
증가율

2009

2019

연평균
증가율

경기도

524,048

710,459

3.1

135,960

223,890

5.1

용인시

26,718

41,950

4.6

7,104

13,878

6.9

수원시

46,359

57,908

2.2

10,104

16,107

4.8

안산시

35,092

41,503

1.7

8,741

12,697

3.8

부천시

42,326

47,762

1.2

9,846

13,385

3.1

안양시

32,607

34,731

0.6

7,731

10,644

3.2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09~2019)”.

[그림 2-10] 2009~2019년 5인 미만 사업체 수
단위: 개, 년

자료: 경기도. “경기도기본통계(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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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서비스업 및 제조업 5인 미만 사업체 비율
단위: %

지역

서비스업

제조업

2009

2019

2009

2019

경기도

84.3

80.8

52.7

55.5

용인시

82.1

78.1

51.6

54.6

수원시

83.6

80.1

67.4

64.4

안산시

87.0

83.6

43.6

48.4

부천시

86.1

82.5

59.8

61.6

안양시

83.7

79.6

60.1

61.2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09-2019)”.

3. 주요 산업
앞서 안산시와 부천시의 제조업 비중이 16%대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
도 평균을 상회해 이들 지역의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국내 지역의 높은 제조업 비중은 대체
로 고용 위기 대응력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본 연구의 사례
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안산시와 부천시의 고용 위기 대응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제조업을 구성하는 세부 업종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의 제조업을 구성하
는 상위 5대 세부 업종을 분석했다.
먼저, 2019년 기준 경기도 전체 사업체 중 14.3%가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업의 55.0%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7.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8.3%) 등의 5대 업종이 차지했다([표 2-13]
참조). 수원시와 용인시는 각각 식료품 제조업이 16.0%, 14.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공통으로 상위 5대 업종에 들었다. 안산시에
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4.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2.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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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역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7.3%)이 1, 2위
를 차지해 안산시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으며 전기장비 제조업(11.0%)이 그 뒤를
이었다. 안양시에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5.5%),
전기장비 제조업(14.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1.0%) 순으로 큰 비중을 나타
냈다.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는 용인시나 수원시에 비해 기계 및 장비, 부품 관련
업종이 큰 비율을 차지해 전통 제조업 기반의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안산시와
부천시는 비슷한 제조업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산시와 부천시의
제조업 업종 구조는 비슷하지만 개별 사업체 규모의 크기가 두 지역 제조업 구조의
차이를 만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더 많이 보유한 안산시의 제조업 기반이 더 탄탄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이 왜 안산시에는 조성될 수 있었고 부천시에는 조성되기 어려웠는지는 다음
장에서 인터뷰 결과를 활용해 논의하기로 한다.

[표 2-13] 제조업 사업체 기준 상위 5대 업종 비율
단위: %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경기도

금속가공제품
(17.6)

기타 기계･장비
(14.0)

고무･플라스틱
제품 (8.3)

식료품 (8.2)

전기장비 (6.9)

용인시

식료품 (14.3)

기타 기계･장비
(9.3)

금속가공제품
(8.5)

고무･플라스틱
제품 (8.0)

가구 (7.0)

수원시

전자부품･컴퓨
기타 기계･장비 의료･정밀･광학
식료품 (16.0) 전기장비 (12.6) 터･영상･음향･
(9.5)
기기･시계 (7.8)
통신장비 (12.2)

안산시

금속가공제품
(23.6)

전자부품･컴퓨
기타 기계･장비
터･영상･음향･
(14.5)
통신장비 (12.4)

부천시

금속가공제품
(21.3)

기타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전기장비 (11.0)
(17.3)
제품 (9.1)

안양시

전자부품･컴퓨
기타기계･장비
터･영상･음향･ 전기장비 (14.2)
(11.0)
통신장비 (15.5)

전기장비
(8.3)

고무･플라스틱
제품 (5.7)

식료품 (9.0)

전자부품･컴퓨
터･영상･음향･
통신장비 (7.6)
금속가공제품
(8.9)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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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업체 기준 분석에 더하여 종사자를 기준으로 각 사례 지역의 제조업
구조를 분석했다. 2019년 경기도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 수의 24.9%를
차지하고 제조업의 55.5%는 상위 5대 업종이 채웠다([표 2-7], [표 2-14] 참조).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에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각각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의 30.1%, 28.9%, 20.0%, 20.6%를
구성하며 1순위 업종에 올랐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도 5위
안에 들었다([표 2-14] 참조). 그러나 네 개 지역의 특성을 구분하는 산업도 존재했
다. 용인시에서는 식료품 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두드러졌고 수원시에서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산시에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
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안양시에서는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시계 제조업
과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표 2-14] 제조업 종사자 기준 상위 5대 업종 비율
단위: %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경기도

전자부품･컴퓨
기타 기계･장비
터･영상･음향･
(13.3)
통신장비 (15.3)

금속가공제품
(11.5)

고무･플라스틱
제품 (8.4)

전기장비 (6.9)

용인시

전자부품･컴퓨
기타 기계･장비
터･영상･음향･
(9.1)
통신장비 (30.1)

식료품 (8.2)

전기장비 (6.8)

고무･플라스틱
제품 (6.6)

수원시

전자부품･컴퓨
의료, 정밀, 광학
기타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터･영상･음향･
전기장비 (12.5) 기기 및 시계
(14.8)
제품 (5.7)
통신장비 (28.9)
(10.0)

안산시

전자부품･컴퓨
터･영상･음향･
통신장비 (20.0)

금속가공제품
(14.4)

부천시

기타 기계･장비
(16.7)

금속가공제품
(14.7)

안양시

전자부품･컴퓨
의료･정밀･광학
기타 기계･장비
터･영상･음향･ 전기장비 (14.2)
기기･시계
(12.4)
통신장비 (20.6)
(13.9)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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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계･장비
(12.5)

전기장비 (7.7)

자동차･트레일
러 (7.1)

전자부품･컴퓨
고무･플라스틱
전기장비 (13.4) 터･영상･음향･
제품 (10.8)
통신장비 (13.0)
식료품 (5.8)

부천시의 5대 업종 순위는 나머지 네 개 지역과 다소 달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6.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4.7%), 전기장비 제조업(1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3.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8%) 순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종사자 수 기준 상위 업종 순위를 앞서 살펴본
사업체 수 기준 상위 업종 순위와 비교하면, 용인시에 대규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존재하며 나머지 네 지역에서는 해당 업체 규모가
다소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원시에 영세 식료품 제조업이 다수 존재했고,
안산시와 부천시에서는 금속 가공 산업이 제조업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서비스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2.3%를 구성하며 서비
스업의 60.8%를 세 개 업종이 차지했다([표 2-10], [표 2-15] 참조). 사례 지역
모두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의 비율이 25%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약 20%를
차지했다. 3순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수원시와 부천시에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각각 12.6%, 13.3%로 나타났으며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에서는 운수 및 창고업이 각각 12.3%, 15.1%, 11.5%로 분석되었다.
[표 2-15] 서비스업 사업체 기준 상위 3대 업종 비율
단위: 개, %

지역

1순위
업종명

2순위

3순위

사업체 수

업종명

사업체 수

업종명

사업체 수

경기도 도매･소매업

212,226
(27.6)

숙박･음식점업

160,465
(20.9)

운수･창고업

94,190
(12.3)

용인시 도매･소매업

12,455
(25.2)

숙박･음식점업

9,566
(19.3)

운수･창고업

6,078
(12.3)

수원시 도매･소매업

16,891
(25.0)

숙박･음식점업

14,390
(21.3)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
인 서비스업

8,506
(12.6)

안산시 도매･소매업

11,482
(26.6)

숙박･음식점업

9,422
(21.8)

운수･창고업

6,513
(15.1)

부천시 도매･소매업

13,411
(27.3)

숙박･음식점업

10,108
(20.6)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
인 서비스업

6,505
(13.3)

안양시 도매･소매업

11,551
(29.2)

숙박･음식점업

7,079
(17.9)

운수･창고업

4,544
(11.5)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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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2019년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69.3%를 차지해 사업체 수
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구성비가 다소 낮았다([표 2-7] 참조). 종사자 기준 1순위 업종
은 사업체 기준과 동일하게 다섯 개 사례 지역 모두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타났으
며 그 비율은 부천시(20.2%), 안산시(19.7%), 안양시(19.3%), 용인시(18.2%), 수원
시(15.4%) 순으로 높았다([표 2-16] 참조). 종사자 수 기준 2순위 업종은 사업체 기준
2순위 업종과 차이를 보였다. 용인시에서는 교육 서비스업(14.0%), 수원시와 안양시
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0%, 12.4%), 안산시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15.1%), 부천시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7%)이 2순위를 차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2순위를 차지한 안산시를 제외한 네 개 지역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이 3순위에 올랐으며, 안산시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4.0%를 차지하
며 순위권에 올랐다.

[표 2-16] 서비스업 종사자 기준 상위 3대 업종 비율
단위: 명, %

지역

1순위
업종명

2순위

3순위

종사자 수

업종명

종사자 수

업종명

종사자 수

경기도 도매･소매업

742,267
(20.2)

숙박･음식점업

518,752
(14.1)

보건업･사회
복지 서비스업

441,605
(12.0)

용인시 도매･소매업

49,690
(18.2)

교육 서비스업

38,099
(14.0)

숙박･음식점업

34,374
(12.6)

수원시 도매･소매업

57,653
(15.4)

전문･과학･기
술 서비스업

56,060
(15.0)

숙박･음식점업

49,399
(13.2)

안산시 도매･소매업

35,780
(19.7)

숙박･음식점업

27,382
(15.1)

보건업･사회
복지 서비스업

25,407
(14.0)

부천시 도매･소매업

42,634
(20.2)

보건업･사회
복지 서비스업

31,046
(14.7)

숙박･음식점업

30,872
(14.7)

안양시 도매･소매업

39,650
(19.3)

전문･과학･기
술 서비스업

25,330
(12.4)

숙박･음식점업

23,877
(11.6)

자료: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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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재정
1인당 지방세 수입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공공부문 재정 지표는 각 지역이 원하
는 시기에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 위기 타개를 위한 단기
정책 수립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사례 지역의 비교 대상이
자 기준점인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52.8%였으며 경기도 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2.4%였다([표 2-17] 참조).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53.0%
로 경기도 본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 성남시, 이천시
다음으로 4위를 기록했다.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8.1%로 경기도 본청 재정자립
도보다는 낮지만 시 평균보다는 높았으며 31개 시군 중 용인시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해 경기도 내에서 비교적 양호한 공공재정 상태를 가진 지역으로 분류됐다.
2019년 기준 안산시, 안양시, 부천시는 각각 40.2%, 39.4%, 34.4%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42.4%)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2-17] 2015~2019년 재정자립도
단위: %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경기도

49.9

52.2

53.2

54.0

52.8

용인시

54.8

54.8

58.1

55.5

53.0

수원시

51.8

51.4

51.9

49.3

48.1

안산시

44.3

42.9

44.6

39.5

40.2

부천시

38.9

38.2

38.6

37.1

34.4

안양시

45.2

43.8

45.2

40.7

39.4

자료: 경기도. “경기도기본통계(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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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용 위기 원인과 대응
제1절 용인시 특성과 한계
1. 특징: 우수한 입지와 증가하는 인구
선행 연구 결과([표 1-1], [표 1-2] 참조)와 제2장의 기초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가장 탁월한 성장 및 회복 지표를 보였다.
2000년 이후 고용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으며 그 가운데 세 차례 겪었던 고용
위기로부터도 금방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객관적인 지표가 이렇게 우수하게 나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용인시 내부 관계자와 지역 전문가는 첫 번째 이유로 용인시의 뛰어난 입지를
들었다. 남북으로 난 경부고속도로와 동서로 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용인시는
서울과 경기, 경기와 강원, 경기와 충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한 시간 안에
서울에 닿을 수 있는 교통 여건은 서울 근무자로 하여금 용인시를 거주지로 고려할
수 있게 하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노선상에 있는 지리적
여건은 기업으로 하여금 용인시를 매력적인 입지로 인지하게 한다. 인근 시군에
비해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그에 따라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용인시의 경제 활동 여건이 우수한 원인으로 인터뷰에서
언급됐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7)해 인근 도시인 수
원시나 성남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장 설립이 수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이라는 점도 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으로 인식됐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지역에 인력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원시 및 고양시와 더불어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 시군에 속하는
용인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 가능한 인력의 존재는
기업이 용인시에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2000년대 초
7) 용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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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개발로 인한 반사 효과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주 효과
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용인시에는 택지개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인구 증가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승현, 2020). 그리고 이러한 인구
증가는 당분간 고용 시장 성장과 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통과하면서 서울과 지방으로의 이
동이 편리한 것이 지역 발전에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특별
히 노력하지 않아도 워낙 위치가 좋고, 게다가 땅값도 서울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저렴해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
다.” (A2)
“주변 성남이나 수원은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고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제조업과
같은 공장설립도 힘든 데다가 대규모 공장 시설은 아예 입지가 불가해요. 그런데
용인은 이에 비해 훨씬 넓고 처인구 등에 개발 가능한 땅이 아직 많은 것도
그렇고, 성장관리권역이라 규제도 덜 받고 교통 여건까지 좋으니 기업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1, A2)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도 입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방에 사업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조성비가 싸고, 심지어 무상으로 땅을 준다고 해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꺼리
는 것은 결국 고용 여건 때문이거든요.” (A1)

이렇듯 경제 활동에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와 충분한 인구는 용인시로의 인구
및 기업의 유입을 유인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도시 규모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위기
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되었으나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는 지역의 경제 규모가 반드시 대응력을 약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이 드러났다.
물론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인구 규모나 종사자 규모가 상위 2위에 속하는 용인시는
고용 충격이 왔을 때 그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격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 속도는 가장 빨랐으며 세 차례의 고용 충격이 가파른 장기 성장 곡선의 형태를
바꾸는 수준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즉, 용인시의 인구, 사업체, 노동자는 규모의
비경제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도시 규모가 위기 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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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 위기: 인구 증가에 비해 낮은 고용률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내부 관계자 및 지역 전문가는
여러 위기 요인을 인지하고 있었다. 먼저, 인구의 양적 증가에 비해 고용 시장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우려가 컸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을 다량 공급함에 따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고용률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인데, 관계자와 전문가는 용인시보다 인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업의 비중을 줄이고 기간 산업(Basic industry)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컸다.
이러한 방향의 산업 구조 개편이 고용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그를 위한 일자리와 산업･경제 분야 지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다.
용인비전2025 모바일 시정 여론조사(용인시정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용인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산업 정책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40.6%), 고용정책으로 경력단절 계층 일자리
창출(30.4%)을 꼽았다. 즉, 유입된 인구가 근무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요구가 컸다.
“용인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시작된 배경도 결국 부동산입니다. 서울 등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분당신도시로, 그리고 수원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그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도 감당이 안 되거나, 같은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얻고자 하면서 어쩌면 수도권 남부 최후의 보루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중심
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시작된 것 …” (A1)
“지난 10여 년의 용인시 인구 증가는 행정력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부터 성남시 경계에서부터 용인시청까
지 엄청난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시작되었고, 용인시 서북부 지역이 공동주택
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2)
“용인시가 기업 사이에 입지적으로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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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 …
어떻게 하면 자족도시로써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
니다. …” (A1, A2)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청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위기 요인으로 인식됐
다. 먼저 인근 성남시나 수원시에 비해 용인시에서는 전체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
학교(과거 실업계 고등학교의 통칭)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해당 고등학교로의
진학률 자체가 낮았다. 게다가 용인시에 10개의 사립대학교(단국대학교 죽전캠퍼
스, 강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용인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칼빈대학교,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한 개의 사립전문대학교(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졸업 후 용인시에서 일자리를 찾기보다 서울이나
경기도 내 다른 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청년이
선호할만한 일자리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많으면 그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지역 내 청년고용률이 당연히 높게 나타납니다. 용인시는 항상 주변
지역인 수원시나 성남시, 화성시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
교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갖고 있어서 청년고용률도 결국 낮게 나타나
지요. 용인시에 있는 청년들이 졸업하고 이 지역에 취업하는 경우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1)

그리고 상대적으로 넓은 행정구역은 산업의 확장과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용인시 내에서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할 개연성을 주기도 한다. 특히 서쪽 지역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
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진 반면 동쪽 지역은 수도권 규제의 영향으
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건을 가진다. 용인시 전체를
고려할 때에는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용인시 내에서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형태는 지역에 고민거리를 던진다.
“지역마다 개발 여건과 발전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시에서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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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고민이지요. 수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보급되면서 교육 서비스가
발전되어 있고, 처인구는 반도체 위주 …
동쪽 지역인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행위 규제가 크기 때문에 서쪽 지역인 성장관
리권역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A2)

즉, 종사자 수로 판단한 용인시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했지
만 고용 시장의 세부 구성에는 개선할 사항이 존재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지역
민이 인근 성남시나 수원시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다수의 대학을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청년이 선호할만한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해 청년
인구를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 용인시 내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역 고용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내부 관계자나 지역 전문가를 통한 정성적 조사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3. 대응: 기업 유치와 산업 구조 개선
용인시는 앞서 지적된 우려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간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사업에
유치와 관련해서, 용인시는 과거 경기도의 경기 남부지역 산업 정책 방향에 따라
1993년 이후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경기비전 2040,
2015) 제조업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산업단
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웠다. 용인시 반도체 제조업 관련 기업
은 39개로 인근 화성시(78개), 성남시(76개)에 비해 비중이 작았으며, 장비 제조
관련 사업체만 일부 존재할 뿐 부품 소재 관련 업체의 비중이 작아 반도체 클러스터
를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했다(김의성 외, 2019). 하지만 2019년 용인시 원삼면
일대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로 확정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
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산업 인프라
를 중소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용인테크노밸리를 건설해 소규모 산업단지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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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성하고 창업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투자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용인형 최첨단 일자
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기반 일자리를 발굴하고 소재 및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활성화
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청년 맞춤형 사업지원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용 및 청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SK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테크노밸리를 포함해 총 26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기업을
유치할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도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인구와 산업 유치에 효과를 보일 것으
로 보인다.
“지금 용인시가 26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두 곳이
완공되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SK 반도체 클러스
터와 테크노밸리는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용인시가 참여한 곳인데 지금도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개발 가능 부지를 찾아 이전해오려고 하는 등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물론 용인시 정책 방향과 맞춰 협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이 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A2)

대규모 산업단지 추진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가 용인시에서 자유롭게 사업체
를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용인시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에
다수의 공장이 설립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주기로 결단을 내렸다. 당시 용인시청
반도체산업단지과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자연녹지지역에
서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됨을 안내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돼 시설 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이는 기존 사업체가 성장할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규모가 커지더라도 용인시에서 사업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사업체가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고 용인시가 이를 허가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용인시가 먼저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뒤 이를 사업체에 안내
하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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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단지과 일반산업단지 팀장님이 당시에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개별
공장마다 일일이 연락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열악한 공장이나 주변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공장 입장에서도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환영하는 정책이기도 했고, 시에서도 이를 통해 공장 지역을 정화하
고 기업이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지요.” (A2)

또한, 용인시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쪽 지역을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을 동쪽 지역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세웠
다. 동쪽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어렵기는 하지만,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발전을 가능하게 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의 시장님도 처인구를 발전시켜서 그 개발이익으로 자연보전권역을 발전
시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 (A2)

이렇듯 용인시는 우수한 정량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에서
위기 요인을 분석했으며 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
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그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으
며, 정보 통신 기술 중심의 산업을 육성해 서비스업 비중은 낮추고 기반 산업 비중을
늘리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 산업 육성은 용인시의 취약한 부분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의 고용 시장이 가지는 문제
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 궁극적으로 용인시가 다양한 고용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기반으
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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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원시 특성과 한계
1. 특징: 대기업 의존적 고용 구조
선행 연구 결과([표 1-1], [표 1-2] 참조)와 제2장의 기초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는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성장과 위기 대응이
우수한 편에 속했다. 장기 성장률과 회복 속도 모두 용인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00~2018년 사이인 2005년과 20012년에 두 차례 고용 위기를 경험했는데 비교
적 빨리 위기 이전 수준의 장기 성장률을 회복했다. 수원시가 우수한 지표를 보이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용인시와 같이 고용 위기 대응력이 뛰어난 집단으로 분류됐
는데 그렇다면 수원시 내부의 고용 시장 구조도 용인시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을
까?
수원시는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이 전체 사업의 20%를 차지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의존적인 고용 구조를 가진다. 이는
수원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향이다.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노력 없이 기업이 스스로 입지를 수원시로 선정해 이전한 뒤 지역과
함께 발전해온 사례다.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얻는 법인
세 등의 세수나 대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하
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대기업을 보유하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높은 대기업 의존도
는 해당 기업으로 인해 고용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2008
년에서 2012년 수원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2.0%에 그쳤는데 이는 삼성전자
일부 부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영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조용준･김창국,
2015). 현재 수원에는 삼성전자의 연구 부문이 자리하고 있다8).
“삼성이 수원에 본사를 둔 것은 삼성가(家)가 이목동에 땅을 소유하고 있기도
했고 수원은 과거 화성 행궁부터 1970년대 당시까지 경기도에서 도시화로 발전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었으며 서울과 지방을 잇는 교통 여건도 우수했기
때문으로 생각 …” (B3)

8) 제조 부문은 화성시나 용인시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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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의 생산라인은 화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고 수원에 있는 것은 연구소인데
고학력의 연구소 직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일터의 마지노선을
수원으로 생각해서 연구소는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 (B1,
B3)
“작년 수원시 세입 중에서 삼성 법인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기업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에 이바지하는 일도 많습니다.” (B1,
B2, B3)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것도 크고 수원시 도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에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B3)

그러나 내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기업 종사자 대부분이 서울시나 성남시 등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대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에 대기업이 수원시민을 위한 중요한 고용 유발원이 되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수원시가 조성 계획부터 참여한 델타플렉스 등의 지역 산업단지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 창출에 더 큰 효과를 보인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삼성 기업 자체의 고용이 수원시를 위해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요. 삼성 직원 중 상당 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고용할 때도 수원시민에게 지역 특혜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
오히려 현재 조성된 3개 산업단지가 지역 내 고용 창출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B1, B2, B3)

즉,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 본사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자리해 수원시가
얻게 된 재정적 또는 사회적 이익이 크지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시장에서
삼성이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것이 내부의 판단이었다. 기업이 지역 자산이기
는 하지만 지역과 기업, 기업과 지역이 깊이 있는 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다소
단편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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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용 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실업률과 고용률 변동이 단기적,
계절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작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자영업자도 계속 증가해 단기적 비정규직 고용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조용준, 2016). 4년제 대학교 다섯 곳(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성균관대학
교 자연과학캠퍼스, 아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서울대학교 융
합과학기술대학원)과 전문대학 두 곳(동남보건대학교, 수원여자대학), 특수대학 세
곳(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봉녕사승가대학, 삼성제조기술대학)이 입지하고 있어 졸
업 등의 영향으로 고용 구조가 계절적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학
은 또한 수원시를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청년 비율이 가장 높고 청년 실업
률이 가장 낮은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2. 위기: 수도권 규제
경기도청 소재지이면서, 국내 최대 기업 본사를 보유하고, 고속도로와 신분당선
등의 교통 여건이 갖추고 있으며, 의료시설이나 쇼핑센터 등의 기반시설도 갖추어진
수원시는 행정, 경제, 교통, 주거 등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한 수도권 규제가
수원시의 추가 성장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역설했다. 과거 수원시는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인 대기업 분산 정책으로 SKC, 한일합성 등 다수의 수원시 소재
대기업이 지방으로 분산되거나 이전되는 일을 겪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
부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원시의 손실임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으며
수원시는 이를 중앙정부의 역차별로 받아들였다. 그러한 경험 때문에 수원시는 앞으
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해 수원시 소재 기업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을 세웠으나 중앙정부
나 경기도와의 협의가 어려워 실현은 요원한 상황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기업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추진하는 등 분산 정책을
통해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면서 원래 수원에 기반을 두고 있던 SKC, 한일합성
등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요. 중앙정부 정책이 그렇다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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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걸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B3)
“지금도 OO 기업을 수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저희는 백방으로 노력 중이지만,
기업은 광교에 입주하고 싶어하고, 경기도는 또 그걸 받아들이는 조건이 까다롭
고, 결국 수원시가 중간에서 조율하기도 어려운 …” (B3)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확
대할 수 없다. 이에 수원시는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산업단지(지식산
업센터 또는 아파트형 공장)9)를 조성해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해오고 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는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시 관련 업종의 집적화를 위해 최대 규모로 조성하려면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이
나 공업지역에 조성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나 경기도와의 협의가 언제나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사이언스 파크 등 다양한
산업･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위 정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행정구역 대부분이 기개발지여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 모색
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인근 화성시, 오산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개별 도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우려 등으로
인해 결국 실현하지는 못했다.
“수원시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는데 백색가전 산업이 쇠퇴하고 수도권정비계
획으로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에는 서비스업
과 중소기업, 지식산업 위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델타플렉스와 같은 산업단지
를 조성하여 떠나간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식정
보산업과 같은 굴뚝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 (B3)
“지식정보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수원시 자체에 개발
가용지가 많지도 않고, 설립한다고 해도 주로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
입지해서 최대 용적률로 규모 있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경기
도와 중앙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
다.” (B3)

9)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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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려고도 계획해봤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해주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상태이기는 하고 …” (B3)

3. 대응: 틈새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과 상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사이언스 파크 등 다양한 틈새 정책을 주요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시형 공장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 대비 고용 밀도
가 높아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장용
지를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임차 공장을 대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춘 현장 출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기업 운영 애로사항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정보센터는 다른 제조업 용지보다는 도시형 공장과 같이 고밀도로 지을
수 있어서 면적대비 입주 인력을 고려했을 때 훨씬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B3)

실제로 추진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델타플렉스와 광교테크노밸리다. 2016
년 조성한 첨단산업단지인 델타플렉스에는 2020년 5월 기준 72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5,224명 종사자가 근무한다(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홈페이지). 도심 입지
라는 지리적 이점과 공공 지원을 통한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입주
경쟁률이 높은데, 수원시가 초기 계약 시 기업이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입주 후 5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초기 입주 기업 대부분이 남아있다.
“델타플렉스만 해도 벌써 분양가보다 3배 이상 올랐는데 처음 입주할 때 토지
매각은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기업도 이전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고
…” (B3)

광교테크노밸리는 광교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설됐다. 광교신도시는
여느 신도시와는 달리 주거지 조성보다는 행정, 업무, 산업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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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
터,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7개 시설이 집적되어 있으며 중소기
업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기관 배치되어 2020년 기준 796개 기업이 입주
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고 난 뒤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단지가 추진되었던 기존 형태와 달리 산업단지가 자생적으로
조성된 측면이 있어 민간 주도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활용 성격도 지닌다. 이렇게
조성된 클러스터에 공공연구기관이 추가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은 수원
시가 담당했다. 광교테크노밸리의 구성 측면에서도 주요 사업체인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계, 금속 관련 업체가 다른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확장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지은･백인길･김명진, 2016).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과 별개로 수원시는 수원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고용 위기가 닥쳤고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수원시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50세에서
64세까지)을 대상으로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청년을 위한
‘내일로 사업’, ‘희망 아카데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새일센터’, 신중년을
위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례다. 그중 기초지방자치
단체 정책으로 눈에 띄는 것은 지역 내 주요 교육기관과 협력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
는 사업이다. 외국어 학습, IT 프로그램 학습 등 청년의 교육 기회를 넓혀 국내외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성균관대학교와 협업하여
e-Commerce 교육을 지원하고 그를 통해 청년이 취업할 기회를 얻도록 했다.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과 협력해 경력단절 여성이 법무사무실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여성 새일센터’ 사업도 추진했다. 본 연구가 조사한 다른 사례 지역
에 비해 수원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편에
속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 15~29세 취업자가 17%,
30~49세 취업자가 48%, 50세 이상 취업자가 35%를 차지했으며, 2015년 하반기
에 50%였던 50대 이상 취업자 수의 비중이 4년 사이 5%p 증가하였다는 점은
최근 수원시의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조용준･김창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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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의 전문상담사를 고용해서 델타플렉스와 같은 산업단지에 배치하여 쉽게
고용･이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계층에 대한 취업 상담, 1:1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직업 전문과정 프로그램
운영, 취업 알선 등을 수행하고 있고….” (B2)
“최근에 청년들을 위해 성균관대학교에서 e-Commerce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도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정규･전문직 취업을 위해 아주대학교 로스쿨과
연계해서 교육하고, 법무법인 등에 취업을 알선한 사례도 있습니다.” (B2)

수원시는 행정, 경제, 교통,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룬 도시이
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 의존적인 경제 구조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수도권 규제의 영향으로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다. 대기업
이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용 시장 충격을 경험한 바 있었고 수도권 규제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지식정보산업단지나 사이언스 파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내 인구,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모두 1위를 기록한 수원시였지만 규모의
비경제는 관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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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안산시 특성과 한계
1. 특징: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경제와 많은 외국인 근로자
선행 연구 결과([표 1-1], [표 1-2] 참조)와 제2장의 기초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산시는 성장과 고용 위기 대응 측면에서 중간 수준에 속했다.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인구 규모로는 네 번째이지만 종사자 규모는 세 번째인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이 높은 도시였다. 2000~2018년 사이 2004~2006년, 2008~2009년
경 눈에 띄는 고용 충격을 경험했고 회복 속도는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3위였다.
안산시의 어떠한 특성이 안산시를 용인시나 수원시와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지 못하
게 한 것일까? 안산시의 어떠한 특징이 안산시를 부천시나 안양시와는 다른 집단으
로 분류되게 한 것일까?
안산시는 1980년대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와 함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개발됐다. 그 뒤 공업지역의 배후에 주거단지와 유흥단지가
발달하면서 도시 규모가 커졌다. 현재에도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를 중심으로 반월도금단지와 소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한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 도시
다. 이들 산업단지에는 안산시 전체 종사자의 75%가량이 근무한다. 반월국가산업
단지에는 2021년 2분기 기준 7,065개 업체가 입지해 112,383명의 종사자가 근무
하고 있다(안산시 홈페이지). 기계(2,807개), 전기･전자(2,742개)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72.9%의 가동률을 보인다. 시화국가산업단지에는 2,868개 업체가 입지
하고 있으며 33,815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기･전자(2,742개) 업종을 중심으로 운
영되고 69.2%의 가동률을 보인다.
그중에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단원
구에 밀집해 있다(성영조 외, 2017).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로 발전하다보
니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비율이 높고, 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산시는 ‘외국인
특례시’ 지정도 검토한 바 있으며 교육료 지원 등 관련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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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내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높지 않으며 5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역설했다.
“한때 안산시를 ‘외국인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행정･재정 체제
재편도 논의했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유학비와 교육료
지원을 시작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도 등록외국인 전원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급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거주민과 긴밀한 관례를 갖고 지내
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C1)
“영화나 드라마에서 외국인 대상 중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
안산시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자꾸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갖기도 하는
데 실제 범죄율을 보면 외국인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5대 중범
죄율로 따져보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선입견 …” (C1)

2. 위기: 산업단지 노후화와 기업 및 인구 유출
1980년대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안산시는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 30년 이상이기에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쇠퇴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는
반면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
업이 여건이 더 나은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인해 사업체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014년부터 사업체 수 감소가 나타
나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임대료 상승, 부족한 주택, 제조업의 위기로 사업체와
인구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1, C3)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임대료와 땅값 때문이
지요. 시에서는 기업이 언제 이탈할지를 미리 알기도 어렵고,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이탈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된 곳에
외국기업을 포함해 다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요.
안산시는 지하철 노선 5개가 경유하는 등 화성시나 시흥시보다 입지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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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만, 토지 가격은 2배 이상 비싼 편인데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어 안산시의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주변 화성시의 송산신도시나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서 안산시 인구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이주해 간 것도 인구 유출의 큰 이유입니다.” (C1)

그러나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다시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계획, 개발, 관리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안산시는 유지･보수만 위임받아 시행할 뿐이다. 따라서 그동안 산업단지
가 노후화되고 있었다고 해도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초
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부터 승인의 모든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고 안산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기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더욱 산업단지
노후화나 기업 이탈에 관여하기 어렵다.
“산업단지의 위기는 결국 안산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안산
시는 산업단지와 함께 발전해온 것인데 …
시에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첨단산업 등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고도화하려고
해도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지방자
치단체 협의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중앙정부에 읍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3)
“중앙정부에서도 저희한테 배정･위임하는 예산이 결국 유지･보수･관리와 관련
한 예산이고 사실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아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에 산업단지 재개발과 같은 대대적인 정비는 저희 권한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1)

산업단지의 대대적인 개편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유지와 관리 측면에도 위험 요인
은 있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하 재해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흥 스마트 허브에
서 2015년 기준 2,94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국내 제조업 전체 재해의 3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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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 일어나고 유독물질 사용 및 보유량이 전국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
나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위험 요인 제거 또는
저감은 요원한 상황이다.
기업 유출과 더불어 안산시는 인구 유출도 경험하고 있다. 생산 활동 외에 연구,
학습, 여가 등의 기능이 다소 부족한 안산시와 달리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춘 송산･배
곧신도시 등이 화성시나 시흥시에 조성되면서 안산시의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안산시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삶의 질 항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상업 기능이 위축되고 외국인 노동자 밀집에 따른
전반적 임금수준이 하향 평준화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성영조 외,
2017). 또한, 조두순 범죄 사건 등 안산시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인구 유입 방지 및 유출을 초래했을 수 있다.

3. 대응: 산업 현대화
다행히 국가에서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재생지구로 지정하면서 안산
시는 쇠퇴한 공업지역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발돋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산시
는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최근 카카오와 KT 등 3개 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카카오는 2020년 9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학협력 시설 건립을 통해 안산시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 파크를 국토교통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혁신 파크 내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대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양대 강소연구개발 특구, 국토교통부의
장산･신길 3기 신도시 개발 협조, 초지역 5개 노선 역세권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캠퍼
스 내 첨단산업단지 지정은 한양대 유휴용지를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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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주변보다 저렴한 토지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한양대로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안산
시 입장에서도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으니 민관학 협력의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C3)
“카카오뿐만 아니라 2021년 5월 KT와도 8천억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직간접적으로 3,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하고 있고 그 밖에도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C1)

안산시는 시화MTV,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을 현
대화,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안산 사이언스 밸리
와 시화MTV 일대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여 ICT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ICT 융복합 부품
소재 기술 중심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별히 안산 사이언스 밸리에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입주기업 지원뿐 아니라 고용자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전국 최초 스마트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제조 혁신을 실현하
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며, 반월･시화 스마트 산단 내 IoT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제조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하여 시생
산 설비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장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마이크로팩토
리(빠른시간 내 시제품 제작 및 소량제품 생산이 가능한 전문공장)를 구축하여 중소
기업 육성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안산시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이 많은 것이 특징이
다. ‘919 취업광장’은 1998년 IMF 이후 고용 위기 상황에서 매달 9일과 19일에
공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현재 일자리센터의 시초가 되었
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야외 운동장에서 구직
면접을 시행하기도 했으며 시청사 내에 화상 면접 회의실을 운영하여 비대면 구인･
구직활동을 연계하고 있기도 하다.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구인 기업을 찾는 것은 ‘찾아
가는 행정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공이 직접 기업에 연락해
구인 서비스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안산시는 경기도 내 공공

제3장 고용 위기 원인과 대응∣67

취업 알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그림 4-1] 참조). 안산형 뉴딜 희망 일자리
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도우미, 어르신 돌봄 매니저 사업,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데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단기 일자
리라는 한계는 있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 타이들이 참 많습니다. 선도 우수 정책으로 상도 많이 받기
도 했고, 특히 일자리 관련 정책은 더욱 그렇지요. 저희는 상황에 맞게 계속
정책을 수정하고 빠르게 사업을 시행하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용 위기가 닥쳤을 때도 시에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
체 최초로 야외 운동장 면접을 지원하기도 했고, 지금도 청사 내에 비대면 온라인
화상 면접실을 운영해서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구직자 누구나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정책도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C2)

[그림 4-1] 경기도 시군별 총 취업자 수 및 일자리센터 알선충족 취업자 수
단위: 명

자료: 안산시 일자리 정책과 내부자료(2021년 9월).

“대부분 단기 일자리라는 것이 아쉽지요. 이런 일자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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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
다. 기업은 기간제를 선호하고 구직자는 힘든 일을 피하는 현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간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성공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C2)

안산시는 가족 구성원 중심의 선도적인 사회･경제 정책으로 인구 유인 및 이탈
방지를 유도하고 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 구성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한 선도 정책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대표
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태아 안심 보험 가입, 청년 반값 등록금 시행, 외국인
보육료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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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천시 특성과 한계
1. 특징: 택지개발에 의한 발전
선행 연구 결과([표 1-1], [표 1-2] 참조)와 제2장의 기초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장기 성장률이나 고용 위기 대응력이 낮은 집단에 속했다.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인구 규모로는 세 번째이지만 종사자 규모는 네 번째로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이 낮아 산업 기반이 인구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8년 장기 성장률이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가장 낮았고, 2000~2018년
사이 한 차례의 고용 위기를 겪었는데 충격의 크기가 크지 않았음에도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부천시의 어떠한 특성이 고용 시장의 정량적 성과를 제한했을까?
부천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1･2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에 따
라 행정구역 면적의 상당 부분을 공업지역이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중동
신도시와 상동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거지역이 늘어났다. 좁은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부천시의 인구 밀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그에 따라 교통 체증이나 환경 문제 등이 발생했고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편, 신도시 개발로 부천시 전반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서 공업용지 가격도 상승했고, 기존 사업체가 토지를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뒤 인근
시흥이나 안산 등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사업체의 유출은
제조업체 수 감소로 이어졌다. 2000년대 전후에 상동 택지개발, 2006년 오정 산업
단지 조성, 2008~2015년 오정 물류단지 조성이 역동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대에 김포와 시흥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 부천의 발전 속도가 다시금 더뎌졌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천시는 1차･2차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1990년대 중동･상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했지요.
당시 부천시의 인구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었을 정도였지만 높은 인구 밀도로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제조업 사업주는 공장용지를 비싼 값에 팔고 이익을 남겨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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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이 추진되고 2006년에는 오정 산업단지, 이후에 오정 물류단지까지
조성되면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었으나 2010년에 주변 김포나 시흥에 신도시
가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과 함께 부천시 발전 속도도
더뎌졌습니다.” (D1, D3)

부천시는 30년가량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지는 못했다. 2018년 기준 경기도에는
20,802개의 콘텐츠사업체가 운영되었으며 이는 전국 콘텐츠사업체의 19.8%를 차
지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 2018). 지역별로는 고양시(2,412개), 성남시(2,262개),
수원시(1,962개), 부천시(1,501개) 순으로 사업체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부천시는 경기도 콘텐츠사업체 중 7.2%를 점유하고 있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매출은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의 21.3%를 차지하며
성남시가 9조 8,577억 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비중(37.2%)을 차지했다.
파주시(3조 6,057억 원), 고양시(2조 8,572억 원), 안양시(1조 5,077억 원), 부천시
(1조 2,100억 원)가 그 뒤를 이었고 부천시의 콘텐츠사업 매출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의 4.6%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이 인구 유입을 촉진시켰으나 상당히 제한적
인 토지 면적으로 인해 이러한 인구 유입은 오히려 산업을 유출시키는 결과로 이어
졌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주거지 바로 옆에 입지하던
공장의 이전을 원하기도 했고, 토지를 보유한 사업체는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토지
를 매도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했으며, 공간을 임대하던 사업체는 상승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인구 규모에 비해
산업 기반이 낮은 도시, 고용 위기 이후 반등할 여력이 부족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빠져나가는 제조업을 대체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등과 같은 다른 성장 동력
발굴을 시도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즉, 부천시와 같이 행정구역
면적이 제한된 곳에서는 신도시건설이나 택지개발이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작용하
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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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기업 이탈, 절반의 성공을 거둔 이탈 방지책
과거 부천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가 있었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중앙정
부의 대기업 지방 이전 추진으로 인해 하이닉스는 이천시로, 삼성반도체는 용인시
기흥구로 이전했다. 그 뒤 부천시는 한동안 경기 침체를 겪었다. 기업 이탈로 인한
지역 경제 손실을 경험한 부천시는 이후 기업 유출을 적극적으로 막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대표적인 토착 기업인 OO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
을 알게 된 2017년, 당시 부천시장은 과거 삼성반도체가 이전해 나가면서 주변
지역 상권이 축소되고 쇠퇴했던 경험을 떠올리고는 OO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해 이전 계획을 철회하도록 이끌었다. 이 사례는 지방정부가 기업 유출을 적극
적으로 막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과거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을 당시 부천시
장 재임 중에 처음 추진했다는 점은 지방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 체계 마련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부천시
소재 사업체 전체가 아닌 특정 기업에만 제공된 인센티브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한 내부 관계자는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지방정부가 큰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이닉스나 삼성반도체도 원래 부천에 있다가 이천이랑 기흥으로 이전한 것이
지요. 당시 국가 균형발전의 하나로 대기업을 지방 소도시로 이전시키려고도
했고, 또 부천시는 신도시 개발로 이미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대기업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한 상황에서는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과거 삼성반도체가 이전하면서 지역 상권이 심각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 OO기업이 이전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파격적 인센티브와 함께 OO기업의 정착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OO기업도 부천시에 남아 지역과 상생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업이 엄청
난 인센티브를 통해 사익을 챙기다 보니 공공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정책이었는
지 자문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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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5대 특화산업 육성
다섯 개 사례 지역 모두 고용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응할 방안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은 굴뚝 없는 산업 – 즉, 첨단산업
– 유치에 공을 들인다. 전국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첨단산업 비중이 늘어나
는 상황,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사례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산업 종류가 제한되는
현실, 그리고 한정된 행정구역 면적으로 인해 사업체당 필요한 부지 면적이 넓지
않은 산업이 선호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 유치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부천시는 다소 다른 노선을 택했다. 첨단산업에만 집중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 마련을 시도했다.
권역별로 특화 산업을 배정해 대장권(신성장동력), 삼정권(패키징), 오정권(금형),
약대권(로봇, 세라믹), 도당권(조명), 상동권(만화, 영상), 춘의권(ICT), 역곡권(기계)
각각이 특화 산업을 보유하는 형태를 마련했다(“부천시 경제발전 기본전략”). 부천
시 전체로는 금형･로봇･세라믹･조명･패키징 산업을 5대 특화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개소한 일드림
센터는 5대 특화 산업 취업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제공했으며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물론 모든 분야의 인력 양성 노력이 성과
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패키징 산업 분야에 취업하기 희망하는 자를 교육하고 직업
체험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했으나 패키징 산업의 주요 부분인 용기
재질 개발 등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로봇 산업도 같은 이유로 공공의 교육 및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야도 있었다. 금형 산업에 관한 교육과 고용 연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얻어 지금은 금형 산업 위주로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다른 지역의 경향을 따르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찾고 그중에서도 육성
정책이 가장 효과를 보이는 산업을 찾아 지원을 집중하는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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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일자리 정책 중 특별한 것은 시의 5대 특화산업 중 금형 산업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로 연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패키징업,
로봇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시도해봤으나 …
금형 산업이 공공이 적극적으로 교육 등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까지 연계하기에 적합한 산업임을 알게 되었지요.” (D2)

물론 다른 사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도 시도 중이다. 2020년
기준 부천시에는 R&D 기관 15곳과 기업부설 연구소 705곳이 있으며, 부천시는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비전
부천 2030 장기발전계획). 그밖에 인구와 기업을 다시 유치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군부대 이전 부지에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원도심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정동, 내동, 삼정동에는 산업단지, 대장동에 3기 신도시
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서운복합산업단지에는 주거와 산업단지가 복합된
도시개발을 앞두고 있다.
“현재 부천시는 군부대 이전 용지에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과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정동･내동･삼정동에 산업단지 개발과 대장동
3기 신도시, 서운복합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고용 창출 및 인구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1, D3)

소규모 일자리 창출 노력은 일자리센터를 통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공공일자리
제공, 코로나19 위기 시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단기 공공일자리 제공 등이 있다.
다만, 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담당 부서, 일자리 매칭 담당 부서, 기업 유치
담당 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로 간의 협업은
부서 간 벽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진흥재단과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은 테크노파크에 위치하면서 부천시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요. 일드림센터는 구직연계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해 필요한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
이런 부서들이 각자의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나 중앙 부처도 그러하듯 부서 간 협업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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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2)

종합하면,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부천시에 신도시가 개발되어 주거지역이 늘어나
면서 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결국 기업 유출로 이어졌다. 기업 유출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이유는 중앙정부의 기업 지방 이전 정책이었다. 이러한 기업
유출은 부천시에 고용 위기를 가져왔다.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한 성공적인 시도가
최근에 있었으나 해당 노력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특정 기업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보였다. 변화하는 내외부의 상황에 대응해 고용 시장을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화 산업 육성 전략을 세웠다. 5대 특화 산업 중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이 특히 효과적이었던 금형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 가능 인력
양성을 시도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 개편을 시도하는 타 지역
과 차별성을 보이는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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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안양시 특성과 한계
1. 특징: 인구 유입과 기업 이탈
선행 연구 결과([표 1-1], [표 1-2] 참조)와 제2장의 기초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의 장기 성장률은 다섯 지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다섯 개 사례
지역 중 인구 규모와 종사자 규모가 가장 작았는데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은 안산시
에 이어 두 번째에 올라 인구 대비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0~2018년 사이 한 차례 겪었던 고용 위기에서 충격의 크기가 크지
않았음에도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 부천시와 함께 고용 위기 대응력이 낮은 지역
으로 분류됐다. 안양시의 어떠한 특성이 안양시를 부천시와 함께 고용 위기 대응력
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게 했을까? 부천시와는 어떠한 측면에서 같고 어떠
한 측면에서 다를까?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안양시 토지 대부분은 농림지역이었다. 일부
지역에만 공장이 들어서 있었고 이들 주변에 생겨난 유흥시설로 인해 인구가 조금
모여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평촌신도시가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됐고 그에 따라 거주 인구가 급증했다. 유입된 인구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공장의 이전을 요구했고 때마침 중앙정부
가 다른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안양시에 있던 다수의 기업이 외부로 빠져나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전체 사업체의 약 80%를 차지
해 중소 사업체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거주 인구는 201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해 결국 60만 인구를 가진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나 거주 인구 상당수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어 인구 유입이 고용자
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즉, 인구 유입이 오히려 일자리 공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안양시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었고 일부 공장 지역이 자리
잡으면서 그 배후에 유흥시설이 발달하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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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평촌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 내 공장
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했었고, 그 와중에 중앙정부
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결국 공장 등의 제조업 시설
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이다 보니
인구 증가로 지역 내 고용 효과가 높아지긴 어려웠던 거지요.” (E2)

상당수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안양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조업체도 여럿 있었다. 안양시는 여전히 오뚜기, 태광전자, 대한전선, LS 등의
토착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안양시의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을 사례 지역
중 2위에 오르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경기가 전국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 공장,
마스크 생산 공장, 게임 회사 등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수의 기업이 타 지역
으로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종사자 수 장기 성장률이 사례 지역 중 중간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이들과 같은 성장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많은 공장과 기업이 그동안 안양시를 떠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안양시에는
오뚜기, 태광전자, 대한전선, LS 등과 같은 토착 대기업도 존재하고 …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양시에 있는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
회사, 마스크 생산 공장, 게임 회사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E1)

즉, 안양시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는 인구가
안양시로 지속적으로 유입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으나, 행정구역 면적이 좁고 개발
가용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안양시에 주거 단지가 조성된 것은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기업을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정부의 기업 지방 이전
정책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 한 몫을 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부천시의 특징과
일맥상통했다. 그러나 안양시에는 여전히 다수의 대기업과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인구 규모 대비 고용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부천시와 달랐다. 두 지역이 경험하는
위기 요인은 같지만 처한 여건은 달라 고용 위기 대응 방식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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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부족한 개발 가용지
평촌신도시는 1990년경 택지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어 정주 환경과 교육
여건이 우수했으며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선호도가 높았다.
그래서 평촌신도시의 주택 가격은 최근의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전국적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한층 더 상승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
다. 한편, 신도시가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기반 시설은 초기의 빛을 잃었
다. 반면 주택 가격이 안양시와 비슷한 성남시 판교나 수원시 광교에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신규 주택을 찾아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결국 2010년부터
인구 감소가 관측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안양시는 평촌 등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도 했고 …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판교나 광교 등에 대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젊은 청년이 그쪽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주변에 새로운 신도시나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중장년층도 새 주택으로 이주하는 거지요.” (E1, E3)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기업 유출로도 이어졌다.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기 어려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성남시 판교,
의왕시, 군포시 등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산업용지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나
안양시는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 시설이 혼재하는 단점을 지닌다(2030 안양도시기
본계획). 또한,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라 기업에 공급할만한
용지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노력해서 키워놓은 기업 중 일부가 결국 서울이나 판교로
이전해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E1)
“토지 가격도 비싸니까 기업에서도 임대료 감당이 어렵고,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임대료 사업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1,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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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이고 시가지는 거의 다 개발된 상태인
데다가 토지 가격도 높아서 신규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과 가까워
주택 수요도 높다 보니 심지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장
대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례도 생기는 상황이지요.” (E3)

3. 대응: 첨단산업 유치
내부 관계자는 안양시의 첫 번째 목표가 기업 유치라고 역설했다. 기존 전통적
제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목표하에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공장 밀집 지역을 관리하는 한편,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등의
지식기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IT 연구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지역 특화 산업
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벤처밸
리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해왔고 대기업이 이전해 나간 부지에 들어선 평촌
스마트 스퀘어, 석수 스마트 타운, 안양 벤처 밸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벤처밸리의 토지를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5년 전매 제한 금지를 시행해
기업 유인책 및 유지책을 마련했다. 또한, 창조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박달 스마트
밸리 조성에는 정책기획과, 기업유치팀, 기업법리과, 규제개혁팀 등의 여러 부서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을 보유하지 못한 안양시는 고용 창출 측면
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이 이전한 용지를 개발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규제의 틀 안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양시는 지금도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
2000년부터 지식정보기반의 첨단산업을 지역의 주력 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벤처산업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지식정보산업센터는 좁은 용지에도 조성
할 수 있어 안양시의 개발 여건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촌 스마트 스퀘
어나 석수 스마트 타운, 안양 벤처밸리 등 판교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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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밸리를 조성하고자 애써왔는데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시청의 기업유치팀, 기업법리과, 규제개혁팀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해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1)
“다행히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군부대 이전 용지 등이 있어 시에서도 이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E3)

개별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 수요를 정밀하게 조사해 중앙정부의 희망일
자리 사업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을 받은 국비에 시비를 매칭해 단기적으로
나마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참고하여 2021
년 8월 안양형 뉴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외에도 청년 뉴딜 사업을 추가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기초지방자
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정책을 발표했는데 저희는 최대한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사전에 대대적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근본적인 고용 지원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공공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E2)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참고하
여 2021년 8월 안양형 뉴딜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
안양시는 여기에 청년 뉴딜을 추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12개 사업과 청년
생활 지원 사업 6개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E1)

50~60대 인구를 대상으로는 2019년부터 베이비 부머 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가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상담과 취업 알선을 제공한다. 지역민의 은퇴 후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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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높여 안양시에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함인데 문화･여가･교육･건강 등의 분야
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역 경제의 소득과 소비의 중심인 신중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
안양시는 서울시와 함께 베이비 부머 센터를 선도적으로 설립한 대표 기초지방
자치단체입니다. 센터는 신중년의 여가, 문화, 건강과 직업개발 등의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여 지역 내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2)

요약하면, 안양시는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거주 환경 개선은 달성했으나 한정된 행정구역 면적
내에서 주거 목적 용지가 늘어나다 보니 기존 산업은 자의 혹은 타의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겪었다. 산업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다수의 기업에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제공했던 용인시와
달리 안양시에서는 한 개 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제한적이었
고 안양시 내부에서는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천시를 제외한
다른 사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양시도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위기에 취약한
지역 산업 체계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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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사성과 차별성
제1절 공통적 외적 요인
1.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발전 계획
인터뷰 참석자는 지역을 막론하고 고용 위기 대응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중앙정
부의 막강한 영향력과 가파른 지가 상승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표 4-1]
참조). 먼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산업 입지가
제한되어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고,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초지방자
치단체가 계획이나 재정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산업단지 노후화 등 쇠퇴
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제조업 등 기존 기업의 이탈이 발생하고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라 기존 거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고용 인력을 잃게 됨을
역설했다.

[표 4-1] 인터뷰 대상 지역 특징 및 위기 대응의 한계
구분

지역 발전 및 위기 대응 특징

위기 대응의 한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
 자연보전권역인 동쪽과 성장관리권역인
지정학적으로 우수한 위치
서쪽 지역 간의 격차
성장관리권역 내 넓은 행정구역과 저렴한 개발 가용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고용 인력 확보에 유리 → 사업  주변 지역으로의 출퇴근 의존도가 높아
용인시
베드타운화에 대한 우려
체에 매력
 적극적인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시행
 용인플랫폼시티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발돋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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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터뷰 대상 지역 특징 및 위기 대응의 한계(계속)
구분

지역 발전 및 위기 대응 특징

위기 대응의 한계




수원시


청년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정비계획의 과
삼성전자 본사 입지와 함께 도시 이미지 제고
밀억제권역에 따른 기업과 산업단지 입
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 창출
지 제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높은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 전문 교육 및 고용 연계 등)
 고속도로, KTX, 지하철 등 우수한 교통 여건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발전하고 쇠퇴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상생하는 도시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혁신파크
조성(지역 내 대학과 대기업, 공공 협업의 우수사례 존재)
 장산･신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비
안산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 구성원의 유형에 맞춘 지원
사업 시행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공공 지원 구인･구직 연
계 행사 시행, 최초 야외 구인･구직 면접 시행, 시청
내 화상 면접실 운영 등 시대에 맞는 정책 수용

 중앙정부 소관의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관한 기초지
방자치단체 권한 제약
 주변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출
 국가산업단지 임대료 상승으로 주변 지
역 이탈 및 중･소기업 도산으로 기업체
감소
 상업지역의 수요 감소(대형마트 폐점 등)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대부분이 단기 일
자리로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기는 어려움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교통 문제 등 삶의
 중동･상동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함께 발전
질 저하
 신규 산업단지 계획과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 준비
 공공의 적극적인 대처와 인센티브로 기업 이탈 방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제조업체 유출
부천시
 김포와 시흥 등 주변 지역의 신도시 조성
경험 있음
에 따른 인구 유출
 지역 특화 산업과 전문 인력 양성, 고용 창출에 의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한 대기업 이탈
일자리 연계 정책 시행
 서울에 인접하여 높은 주거수요
 벤처밸리 조성 등으로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유치)
 안양시 일자리 정책과의 “베이비부머센터”, “일자리
센터” 등을 통한 사회 각 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안양시
지원 정책
 높은 토지가격과 부족한 개발 가용지로 재건축･재개
발 위주의 사업 추진

 택지개발 등 주거 과밀로 기존의 제조업
등 업무시설 이탈 현상 발생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정비계획의 과밀
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기업과
산업단지 입지 제한
 높은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주변 지역의 신도시 개발 및 판교 등의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및
기업 유출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10)의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기업의 지방 이전･
분산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특히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10)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시기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물리･공간적 분산을 통해 지역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16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경제권으로 개편하여 지역의 광역적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의 생활권 중심 발전 전략 구상으로 새뜰마을사
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을 시행하여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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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시작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지역발전위원회,
2018).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9-2022)에서도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국가 균형발전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
나 산업이나 일자리 지원 정책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보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내 사업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
상자원부, 2019).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분산 정책으로 사업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는 것에 더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산업 입지 및 인구 유입 규제로
새로운 사업체 유치와 인구를 유입시키기도 어렵고 지역 내 국가 또는 경기도 산업
단지가 존재하는 경우 계획 및 관리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미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존의 노후･쇠퇴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데에
도 한계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수도권에서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밀억제･성장관
리･자연보전권역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여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규제하고
있다(경기도, 2006).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 면적의 범위 내에서 대체
지정만 허용하고 있어 신규지정이 불가하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서 수립한 공업용지 공급 물량의 범위 내에서 상위 정부의 승인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6만㎡ 이내의 규모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를 통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상위 정부와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이전 계획과 같이 수도권 산업단지의 개발 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
하고 있어 산업단지 신규 입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국토교통부, 2020).
이에 수도권 내 산업단지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개별 공장입지 등의 난개발이
발생하고 지역 간 부동산 가격 등의 영향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부동산
투기 발생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지정 이전에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지역(고양･
광명･구리･하남･과천시)은 지역의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어
인구만 집중되어있는 등 도시 자족 기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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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있었다고 해도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시행 시 공공사업으로 용도 변경 및
편입되어 공장용지를 잃게 되는 위험도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내 산업단지 국비 차등 지원도 화성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몇
시군을 제외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산업단
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폐수종말처
리장은 50%만 지원하고11)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은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데, 결국 기존의 높은 토지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까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산업단지 분양가와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입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
다.12) 이에 더하여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저렴하게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국내 기업의 경우 다른 지원 방안이 없어 결국 국내
기업의 역차별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이에 따른 규제 정책이 지방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
는지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대･이혜령(2020)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 규제로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점을 들어 그동안의 국토 균형
및 지역 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며 수도권 규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메가시티 전략13)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은경(2008)
도 지역의 산업 특성 고려가 없는 수도권 규제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
고 있다는 점과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은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쇠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이 아닌 지방정부 주체의 발전 전략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임상준(2006) 역시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과 인구 과밀이나 공업지역 등의 입지 제한 등 수도권 규제로 지방의
11)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100%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12) 경기도(2006)에 따르면 산업단지 3.3㎡당 분양가는 1990년대 중반 50만 원 이하에서 2000년대 초반 100만
원 이하로, 2006년 당시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증가했다.
13) 수도권을 하나의 도시로 보는 “원 시티(One City)” 전략과 지방을 광역권마다 국가중추기능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지역별 수도화” 전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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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우며 시장기능에 따른 자율관리, 지방 도시가 주도하는
대도시관리 정책 등이 균형발전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되는 집 발목 잡는 '역차별'… 기업 1만6천개 해외로”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
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약 37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많은 인구와
산업이 몰려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수도권정비
계획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해외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저임금, 고효율의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고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40여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의 발목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추락까지 불러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수도권 규제가 도입될 당시와 비교해서 국내의 경제 구조는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제조업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국경과 내수가 중심이 되는 폐쇄경제에서 세계 전체를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개방경제로, 국가간의 경쟁에서 대도시권간의 경쟁으로 경제 트랜드가 크게
변모했다.
이렇게 경제 트랜드가 바뀌는 동안 수도권은 정비 계획법에 발묶여 충분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해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은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한 채 명목을 이어오고 있다.…
자료: “잘되는 집 발목 잡는 '역차별'… 기업 1만6천개 해외로”, 중부일보(2018.8.2.).

이처럼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와 같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지역 내 사업체 감소나 인구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의 경우 지역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 개발을 시행하는 데 제약이 크고
안산시는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발전해왔으나 산업단지 재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과 예산 수립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있어 지역 내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용인시와 같이 입지
여건이 좋고 개발 가용지가 충분한 지역도 공장 물량 총량제 등의 한계에 부딪혀
26개 산업단지 계획 중 현재 2개 산업단지만 사업 시행에 옮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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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
면 해당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 가격 상승은 주거를
불안정하게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특정 계층을 유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조대
헌, 2018). 수도권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전세 가격과 인구 이동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가 70% 이상이
었다(조대헌, 2018).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면 주변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
인다(최남희 외, 2010).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으로 국토정책이 지역 간 인구이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오창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의 국토정책
은 지역 간 인구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인구 이동과 국토 정책 사이의 인과 지도

자료: 최남희 외(2010). “국토정책이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토타입 모형 개발”,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1권 제4호(2010.12.), p129.

연구 대상인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공업지역의 지가지수를
2013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용인시의 변동 폭이 가장 작고 안산시와 부천시의
변동 폭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2021년 9월 기준 안양시와 부천시의 공업지역
지가지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순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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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이다. 용인시는 공업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고 변동 폭도
좁아 공업지역 내 사업체에 안정적인 임대료와 토지가격을 형성해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안양시와 부천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공업지역 지가지수
와 큰 변동 폭으로 사업체가 임대료 상승 등을 상대적으로 심하게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사례 지역 인근에 위치한 평택･오산･화성시에서는 공업지역 지가
지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변동 폭도 크지 않아 안양･부천･안산시보다 이들
지역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체 유치가 더 수월했을 수 있다.

[그림 4-3] 2013~2021년 연간 공업지역 지가지수 변동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주: 2020년 9월 기준, 2013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의 지가지수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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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로의 이전도 생각해
볼 수 있다.14) 안산시에는 반월 특수 지역(1977년),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1988
년)가 오래전에 조성되었으며 2015년에 팔곡일반산업단지와 2020년에 한양대에
리카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 부천시의 오정일반산업단지
는 2004년에 지정되었으며 안양시는 2012년에 안양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
업단지를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수원시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 수원델
타플렉스1･2･3블록이 2003년, 2006년, 2008년에 지정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용인시에는 총 16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하는데 2008년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
지 지정을 시작으로 원심일반산업단지(2013년), 농서･완장일반산업단지(2015),
통삼･지곡･송문･용인SG패션밸리･용인패키징일반산업단지(2016), 제일일반산업
단지(2019), 용인반도체클러스터･백암일반산업단지(2021)가 지정되어 있으며 용
인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2016)와 용인기흥ICT밸리･용인일양히포도시첨산
산업단지(2017)도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용인시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안산･부천･안양시보다 훨씬
더 최근에 지정되었고 산업단지 수도 훨씬 많아서 5개 연구 대상 지역 중 가장
사업체 유치가 수월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안산시는 최근 신규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주변 용인시나 화성시15)에 비해 훨씬 오래된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시설 노후나 도로 여건 등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주변
지역에 비해 사업체 유지 및 유치가 어려웠을 것이다.
2021년 10월 6일 기준, 경기도 내 택지개발지구는 총 327곳이다. 이 중 연구
대상 지역인 용인시에는 23곳, 수원시 25곳, 안산시 4곳, 부천시 14곳, 안양시에는
4곳이 존재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수지, 용인동천, 용인신갈 등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최근에도 용인언남, 용인
영덕, 용인중앙공원지구 등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
원시도 1995년 전･후에 우만･권선･원천･영통지구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

14)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s://www.industryland.or.kr/web/sa/SATotMaterialFala.jsp?p_id=1306”: 전
국산업단지별 산업단지 분양현황(2021년 9월).
15) 화성시에는 반월특수지역 내 아산(우정지구) 단지가 1979년에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동진일반산업단지
까지 총 21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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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최근에는 수원호매실･광교지구와 수원당수･망포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택지
개발사업이 준공 또는 진행되고 있다.

[그림 4-4] 경기도와 연구 대상 지역 내 산업단지 현황(2021년 기준)

자료: 경기도 토지정보과 내부자료(2021).
주: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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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2010년 이전까지는 준공된 택지개발 사업이 없으나 2013년 안산신길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완료를 시작으로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산장상･안산신길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을 최근에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1980
년대와 1990년대에 부천심곡･작동･소사 택지개발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부천중
동･여월 등 대부분의 사업이 2010년 전에 준공되었으며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정책으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바 있으며 부천원종･역곡･괴안 공공주
택지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는 가장 최근에 준공된 곳이 2005년 안양관양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그 이후로는 택지개발사업이 없었으며 최근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용인과 수원은 과거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에도
신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인구이동 측면에서 지역 내 인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크지만, 안산･부천･안양시의 경우 대부
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2010년 이전에 완료되어 주변 화성시나 시흥시, 김포
시 등에서 2010년 이후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지구인 화성동탄･남양뉴타운･송산그
린시티 지구와 배곧신도시와 시흥은계･장현 공공주택지구, 김포한강･마송지구 등
으로의 인구 유출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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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경기도 내 택지개발 현황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2021.10.6. 기준).
주: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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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이한 내적 요인
1. 주어진 환경적 여건
앞서 논의했듯이 지가 상승은 사례 지역 전반에 걸쳐 관측되는 현상이었으나
모든 사례 지역에서 기업의 타 지역 유출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용인시는 자체적
으로 ‘지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며 만일
도심의 지가 상승이 문제가 되면 외곽으로 확장해나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서편 수지구나 기흥구의 지가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저개발지역인 동편 처인구로 기업 입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한 용인시는 점차 영향력이
커지는 경기 남동부에 입지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넓은 행정구역 면적이
주는 공간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표 4-2] 참조). 고학력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 여건, 기업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 가격,
기업이 성장할 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용 토지를 모두 갖춘 용인시는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 기업이 선호할만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게다가 용인시를 지나
는 고속도로 건설도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우위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사례 지역 면적
사례 지역

면적(㎢)

용인시

591.2

수원시

121.1

안산시

156.3

부천시

53.5

안양시

58.5

자료: 경기도. 경기도 행정구역 현황(2021.6.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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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인시의 여유로운 상황 인식은 안양시 및 부천시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행정구역 면적으로 31개 시군 중 각각 상위 24위와 26위에 해당하는 안양시와
부천시는 지가 상승을 기업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특히 안양시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 면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용지 확대에 안양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부천시는 면적 대부분이 이미 개발된 상태라 경제활동을 위해 새롭게 조성할 토지가
부족한 상태다. 안양시나 부천시처럼 토지 이용 제약이 큰 지역에서는 기업 유출로
인해 고용 시장에 위기가 오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많지 않아 이것이 대응력이나 회복력 측면의 한계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과거 서울시의 성장과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장했
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기 신도시 중 한 곳(평촌신도시)이
안양시에 들어서면서 안양시는 서울의 인구 분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평촌신도시
는 1기 신도시 중 서울시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고 통근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안양시가 점차 서울시의 배후도시가 되도록 했다. 안양시의 내부 통근
율이 50% 미만이라는 사실은 거주민의 상당수가 서울시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안양시에 입지했던 기업 중에서도 일부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서울로 이전하고
다른 일부는 안양시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도 외곽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하면서
안양시의 산업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타 지역으
로 유출되어 노동층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이어졌다. 지가
상승과 더불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주택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신혼부
부나 젊은 층을 유인할만한 요인이 적어 인구 구조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부천시도 안양시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인다. 1990년대 중동, 상동신도시가 개발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였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인구과밀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악화되어 교통, 주차,
주택, 녹지 문제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했고, 그와 동시에 인근 시흥시와 김포시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 유출이 시작됐다. 또한, 인근 화성시에 산업단지가 조성
되어 기업이 이전하고 그에 따라 노동 인구도 이동하게 되면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
었다. 다른 한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령화도 부천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부천시에는 공공재정 악화 문제도 존재한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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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약화되고 경기가 긴 침체기에 빠지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자체 수입
증가는 미미한 반면,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지방정부에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지원이 늘어나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 재원은 증가했다.
그에 따라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감소했다. 물론 지가가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높아져 재산세 징수 실적은 좋아진 측면이 있으나 앞서 3장에서 논의한
바대로 지가 상승은 지역 발전에 이익만을 가져다주지는 않아 기업의 타 지역 이전
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안양시와 부천시의 발전사 및 제한된 행정구역 면적하에서 고용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안은 안산시의 창의적인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안양시나 부천시에 비해서는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여유가 있으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186,848
㎡)에 대규모 산업단지(78,579㎡)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캠퍼스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미개발지를 개발 가능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고용 주체인 산업과 고용 대상자가 있는 교육기관을 연결하기 수월하며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도 용이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안양시와 부천시는 개발 가용
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지만 교육기관을 확보하고 있어 안산시가 시도하
는 형태를 도입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학과의 협력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
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기반 마련은 기업과 대학을 동시에 성장하게
할 수 있어 젊은 층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고령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이테크산업을 육성하려는 안양시의
노력도 좁은 행정구역의 단점을 개선할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테크노밸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뿐만 아니라
판교 등지로 빠져나가려는 기업을 안양시에 머무르도록 하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기업 유치는 곧 인구 유인과 연결되므로 서울의 배후도시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와 여가 서비스가 확보된 자족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평촌신도시나 구도심이 정비되면 노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다른 1기 신도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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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발 빠르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뒤 노후화된 인덕원 주변을 정비하고
신도심과 연결해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여러 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인구 및 산업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장신도시 건설, 역곡 공공주택 건설, 오정 군부대
복합개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등이 있다. 최근 오정 물류단지가 완공되어 법인
지방소득세와 특별징수분이 늘어나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이 좋아진 사례를 바탕으
로 나머지 개발사업에도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세웠다. 특히 대장신
도시 개발 시 주택 중심 형태에서 벗어나 주거와 공업이 혼합된 형태 도입을 추진하
고 있다. 흔들리는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다. 또한,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육아, 출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청소년과 신설 등도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 입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수원시는 한계에 달한 개발 용량(면
적)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화성시 및 오산시와의 통합을 오랫동안 추진했다. 행정구
역 면적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에 해당하는 화성시(698.2㎢)와 행재정적 인프
라가 구축된 수원시, 그리고 인접한 오산시가 한 개 시로 통합되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염두에 둔 시도였다. 그러나 소속 시군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관련 시군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시군
통합은 타 시군과의 논의와 상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안산시가 자체
역량으로 추진하는 공간 활용 정책과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행정구역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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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시행의 적극성
다섯 개 사례 지역의 고용 위기 대응에는 두 가지 외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례 지역도 있었다. 다섯 개 사례 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에는 많은 힘을 쏟지만 정작 해당 시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업의 외부
유출 방지를 주도하지 않는다. 시장 상황에 의해 또는 중앙정부의 지방 개발 정책에
의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기업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막을
방도가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천시에 남도록 한 사례가 있다. 과거에 부천시는 삼성
반도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급격한 상권 축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2017년
신한일전기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부천시가 알게 되었을 때, 김만수
당시 시장의 지시로 신한일전기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전을 막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돋보인 사례다. 공공기관이 사적 이
익을 추구하는 일개 기업에 상당한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일부 공무원
들 사이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 기업에만 혜택을 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체계
화해 보다 많은 기업을 보다 적은 노력으로 부천시에 머물게 할 일반화된 기업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신한일전기(주) 본사 공장 증･개축 가능...부천시, 40년 규제 해소”

부천의 대표적 향토기업 신한일전기㈜ 본사 공장의 증･개축이 40여 년 만에 가능해질 전망이
다. 부천시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신한일전기 공장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위치 변경건’
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40년 이상 불가능했던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개축의 길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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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설립된 신한일전기는
선풍기와 자동펌프 등을 생산
하는 부천의 대표적인 향토기
업이다. 지난 1976년에 공장
부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국토계획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해 주거지역 내에
서는 공장의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한일전기 공장
의 건축물은 대부분 4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로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
고 노후된 설비로 인해 기업 생

신한일전기(주) 항공사진. 사진=부천시청

산력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었다. 또 최근에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도 생산할 여력이 없어
인천 남동공단에 공장을 임차해 직원들이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최근 신한일전기는 인도 등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만수 시장은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안건을
제시했다. 시는 공장 증･개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신한일전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F팀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기업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
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공업지역 위치변경(안)을 마련해 수도권정비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결국 지난 15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신한일전기 공장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신한일전기의 숙원인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신한일전기(주) 본사 공장 증･개축 가능...부천시, 40년 규제 해소”, 중부일보(2016.1.21.).

용인시는 더욱 일반화된 적극 시정을 시도하고 있다. 용인시는 앞서 기술한 여러
여건상 기업이 스스로 용인시로 꾸준히 유입되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시가 먼저 나서서 자연녹지지
역 내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있다. 공업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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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늘어나 공장이나 시설을 확장할 수 있어 기존 기업체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반도체산업단지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해당 과 소속인 일반산업
단지 팀장이 개별 공장에 연락해 용도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시정은 기존 기업이 미래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용인시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체로 하여금 입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물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용도 변경으로 보일
수 있고 산발적 공장 입지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현 용인시장 체제에서는 환경적 측면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 민선 7기 방침상 현재 경기도 내 산업단지 물량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용인시의 친기업 기조는 유지되지만 전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안양시의 적극 행정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중앙정부가 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개별
시는 국비의 10%를 매칭펀드로 투입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었다. 2020년
에는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폐업한 자영업자, 소득 하위 65% 이하 저소득층 3,000
명에게 5개월(8~12월)간, 2021년에는 970명에게 9~12월(4개월)간 일자리를 제
공했다.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웃도는 이유는 대대적인 수요 조사를
사전에 실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안양시 내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센터를 시청 내부에 확보해두고 구직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 여러 명을 상시 배치한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화상으로
박람회를 추진해 구직자나 기업이 시청에 마련된 화상회의 시설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으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방식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연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즉, 외부 영향과 주어진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웃 시군이 시도하는
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면 평균을 넘어서기 어렵다. 시장 흐름이 열악하더
라도, 중앙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기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고용 위기를 일으키
는 원인이 되더라도, 인근 시군에 산업단지나 신도시가 건설되어 인구 이동이 일어
나더라도, 행정구역 면적이 좁고 개발 가용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더라도,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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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수용하는 대신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많은
인구 또는 사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수많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대응
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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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권진우･이슬, 2020) 연구
에 기반해 경기도 내 다섯 개 시를 선정하고 해당 사례 지역이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어떠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초통
계자료 분석과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상위
행정구역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에서 사례 지역
을 선정하기로 했다. 규모의 영향을 되도록 배제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중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가 상위 30%에 속하는 10개 시군으로 선정 대상을 압축했다.
또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지정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남부로 대상을 좁혔다. 이들 중 장기 성장률, 충격 완화 정도, 회복 속도 측면에
서 서로 다른 세 그룹(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용인시와 수원시, 회복 속도가
중간 수준인 안산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천시와 안양시)을 사례 지역으
로 선정했다.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이들 다섯 개 사례 지역을 비교하고
대조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다섯 개 지역의 장기 성장률, 충격 완화 정도, 회복 속도가
명확히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정성적 분석이 포함된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반드시 지역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중앙정부 등 상위 정부가
타 시도에 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사례 지역에 있던 기업이 산업단지가 건설된
시도로 유출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이 많지 않았다. 국토균형발전정책
이나 수도권 규제 정책 등은 대부분의 사례 지역에서 기업 유출을 야기했다. 그러나
산업 정책, 고용 정책, 토지 이용,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아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 결정
에 상당 부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밖에도 서울과 인접한 면적이 좁은
시에서는 토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더 저렴한 사업 부지를 찾거나 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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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었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유출 역시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가 상승은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는
장점일 수 있으나 이들이 점차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실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는 지역의 경제 활동 기반을 흔들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을 확인
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인구와 기업
이 해당 시군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관측됐다. 이렇듯 지역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을 사례 지역 모두는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례 지역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외부 영향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다섯 개 사례
지역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먼저,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어려운 행정구역 면적이 회복 속도가 빠른 사례 지역(용인시)과 느린 사례
지역(부천시, 안양시) 사이에 큰 차이로 드러났다. 선행 연구에서 고용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던 용인시는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미개
발지역도 보유하고 있어서 개발 가용지의 소멸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지가 상승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그러나 행정구역 면적이 매우 좁은 부천시와 안양시
는 지가 상승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토지를 기업
활동을 위한 터전으로 내주기 힘들었다. 안양시는 그래서 기업당 소요 면적이 크지
않은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비록 부천시나 안양시만
큼 개발 가용지가 제한적이지는 않더라도 안산시는 유휴 부지 활용 차원에서 안산시
내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불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건너뛰고 산학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는 개발
가용지 용량이 한계에 다다라 인근 화성시 및 오산시의 행정 통합을 시도하기도
했다. 주어진 여건에서 고용 위기에 대응할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안양시
가 안산시의 시도 또는 수원시의 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적극 행정이 지역 특성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부천시는 주거지역에 입
지하던 기존 기업이 수도권 규제하에서 공장 확장이 어려워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주도적으로 예외적인 용도지역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과거 대기업의 타 지역
이전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흔들렸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
다. 부천시는 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반면 용인시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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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했다. 자연녹지지역
에 설립된 공장 각각에 시청이 직접 연락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내하고 용적률이
나 건폐율 상승에 따라 공장 확장 또는 시설 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지가가 비교적 높지 않은 개발 가용지가 많아 시청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업이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먼저 기업의 여건을
살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용인시가 고용 위기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기반이라고 여긴다. 더욱더 적극적이면서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기업이 용인
시를 적정 입지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량적 선행 연구에 기초하고, 기초통계분석에서 시작하며, 관계자
인터뷰로 이어지고, 인터뷰에 대한 추가 조사로 분석을 맺는 형태다. 이러한 구성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정량 분석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가 실제로는 지방정부를 벗어난
외부의 힘(중앙정부의 정책과 토지 가격)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안에
서 개별 시군이 시도하는 세부적인 노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도
지닌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이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
기업이나 노동자 또는 구직자가 생각하는 지역 고용 시장의 기회와 문제점을 분석에
담을 수 없었던 점은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로 남는다. 추후 사례 지역을 경기도
내외의 타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터뷰 대상도 기업과 일반인으로 확대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기업, 노동자, 구직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삼을 때 개인의 의견이 지역민 전체의 의견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샘플 구성에 유의하고 되도록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형태로 여러 명과 한자리에서
논의해 객관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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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경기도, 지방정부가 지역 고용 시장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한다. 먼저,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추구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제로섬 게임 형태가 아닌 지방의 성장과 수도권의 안정
화를 더불어 달성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사회경제적 여건
과 삶의 질이 일정 수준의 균등성을 유지한 상태나 과정을 뜻한다(김용웅, 2011).
노무현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접근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화 전략’을 균형발전정책의 키워드로 설정했다(남기찬
외, 2019).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반에 걸친 균형발전을 고려하다 보니 이미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수도권이 지방에 어떤 방식으로든 양보하기를 기대하게 되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조,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지원하는 형태가
고착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1,168
㎢), 그 외곽인 경기 북부와 남부는 성장관리권역(5,190㎢), 경기 동부는 자연보전
권역(3,830㎢)으로 지정한다(경기도, 2019). 의정부, 고양,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부천, 시흥(일부), 남양주(일부)가 해당하는 과밀억제
권역과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안성(일부)이 속하는
자연보전권역에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이었던 수원,
안양, 부천은 과밀억제권역, 용인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세 개 권역에서 모두
대학 신설이 금지되고,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 허용되며,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울과 인접한 21개 시군(1,167㎢)에서 건물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을 제한한다. 도심의 발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소위 그린벨
트라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관리한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저개발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기개발지역에의 규제 부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양보가 아닌 상생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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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비수도권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발전
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도권에 부여되는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는 지역이 장단기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도권이 규제 완화로 얻게 되는 이익을 지방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소
비세수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이 출연한 기금을 전국 17개 도에 배분하는 지역발
전상생기금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기대하는 반대급부는 적고 지방
에서는 여전히 재정 지원보다 가시적 개발사업을 유치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주체 모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비수도권에서 재정 지원보다 가시적 개발사업을 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두 지역의 경계에 공동으로 개발 혹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상생 개념을 공간에 적용해 경기도와 타 시도가
접해 있는 지역을 경기도와 타 시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다. 2009년 일본이
도입한 정주자립권은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허물어 발전을 시도한 좋은 예다. 생활
이 연계된 중심도시와 인근 도시가 자발적으로 협력을 맺고 산업진흥, 교통망 정비,
교육 여건 강화 등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중앙정부는 협정을 맺은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이현우, 2014). 이는 비록 본 연구의 사례
지역 중 경기도의 행정경계선을 공유하는 외곽 지역인 부천시와 용인시에만 해당하
는 방식이기는 하나, 경기도 전체 시군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비록 지역이 자체적인 고용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앙정부의 정책, 인근 지역의 개발,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이 장애물로 작용하더라
도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찾아야 한다. 지역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타 지역 사례 검토를 거쳐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발굴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 지역의 개발이 인구나
기업의 유출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사업을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 앞에서 일본의 정주자립권
을 예로 들어 설명한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가 시군일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비단 타 시도 시군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될
제5장 결론∣111

수 있다. 물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게 되어 실행 과정에
추가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그 결과는 위험 요인 해소(타 지역의 개발로
인한 인구 및 기업 유출 방지)와 개발이익 공유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참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광범위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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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 cities experience employment shocks, but the level of response
differs by city. Existing quantitative studies have found a few local
characteristics that determine the level of response. However, the details
of how these characteristics work within cities and what other factors
cause local employment shocks are mostly left unknown, calling for
qualitative case studies. This study answers the call by looking into five
cities of Gyeonggi-do. The cities include (1) Yongin and Suwon that are
resilient to employment shocks, (2) Bucheon and Anyang that are not
resilient to employment shocks, and (3) Ansan that falls in the middle.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view results reveal tha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e rising real estate price, and the
development of nearby new towns have caused population and corporate
outflow in most cities. These external forces have largely been outsid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nd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has
somewhat been determined by unchangeable conditions such as the total
area of land. Still, the cities have made an endeavo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such external forces and to overcome given
conditions. Exemplary efforts include the efficient use of land area, the
proactive offer of creative incentives to firms, and the creation of public
jobs. The enthusiasm of local governments has led to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ed policies, and the successfulness of the policies has
fostered local governments’ response to employment shock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re is a room for local governments to resiliently
respond to shocks.
Keyword

Population Outflow, Corporate Outflow,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Real Estate Price Rise,
Business Outflow, New Town Development, Proactive Policy Implementation, Empowerment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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