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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극복을 위한 혁신주도 지역성장 관련
실증분석과 시사점1)

요

약

미중 및 한·일 무역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
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이러한 이슈가 기회라기보다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역산업정책은 없을까?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산업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할 혁신
주도 지역 산업정책과 산업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관련
이론을 검토한 후,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방분
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의 실증분석에서는 2000년에서 2016년간 광역시도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과 자치혁신역량과 산업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대리변수로 구성된 패널모형 일반
최소자승추정방법(GLS)의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혁신역량의 지방분
권, 혁신주체부문의 기업R&D(대기업)가 긍정적인 영향(+)을 지식확산부문에서는 혁신활동의 결
정요인과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주도 혁신성장
에 문제가 있고 향후 ‘한국형 러스트벨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1)

1) 본 연구는 이두희·정현민·정윤선·김수동·고경훈(2018), 「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
역성장 전략」, 산업연구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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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미중 및 한·일 무역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급

특히 현장에서 바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역산

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

업 전환과 혁신은 아직껏 활용되지 않은 지역 자

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산과 특성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중요하다. 하지

우리나라는 산업경제 측면에서 위기와 기회를 맞

만, 다양한 지역자산을 최대한 잘 이용하고 산업

이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위기나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거나 혁신으로 이

이러한 이슈가 기회라기보다는 더 큰 ‘위기’로 다

끌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와 ‘지역주도의 혁신성

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현재의 위기를 기회

장 전략’과 연계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따라서

로 바꿀 지역산업정책은 없을까?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저성장 추

추격(catch-up)경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

세를 극복하고 산업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할 혁신

도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국

주도 지역 산업정책과 산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

가자산 중심으로 자원 배분 및 활용의 효율화와

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관련 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저성장 추격경제

론을 검토한 후,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실증분석

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산업 선도자(first mover)

하기 위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

로서 특정 지역의 산업위기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의 실증분

에 ‘혁신’에 바탕을 둔 신속한 대응과 산업전략이

석을 통해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정

필요하다.

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 분석틀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주민과 지역자산의 수요 맞춤형 지역산업 전략이

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추

필수적이다.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보면, 공적

격국가에 비해 선점전략이 중요한 탈추격 국가

인 주요 업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

(선도국가)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이다.2) 분

이고 비효율성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보충한

권형 국가운영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다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을 기준으로 분
권화를 실행하고 있다.3)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

2) 이두희·허문구·김윤수·서정현(2017), 「지역별 산업역량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산업경제통계권(ISA)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KCERN(2017),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 제34차 포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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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2017), 「지역 R&D 혁신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역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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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자율성을
4)

중앙집권적 국가인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2002

높이는 과정이다. 특히 재정분권이 중요한데 재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선 중앙과 상호 대등한

정분권이 행정사무 분권을 실현하는 전제가 되고

협력파트너의 관계로 지방분권 개혁의 이념을 정

입법분권의 활발한 전개도 가능하게 해 분권화의

립하였다. 일본은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법인세

5)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분

를 지방세화하였고, 지방정부가 규제개혁을 주도

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있는 여러

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계획계약

선행연구 중에서 특히 세입분권은 생산효율성에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계획 수립 및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간 경쟁과 혁신

국가-레지옹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정책의

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를 더 효율적으

일관성 및 지역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로 공급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6)

있게 하였다. 최근 들어 선진국은 지방분권을 강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방국가인 미국

조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산의 활용

의 경우, 미국의 주정부(지방정부)는 헌법에 규정

을 통해 혁신과 지역산업 전환 등 산업정책을 적

한 권한 외에도 연방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독립

극 추진하고 있다.

적 권한을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분권의 기

한편, 경제성장이론에서 솔로(Solow)를 비롯

본법은 지자체인 게마인데(Gemainde)에 대해 재

한 기존의 전통 이론은 생산함수 전체를 변화시

정적 기초인 세원권과 세율권을 보장하고, 국가

킬 기술혁신 또는 산업혁신에는 이론적 한계를

재정 대비 지방재정이 50:50 정도를 유지하여 스

가지고 있었다. 이후 보몰(Baumol)과 루카스(Lu-

스로의 재정지출을 부담하는 원칙도 준수하도록

cas) 및 로머(Romer)는 혁신 등을 설명할 총요소

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따라 연방정부의 산업정

생산성과 관련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책을 프라운호프를 비롯한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growth theory)을 제기하였다. 신고전학파와 제

각 주의 특성에 맞게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학파를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서는 ‘혁신’ 관련 이론이 대두되었고, 지역의 내생

 경훈(2014), 「미국·일본·독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체계 및 운영현
고
황 연구」, 정책연구 2014-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조민경·김렬(2014),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시
행정학보」 27(2), pp.263-286.
5) 구균철(2018),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2018년 지방
재정발전 세미나 발표논문집, pp.229-262.
Oates, W. E.(2008), “On the Evolution of Fiscal Federalism: Theory and
Institutions”, National Tax Journal 41, pp.313-334.
주운현·홍근석(2011),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거시경
제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3), pp.235-256.
6) 최정열(2015),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생산효율성의 매개
효과에 대한 고려”, 「한국행정학보」, 49(3), pp.161-191.
Akai, N. & M. Sakata(2002), “Fiscal Decentralization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Evidence from State-Level Cross-Section Data for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 pp.93-108.

적 성장이론도 강조되었다.7) 지역 경제성장이론
에서도 혁신을 성장의 엔진으로 강조하고 있으
며,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지역혁신시스템
(RIS) 이론이 대표적이다.8) 따라서 내생적 성장이
7) Baumol, W. J., R. E. Litan, and C. J. Schramm(2007), Good Capitalism, Bad Capitalism. Yale University Press.
8) 이두희ㆍ이승엽(2015),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
전 전략」, 산업연구원.
R
 omer, P.(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71-102.
L ucas, R.E.(1993),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61,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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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지역의 혁신주도 성장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역자산(X)은 아직 잘 활용되지 못해 지역자산의

지방분권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혁신

한계생산성은 개선 여지가 있는 점 A의 상황이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지

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생적 성장이론은 생산가

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세율과 공공재

능곡선의 이동을 가져올 총요소생산성(TFP)의 핵

의 효율적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내생적 성장에 기

심인 혁신과 지역자산의 활용에 의해 성장이 가능

9)

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통해 자기지역

하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분권과 혁신을 통해 저

에 맞는 기술혁신 및 산업전환 전략뿐만 아니라

성장 극복 및 포괄적 지역성장을 통해 파레토 개

산업인력 양성이나 혁신기반에 투자할 경우 장기

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

10)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의 혁신정책은 스티글리츠의 학습효과(learning

지역의 자산과 특성을 바탕으로 전략산업을 육성

by doing)를 통해 지식확산이라는 외부경제성이

하거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일어난다. 이러한 학습효과는 국가 및 지역의 자

유인하는 등 다양한 지역자산을 사용하여 혁신주

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자산은 Y0에서

체로 하여금 혁신활동을 활발히 일어나게 한다.

Y1로 이동하고 지역자산은 X0에서 X1로 이동한

또한 지방정부 간 치열한 경쟁구도와 비용 효율

다. 즉 생산가능곡선의 파레토 최적점인 점 B로

화, 자주적 혁신전략, 경쟁력 및 책임성을 통해 혁

이동한다. 이어서 잘 활용되지 못하던 지역자산

신활동이 높아지면서 혁신성장이 가능하다(이두

을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혁신정책

희 외, 2017; KCERN, 2017).

을 통해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여 혁신활동이 극

이론적으로 보면, <그림 1>과 같이 국가자산(Y

대화할 경우, 최적 국가자산은 Y1에서 Y2로 이동

재)과 지역자산(X재)만이 존재하는 가상세계를

하고(△Y(=Y2-Y1)), 최적 지역자산은 X1에서 X2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는 국가자산의 성장 한계

로 이동하면서(△X(=X2-X1)) 생산가능곡선을 이

로 인해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지역자산은 제

동시키면서 파레토 개선을 이룰 점 C로 이동한다.

대로 활용되지 못해 생산성의 개선 여지가 있는

이때 지역자산의 확대가 더 큰 것은(△Y < △X)

점 A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즉 국가자산(Y) 중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자산을 잘 활용한 것이고,

심의 한계생산은 저성장 기조를 이루고 있고, 지

지역혁신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으로 생산가능곡
선이 확장한 것이다. 즉 국가자산(Y*→Y**)과 지

 cs, Z. J.(2002), Innovation and the Growth of Cities, Northampton,
A
MA: Edward Elgar.
9) 홍근석(2013),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
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2), pp.103-130.
10) 고영선·김광호·정완교·김형태·김재훈ㆍ윤희숙ㆍ김희삼ㆍ박현ㆍ김종
일·이민형ㆍ김경환(2008),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개발
연구원.
Armstrong, H. and J. Taylor(2000), “Regional Policy and the European
Union”, in H.Armstrong and J. Taylor(eds.),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Oxford: Black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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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산(X*→X**)을 잘 활용할 경우 생산가능곡선
은 이동(PPF1→PPF2)하고 사회후생무차별곡선
도 이동(SI1→SI2)하여 파레토 개선을 이룰 수 있
다는 이론이다. 이를 통한 국민후생 또는 지역주
민 후생 증대와 포용적 지역성장과 저성장을 극
복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이론적으

산 업 경 제 분 석

<그림 1>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통한 생산가능곡선과 파레토 개선

자료 : 이두희 외(2018), p. 66.

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지

의 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 높아 ‘자원배

역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실증분석의 결과

분의 효율성 증가 → 지역 간 경쟁력 증대 → 지역

는 어떠한가?

성장’의 선순환에 이른다는 것이다. Oates(1972)
11)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Tiebout 모형(1956)

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과 Oates(1972, 1993)12)의 분권화 정리(Decen-

에 따라 파레토 효율 수준의 자원을 공급하는 것

tralization Theorem)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의 기

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특정 수준

13)

본 가설을 이루고 있다.

이들 이론은 지방분

의 자산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적

권의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의 자원배분 효율성

어도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걸

과 공급 측면의 생산효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음 더 나아가 Oates(1993)는 비록 ‘분권화 정리’

(최정열, 2014).

가 자원배분의 정태적인 맥락에서 개발된 이론

Tiebout 모형(1956)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이지만 경제성장이나 발전과 같은 역동적인 환

공공재 공급은 수요 선호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

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실증분

성에서 한계가 있지만 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

석도 하였다.14)

11) Tiebout, Charles(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416-424.
12) Oates, W. E.(199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Tax Journal 46(2), pp.237-243.
Oates, W.E.(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McGraw-Hill.
13) 최정열 (2014),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생산효율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정열(2013), “재정분권과 생산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
부연구」 17(1), pp.297-317.

Oates(1993)의 주장 이후 지방분권 또는 재정
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성을 실증하기 위한 분석
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
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
14) 임
 정빈ㆍ홍근석(2012),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OE
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26(4), pp.141-174.

2 0 1 9 0 8

75

저성장 극복을 위한 혁신주도 지역성장 관련 실증분석과 시사점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자료 : 이두희 외(2018), p. 81.

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15) 실증분석에서 주요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

시사점은 선진국일수록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재

고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어 민주화가 발달하면서

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지방분권이 경제성장에 긍

점차 선진국에 가까우므로 점진적인 분권화 추진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대체로 선진국

을 통한 내생적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인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권이

된다. 지방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여전히 논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란이 있고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지만 위의 실증

라서 분권의 전제는 경제수준이 높고 민주주의와

분석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방분권이 경제성장

함께 지역의 혁신역량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으로 이어지려면 일정수준의 경제발전 단계에 들
어서야 하고 재정분권의 정도도 중요한 변수임을

15) 구균철(2016), 「OECD 주요국의 지방소득세제」,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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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구균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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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시스템 이론과 모

2017). 셋째, 혁신결과 부문은 기술의 사업화와

형을 바탕으로 연구 분석틀을 세워보면 <그림 2>

관련이 있는 혁신활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와 같다(이두희 외, 2018). 내생적 성장이론의 지

결과부문은 Romer(1986)16)에 의해 주창된 신성장

역혁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입력부문(input),

이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혁신활동이 지역산업

과정부문(process), 결과부문(output)으로 구분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주도 지역성장으로 이

수 있다. 첫째, 입력부문은 자치혁신역량(capac-

어지는 논리구조이다. 따라서 혁신활동의 결과가

ity build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입력 또는 과정부문으로 환류

지방분권과 혁신주체(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지역정책이 세워지

정부(지방정부), (공공)연구기관 등)의 역할 정도

는 구조이다(이두희 외, 2017). 본 연구의 최종 분

를 나타낸다. 이는 과정부문과 결과부문에 공통

석틀은 혁신주도 성장 관련 3대 역량과 관련 6대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둘째, 프로세스 부

부문과 구성요소 및 주요지표로 구성하였다(<그

문은 산업혁신역량(Capability building) 부문으로

림 2> 참조).

지역의 산업구조와 관련된 지식확산, 산업클러스
터와 관련된 지역확산 과정을 말한다(이두희 외,

16) R
 omer, P.(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pp.1002-1037.

3. 혁신주도 지역성장의 실증분석을 위한 주요변수 및 통계모형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세울 수 있고 자주적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자치혁신역량의 지방분권 부문의 주요 대

는 세입분권이 중요한 척도이다.17) 따라서 지방분

리변수로 재정자립도와 인구당 지방정부자체수

권의 최종 대리변수는 인구당 지방정부 자체수입

입을 이용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이전재원 중의

으로 하였다.

하나로 지출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고, 국고

혁신주체 부문 관련변수 중 중소기업 대리변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지출구조

수는 인구당 중소기업체(300인 이하 종사자 사업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

체) 수를 변수로 하였다. 대기업 관련변수는 인구

제가 있다.17)혁신주도 지역성장 관련 실증분석에

당 대기업체 수와 인구당 기업의 연구개발(R&D)

서는 세출구조 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하여야

종사자 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혁신정책이나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을

의 기업 R&D 종사자는 대부분 대기업체에 속하
므로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대기업체 수와 중

17) 임상수(2014), “세입 분권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
재정논집」 19(2), pp.1-23.

소기업체 수는 상호 관계가 커 계량분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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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통계 설명
3대역량

6대부문

구성요소

지방분권 재정분권
자치
혁신
역량
(input)

혁신주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63.793

2144.84

인구당 지방정부 자체수입

823.8364 316.4678

중소기업

인구 100명당 중소기업체 수

2.988277 .4575648 2.206534 4.391037

대기업

인구당 기업R&D 종사자 수

.0035228 .0028483

대학

인구당 전문대 이상 학력 인구 .0002091 .0000646 .0000826 .0003846

정부·연구소

인구당 공공R&D 종사자 수

산업특화
산업
지식확산 산업다각화
혁신
산업경쟁도
역량
(process) 지역확산
산업클러스터
(클러스터)
지역
혁신
결과

대리변수

.0008563 .0017171

.000094

.013833

9.47e-07 .0097196

주력산업 LQ

1 .8104484

0

4

산업 다양성

20.43015 2.826256

13

26

산업 경쟁도

1.060455 .2880735 .4249317 1.618351

지식기반제조업 LQ

.8051471 .8165104

혁신활동
특허
(output)

인구 1만명당 등록특허 수
(지수(log) 변환)

1.86647 .8956838

지역성장 지역총생산
(outcome) (GRDP)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

.0033713 1.279951

0

3

-.815306 3.930759
-3.28486

2.19104

자료 : 이두희 외(2018), p. 135.

(multi-collinearity)을 줄 수 있어 최종으로 인구당

각화 대리변수는 산업연구원의 산업다양성 지수

기업 R&D 종사자 수를 이용하였다. 대학과 관련

를 이용하였다.18) 산업다양성 관련 대리변수는 전

한 대리변수는 해당지역 인구당 전문대졸 이상 학

산업 산업연관다양성을 사용하였고, 산업경쟁도

력자 인구와 인구당 대학교 R&D 종사자 수를 사

는 해당지역의 지역산업 종사자 1인당 사업체 수

용하였다. 특히 지역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

에 대한 전국의 지역산업 종사자 1인당 사업체 수

한 Romer를 비롯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주장을 수

의 비율을 이용하였다.19) 지역확산부문의 최종 대

용하여 인구당 전문대졸 이상 학력 인구를 최종

리변수는 포터의 클러스터 이론에 따라 지식기반

대리변수로 하였다. 다음으로, 정부 및 공공연구

제조업의 종사자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소의 대리변수는 인구당 공공연구소 R&D 종사자

다. 지역혁신결과 중 혁신활동(innovative activity)

수를 사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종속변수와 동

부문의 대리변수로 인구 1만명당 등록특허 수를

일하게 2000~2016년까지 총 17년의 패널데이터

로그변환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18)

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혁신주도 성장과 관련

산업혁신역량의 경우, 지역산업의 산업구조와

된 대리변수는 지역총생산액(GRDP)의 증가율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식확산 부문에서 산업특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

는 주력산업 입지계수(LQ)를 활용하였다. 산업다

다. 분석에서 사용된 통계자료는 광역시도별 연

18) 장재홍ㆍ유이선(2017), 「지역별 혁신활동 수준 및 정책효과 분석」, 산
업연구원.

19) 김
 동수ㆍ장재홍ㆍ이두희(2009),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 간 이동과 정
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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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이 주요 종속변

으로 Romer에 의해 응용 발전된 내생적 성장모형

수이다. 관련 설명변수(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서 2016년까지

GRDP성장률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

광역시도의 지역총생산 증가율과 자치혁신역량과

설을 세웠다.

산업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대리변수로 구성된 패

연구 분석틀에서 제시된 지역경제성장과 관련

널모형 일반최소자승 추정방법(Generalized Least

된 모형은 Solow의 경제성장 모형을 응용한 모형

Square, GLS)의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지방분권 및 혁신과 지역경제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실증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패널데이터

다.21)지방분권은 생산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분석의 특징인 확률효과와 고정효과에 대한 하우

미침으로써 전통적 재정분권화 이론에서 주장하

즈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확률효과가 더 유

는 것과 같이 지역 간 경쟁 및 혁신과 연구개발 지

용한 추정치임을 확인하였다.20)먼저, 지방분권의

원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성장에 더 효과

20)

경우, Oates(1972) 의 분권화 정리와 같이 지방

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두희 외(2018)의 지

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수요와 지역특성에

역 혁신활동의 실증분석21)에서도 지방분권 특히

더 잘 대응함(responsiveness)으로써 지역경제 성

재정분권이 지역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

20)

20) Oates, W. E.(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McGraw-Hill.
21) 지역 혁신활동의 실증분석을 위한 일반화된 Negative Binomial 모형(GNBRM) 분석 결과
21)
혁신활동(확률효과)
혁신활동(고정효과)
변수
Coefficient
z-value
Coefficient
z-value
지방분권 인구당 지방정부 자체수입
인구 100명당 중소기업체 수

자치혁신
인구당 기업R&D 종사자 수
역량
(input) 혁신주체 인구당 전문대 이상 학력 인구

.0006187***

3.17

-.2095701

-1.31

-.1224496

.0006154***

-0.75

3.24

7.502754

0.36

-4.709092

-0.22

2473.993**

1.98

2431.122*

1.92

인구당 공공R&D 종사자 수

57.89571

1.50

61.50083

1.49

주력산업 LQ

.0588235

0.67

.0817112

0.89

.1301052***

5.34

.1252003***

5.06

.6604577*

1.72

.9988357**

2.40

-.0357154

-0.47

산업혁신 지식확산 산업 다양성
역량
산업 경쟁도
(process)
지역확산
지식기반제조업 LQ
(클러스터)
Number of observations

270

-.0385849

-0.50

270

자료 : 이두희 외(2018), p.138.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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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입분권

조업부흥정책과 같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

이 지역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울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

전통적 재정분권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

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정책

역 간 경쟁과 혁신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보다 지

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업

방정부가 지역성장에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

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은 지역성장에 상당히 유

주고 있다(구균철, 2018; 최정열, 2014). 국세편중

용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의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조세자율성을 향

다. 이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해당 지역의

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생산기능과 접목시킬 때 지역의 혁신성장이 더 높

정부의 자본재정 수단인 지방채 발행제도를 지금

아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정분권 차원에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원에 LG 연구개발

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으로 볼 수

센터를 유치한 사례가 바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있다(임상수, 2014).

수 있다. 한편, 혁신주도 성장에 대해 혁신주체 중

혁신주체 부문을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

공공연구소와 대학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리변수는 지역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드러났다. 이두희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대

의 고급인력(대학 관련 대리변수)은 지역 혁신활

기업 납품형태의 중소기업이 많아 향후 미국의 제

동에는 기여하지만 지역성장에는 통계적으로 유

<표 2>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 GLS 분석결과
혁신성장(확률효과)

혁신성장(고정효과)

Coefficient

z-value

Coefficient

z-value

인구당 지방정부 자체수입

.0001031**

2.27

.0001031**

2.32

인구 100명당 중소기업체 수

-.0741524**

-2.25 -.0729912**

-2.26

인구당 기업R&D 종사자 수

38.63418***

7.45

7.49

인구당 전문대 이상 학력 인구

-362.5996

-1.21 -347.7066

인구당 공공R&D 종사자 수

-50.18691*** -4.31 -49.26154*** -4.31

주력산업 LQ

-.0177072

산업 다양성

-.0138264*** -2.60 -.0143474*** -2.75

산업 경쟁도

-.5594045*** -5.65 -.5547803*** -5.69

변수
지방분권
자치혁신
역량
(input)

혁신주체

산업혁신
역량
(process)

지식확산

지역확산(클러스터) 지식기반제조업 LQ
지역 혁신
혁신활동(output)
결과

인구 1만명당 등록특허 수(지수(log) 변환) -.0021722

Intercept
Number of observations
자료 : 이두희 외(2018), p. 144.
주 : * P-Value<0.1, ** P-Value<0.05,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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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51

1.026896***
270

38.11368***

-0.87 -.0177303

-1.19
-0.89

-0.64 -.0091583

-0.66

-0.22

-.002094

-0.22

3.46

1.041128***

6.18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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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연구소는

산기능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어 생산기능에 충실

오히려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할 때 지역의 산업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

정도이다. 우리나라 지역 기업이 혁신활동보다는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혁신활동

생산위주의 기능에만 집중하고 있어 산업위기에

이 지역총생산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정부와 지방정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지역산업위기 시 산

부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지역에 자기 주도적 혁

업전환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

신을 일으키고 고급산업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로 판단된다.

정책개발과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부문인 지역확산 부문과 혁신활동 부문

산업혁신역량 중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

모두 지역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는 지식확산 부문에서 주력산업 특화는 지역산업

분석되었다(<표 2> 참조). 따라서 최근의 저성장

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제도 혁신이 없는 지역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두희 외(2018)의 실증분석

추론할 수 있다. 최근의 무역분쟁과 탈추격 4차

에서는(<각주 21> 참조) 지역 혁신활동에 긍정적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과거의 성장방식에는

인 영향(+)을 준 다양성과 경쟁도는 지역성장에

한계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극복할

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혁신주도 지역성장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산업이 대기업의 생

가능한 대안을 다음절에서 살펴본다.

5. 정책적 시사점
지방분권 및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위한 실증분

역의 산업위기 극복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

석을 통해 도출된 주목할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구하는 혁신성장이 부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극

같다. 첫째, 실증분석 결과인 지방분권이 혁신활

복방안이 필요하다.

동과 혁신주도 지역성장에서 결정요인으로서 긍

지방분권 관련 몇 가지 극복방안을 제시해 보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두희 외

면 먼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확

(2018)의 우리나라 지방분권 지역전문가 실태조

충 효과가 큰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

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지역 관련 전문가와

여 지방소비세율을 2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이다

공무원은 지방분권 이행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응

(상생협력기금을 유지하면서). 법인세를 지방세

답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권한의

화한 지방특별법인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족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 결국 지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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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를 지방정부로 귀속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도 혁신성장에 역할을 할

‘공통법인세’로 하는 두 가지 전략이다(KCERN,

수 있도록 지원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재

2017). 지방정부는 기업유치나 지역의 특성화 산

정과 제도도 지원해야 한다.

업 육성 유인으로 법인세 감면 정책을 활용할 수

혁신주체부문 관련 정책대안으로, 미국의 ‘제

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세입의 지역격차는 대기

조혁신르네상스’ 정책과 같이 대기업의 제조현장

업 법인세인 공통법인세에서 공평성과 책임성을

기술관련 기술센터는 지역 공장 가까이 이전해서

고려하여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현장에서 바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

EU의 스마트특성화전략과 같이 혁신주도 지역

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지원이 연구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 예산운영시스템’ 구축과

개발과제가 끝난 후 해당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연

지역혁신협의회를 ‘기업가적탐색과정(Entrepre-

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실증분

22)

neur Discovery Process, EDP)협의체 ’로 운영하

석에서 문제로 드러난 지역의 대학과 공공연구기

는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이 자율적

관의 경우, 지역의 공과대학을 지역제조업의 부

으로 지역혁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활에 기여하도록 지방정부와 기업이 EDP협의체

에 대한 결정권도 이양하는 방안이다.

를 통해 지원하고, 지역의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둘째, 혁신주체 부문의 경우 먼저, 중소기업과

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이 지역 기업과 지자체

대기업의 혁신역할이 혁신활동과 혁신주도 성장

가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

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방정부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해외기업 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현재 자

치나 해외에서 돌아올 국내기업(reshoring)에 대

산활용을 혁신주도에 의한 국가자산 및 지역자산

해 제조혁신특구에 지정 및 세제와 금융지원도 고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정책, 즉 스티글리츠의 학

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산업부흥펀드’

습효과에 의해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할 정책이 시

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 또는 기업을 지원하고 지

급하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고 4차 산업혁

역금융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미흡한 투

명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수도권의 대기업

자유치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나 ‘구미형 일자리’

본사 및 연구개발 기능과 지방의 생산기능’의 이

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고려하

분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점

여 지역주도 혁신성장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

검해 보아야 한다. 실증분석에서 문제로 드러난

다. 이를 위해 EDP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
로 다양한 형태의 ‘상생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

22)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EU 산하 공동연구센터에서 제안하고 추진 중인
스마트특성화전략(Smart Specialisation Strategy)에서 제안된 ‘기업가
적탐색(EDP)’협의체는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을 스마트하게 다가화시
켜 산업전환과 지역발전 전략(스마트특성화전략)을 실제 계획하고 수
행할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해당지역의 관련 기업, 시민단체, 대학, 정
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이두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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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산업구조와 관련된 지식확산 부문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자산과 특성에 맞는
산업특화와 기존 산업의 전환 및 구조고도화가 원

산 업 경 제 분 석

<표 3> 한국형 제조혁신부흥 목표와 전략(안)
목표

·산업제조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지역산업부흥특별법(산업정책법)’의 제도 및 ‘지역산업부흥기금’ 조성
ㆍ지역산업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산업경제통계시스템)
ㆍ지역경제 개선 및 산업(업종)역량 강화
ㆍ산업공유자산 확대 → 지역산업 구조고도화와 산업전환
ㆍ한국형 러스트벨트의 브레인벨트화

자료 : 이두희 외(2018), p. 201.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구조 전략을 주도

MEC의 역할과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지

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

역의 산업이 치열한 경쟁과 다각화를 통해 혁신이

차원의 관련 기관 및 사무 이양도 필요하다.

일어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벤처금융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자치

도 지원해야 한다.

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넷째, 지역산업의 지역확산 관련 주요 과제는

정책이다. 학습효과와 지역혁신으로 이어지는 점

산업클러스터에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이며

A와 점 B에서 점 C로 이동할 정책이다. 지역자산

관련 지역의 정책수요도 고려하여 정책전략을

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스스로 EDP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협의체를 통해 혁신주도 성장 정책을 기획·발굴

있는 ‘산업공유자산’ 및 ‘스마트특성화 전략’ 등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지역주도 혁신

고려한 지역제조업 부흥전략도 필요하다. 이는

전략이다. 지역의 특화된 산업 중 주력산업이 러

<그림 1>에서 점 B에서 점 C로 이동하는 전략이

스트벨트화되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방

다. 우리 경제는 1970년대부터 주력산업을 남동

정부가 이를 대비할 ‘산업전환대응시스템’을 구축

임해(포항-울산-부산-창원-여수-영암-군산 등) 지

하고 관련 펀드도 미리 조성해야 한다. EDP협의

역에 대기업 공장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

체는 산하에 다양한 실행위원회 중 기술전문위원

되었다. 40여년이 지난 현재, 이들 남동임해 지

회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위해 IT, CT, BT, NT와

역은 한국형 ‘러스트벨트’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

같은 핵심기술(KET) 및 일반목적기술(GPT)을 중

지고 있다(이두희 외, 2017). 따라서 한국형 러스

심으로 한 연관기술의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트벨트를 혁신주도의 ‘브레인벨트’화할 산업전환

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화된 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혁신

업의 다각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산업경쟁을 통

협의회를 ‘EDP협의체’ 형태로 협의체를 구성하

한 정책과 투자유치 정책들을 구상해야 한다. 중

고 산업전환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앙정부는 지역혁신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만약 산업위기가 나타날 경우, 해당 지역에 골든

하기보다는 심판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moni-

타임에 패키지 형태로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중

toring), 평가(evaluation), 컨설팅(consulting) 등

요하다. 범부처가 러스트벨트와 같은 산업위기

2 0 1 9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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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해 패키지 형태로 위기를 극복할 ‘산업

력하고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팩토리로 현대화할

위기대응특별법’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

필요가 있다.

한 산업위기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끝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전략으로 ‘제조혁신

위기대응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지역 특별펀드

부흥전략’을 제안한다. 전략의 목표는 ‘산업제조

(가칭 ‘지역부흥펀드’)’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

혁신역량 강화로 혁신주도 지역성장’으로, 전략

인다. 지역부흥펀드는 두 가지 방식, 즉 지자체

들은 ‘지역산업부흥특별법 제정’, ‘산업경제통계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식과 중앙정부가 중심이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산

되어 조성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업공유자산 확대’, 산업공유자산과 스마트특성화

확산 즉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산업

와 연계한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러스트벨트

단지와 산업클러스터를 대도시 중심으로 연계협

의 브레인벨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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