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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코로나19로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위기와 대응, 그리고 

회복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지역 사회가 경험하는 충격과 회복 

수준을 진단하는 연구는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올해 여러 연구기관에서 회복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연구원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관련 연

구를 수행했다.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회복 수준을 체계적

으로 진단한다. 지역간 위기 대응 수준 격차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는 중앙정부에게

는 앞으로의 대응 체계 설계에 참고할 바탕을, 지방정부에게는 시스템을 스스로 

돌아보고 대책을 세울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보고서 후반부에서 다룬 회복탄

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역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20. 11.

경기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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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늘어나는 다양한 자연,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인해 회복탄력성 개념이 학문적으

로도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도, 228

개1)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위기 시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처하는지

를 분석했다. 충격의 크기를 나타내는 충격 지표와 회복 속도를 보여주는 회복 지표

를 도입해 장기 성장률과 함께 측정했다. 

제3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고용 수준은 2000년 이후 위기로 인한 

충격 없이 꾸준히 성장했으며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건강한 성장 곡선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시‧군‧구 단위 분석에서는 (1) 세 개의 명확한 클러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고성장 지역의 분포, (2) 성장률에 기반한 분포보다는 특정 지역 

집중도가 다소 완화된 충격 완화 정도에 따른 지역 분포, (3) 클러스터 형태가 전혀 

포착되지 않는 산발적 형태의 회복 수준 기준 지역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 

성장은 상위행정구역인 시‧도나 인근 지역의 추세에 영향을 받아 특정 지역에 집중

되어 나타나지만, 고성장 지역이 아니더라도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을 갖춘 

지역은 존재하고, 충격의 크기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위기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지역 역시 다수 발견되었다. 즉, 개별 시‧군‧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1) 우리나라에는 총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이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지역을 추가로 고려해야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각각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가정해 분석에 포함한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본 보고

서에서는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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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동시장, 위기, 충격, 회복력 

제4장에서는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 다수의 인구‧사회‧경제적 항목 사이의 상

관성을 찾아 개별 시‧군‧구가 노력을 집중할 분야를 가려냈다. 회복탄력적인 지역으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구 1인당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고용 안정성을 고려해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위기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영업자, 금융업, 보건‧복지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동 능력이 있는 집단에는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 혹은 연계해주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 수급자 지위에서 벗

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영업자가 평상시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법률적 장치를 설계함과 동시에 위기 시에는 이들을 재정

지원 우선순위에 두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복지업의 인력 구성

이나 운영 상태를 점검해 이들이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 상황과 움직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금융업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만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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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사회가 복잡해져 간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그 구성원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다른 국가, 다른 지역, 

타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외국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흔드는 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으며 국제관계에서 오는 안보 위협도 

되풀이되는 불안정한 사회에 산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요소는 바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다.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치

든 그에 맞서 극복해낼 수 있는 잠재력인 회복탄력성 연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여러 공간 단위(국가, 지역, 도시 등)와 시기별로 지역의 

위기 대응 능력과 그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개념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각도의 정량 분석이 진행

되어 온 자연재해 분야와 달리, 특정 위기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충격과 

회복에 대해서는 정량 자료를 활용해 그 수준을 측정한 실증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존하는 소수의 정량 분석 역시 시기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

년 경제위기에 국한되어 있고, 회복력 결정 요인 분석 중 통계적으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한 시·군 단위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각종 자연, 사회, 경제적 충격에 우리나

라 시·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석해 개별 시·군의 회복 수준을 진단하고자 한

다. 여기서 도출된 회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밝혀, 앞으

로 다가올 새로운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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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회복탄력성을 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본 연구는 경제 부문을 선택해 경제

적 회복탄력성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의 경제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 번 지나쳤을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경기변동 양상이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건이나 정책이 경기변동 폭을 줄이거나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한다. 특히, 어떠한 위기를 맞아 침체기를 겪은 

뒤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제2장에서 회복탄력성을 개인의 건강에 

비유해 개념화한 뒤, 선행연구에 기반해 이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서술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회복탄력성 결정 요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소를 검토한다. 그리고 회복탄력성 개념을 다룬 이론적, 실증적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를 토대로 제3장에서 지역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진단한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별 총 종사자 수를 활용해 지난 19년간 지역이 얼마나 성장했

고, 위기 시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했으며, 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

났는지를 성장, 충격, 회복 지표를 계산해 파악한다. 지역의 장기 성장 궤도를 보여

줄 성장 지표는 연평균 성장률로 측정한다. 충격 지표는 ‘위기가 없었다면 달성 

가능했을 종사자 수’ 대비 ‘충격으로 인해 감소한 종사자 수’의 비로 측정한다. 충격 

지표가 클수록 지역이 받은 충격의 크기가 컸음을 의미해 해당 지역이 위기에 제대

로 저항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회복 지표는 지역이 회복기마다 경험한 회복 속도

를 측정한 뒤 19년동안 경험한 회복기 횟수로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한다. 회복 

지표가 클수록 지역이 위기 이전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감을 뜻한다. 

지역의 회복탄력성 수준 진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두 가지 단위로 나누어 실시한다. 시‧도 단위 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분석을 통해 지역의 위기 대응 수준

을 상세히 파악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

단체(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도 8개, 특별자치도 1개, 특별자치시 1개)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보통 시·군·구로 불린다.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6개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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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49개 군과 자치구, 8개 도 내 152개 시와 군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 내 2개 행정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지 않

지만, 전국을 범위로 하는 분석에서 두 지역만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분석에 포함한다.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은 세종시, 제주도, 226개 기초지방

자치단체를 합해 228개 지역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편의를 위해 228개 기초지방

자치단체 또는 228개 시‧군‧구로 칭하기로 한다. 경기도 내 17개 행정구를 비롯하

여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내 15개 행정구는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구를 포함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2000년 이후 시‧군 내에서 행정구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행정구까지 포함하면 시계열 자료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지역내총생산, 소득, 임금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종사자 수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표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삶에서 일자리 유무보다 중대한 사안은 드물고, 국민

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의 증감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종사자 수의 변동 양상을 살펴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종사자 수 자료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해 얻으며, 최근 공표

연도인 2018년을 분석 기간의 종점, 본 분석에 적당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는 

2000년을 기점으로 삼는다. 20년보다 긴 기간은 한 차례의 시계열 분석에 적합하

지 않아 2000년 이전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에서는 앞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계산한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 

여러 인구‧사회‧경제적 항목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분석에 활용할 항목은 선행연

구에서 드러난 단기 변동과 연관이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총 12개 분야 65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각 65개 항목이 세 지표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며 연관되어 있는지,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 뒤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항목을 가려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결과와 각

종 인구‧사회‧경제적 요소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해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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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념화

회복탄력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 사람의 건강에 대입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누구든지 365일 건강하기만 할 수는 없다. 사소하게는 감기로 며칠 고생하

기도 하고 음식을 잘못 먹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기도 한다. 그리고 오랜 약물 복용이

나 수술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기도 한다. 이렇듯 

일생에 걸쳐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이러한 위협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건강하던 

때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뜨끈

한 설렁탕 한 그릇 들이켜고 한잠 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은 사 먹는 걸 감기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평소 건강에 신경을 쓰던 사람은 콧물이 난다 싶을 때 즉시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을 것이다. 설렁탕, 감기약, 주사처럼 감기에 걸린 이후에 들이는 노력 외에

도 감기를 이겨내게 하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평소 운동을 한다거나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도 건강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노력 여하와 무관하게, 

나이나 기저질환과 같이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도 감기에서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개인의 조건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람이 감기에 걸리기 전 

건강하던 때로 돌아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회복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지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은 자연재해, 경제위기, 안보위

협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이때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전 상태로 

빠르게 돌아가는 지역을 가리켜 회복탄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회복을 가능하

게 하는 지역의 능력(이미 가진 조건이나 정책적 노력)을 회복력이라 부른다.

 
제2장

이론적 검토



10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제2절 유래

회복탄력성 연구는 학문적 바탕에 현실적 필요가 결부되면서, 학문적으로 그리

고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분야의 학문적 유래는 우선 생태학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회복탄력성 혹은 회복력은 영어 단어 

Resilience를 번역한 표현이며 이 단어가 생태학에서 처음 등장했다. 생태계가 변

화를 흡수해 원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 이래(Holling, 1973),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심리학에서는 질병을 겪은 환자의 예후 분석에 

이 개념을 적용했고(e.g., Bonanno & Mancini, 2008), 경제학에서는 경제 위기

가 가져온 변화를 파악하는 데 사용했다(e.g., Rose, 2009). 도시계획이나 재난학

에서는 재해 이후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이 개념을 활용했다

(Burby, Deyle, Godschalk & Olshansky, 2000). 게다가 1990년대 들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회복탄력성을 지속가능성의 연장선상에서 보

는 시각이 등장하게 되고 다시금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았다.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경제적 회복탄력성은 비단 생태학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론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신고전주의 성장론이 점차 발전하면서 1980년

대 들어 학자들은 장기 성장뿐만 아니라 단기 변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다. 실물경기변동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자들은 단기 변동이 장기 성

장 곡선 내에서 포착되는 큰 의미 없는 작은 움직임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해 단기 

변동이 장기 성장을 이끈다고 보았다(e.g., Kydland & Prescott, 1982; Long 

& Plosser, 1983).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충격이 단기 변동을 야기하고 

이것이 지속적인 변동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움직임이 곧 장기 성장이라고 판단했

다. 단기에 발생하는 기복, 경기 침체기, 경기 확장기 등을 다루면서, 변동성을 측정

하거나 변동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찾거나 변동성과 장기 성장간 관계를 탐

색하려는 이론적·실증적 시도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경제적 회복탄력성 연구의 시

초가 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전 세계가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으면

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고 위기 이전 상황으로의 빠른 

복귀 방법을 찾는 선상에서 연구가 한층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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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의

회복탄력성 연구 – 특히, 개념을 서술하거나 정의를 논하는 연구 – 에서는 

많은 저자가 논의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저항, 안정성, 지속가능성, 완화, 적응 등과 같이 회복탄력성과 비슷한 단어를 

교차해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다(Norris, Tracy, & Galea, 2009). 생태학

에서 시작되었지만 심리학, 경제학, 재난학, 도시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가뜩이나 막연한 개념이 더 흐릿해졌을 수 있다

(Brand & Jax, 2007). 무엇보다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저자마다 

분석 기간을 임의로 판단하게 되어 학자간에 측정 방법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

이 개념의 불명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다수의 학자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는데 현재 Martin

과 Sunley(2015)가 제시한 세 가지 정의 혹은 종류가 널리 받아들여진다(표 2-1 

참조). 한 가지는 회복탄력성을 ‘충격 이전 수준 또는 경향’으로의 반동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맥락에서는 회복 속도나 회복 정도(크기)에 관심을 두게 된다. 측정의 

용이성 때문에 공학적 회복탄력성(Engineering resilience)이라 불리기도 하며 

자연과학에서 활용도가 높고 주류 경제학에서 거론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찾는 과정’에 비유된다. 세 가지 정의 중 개념상 가장 단순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되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회복탄력성을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시각이다. 이 

관점은 충격에 맞서 시스템의 구조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조나 기능이 바뀌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충격의 정도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가 분석의 중심이다. 생태학이나 사회생태학에서 주로 활용

되어 광의의 생태학적 회복탄력성(Extended ecological resilience)이라고 불린

다. 경제적 균형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제학의 관점에 비유할 수 있다. 

마지막은 회복탄력성을 충격에 대한 긍정적 의미의 적응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즉, 충격 이전 수준으로의 반동을 넘어서 더 나은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켜 시스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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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표현되는 이 정의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관점과 달리 

정량화가 쉽지 않다. ‘핵심 성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다. 심리학이

나 조직이론에서 활용도가 높고, 진화경제학자들의 관점과도 같은 선상에 있다. 

<표 2-1> 회복탄력성의 분류

정의 의미

충격으로부터 되튀어오름

Ÿ 시스템은 충격 이전의 상태 또는 충격 이전의 궤도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회복탄력성으로 정의한다.

Ÿ 회복의 속도와 크기를 분석한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Ÿ 이 종류의 정의를 채택하는 연구는 충격을 맞았을 당시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정체성에 집중한다.

Ÿ 시스템이 새로운 상태나 형태로 변화하기 전까지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의 크기를 분석한다.

충격을 예측하거나 충격에 반응할 

때 긍정적인 측면의 적응 능력

Ÿ 충격이 오더라도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회복탄력성으로 정의한다.

Ÿ 주요 성능 유지를 위해 시스템의 구성이나 기능 또는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용인된다.

자료 : Martin & Sunley(2015). p. 4

주 : 원자료의 표1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가 실증연구를 시도하는 만큼 선행 실증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복탄력성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 아직 실증연구 학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유는 분석 기간 설정과 

관련이 있다. 많은 학자가 공인된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 경제 침체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다수는 스스로 국가 경제 침체기를 계산하며, 나머지 

극소수만 국가적 침체기로 분석 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변수의 변동을 측정한다. 

미국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정하는 국가적 

침체기를 그대로 분석 기간으로 삼는 경우(e.g., Wilkerson, 2009) 국가적 충격이 

모든 지역을 동시에 강타하지 않음에도 한꺼번에 분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Owyang et al., 2005). 연구자가 직접 침체기를 계산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지난 8년간의 연간 성장률에 비해 2 퍼센트 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성장률이 전국적

으로 나타날 경우 국가적 침체기, 지역의 수출업 고용 감소가 0.75% 이상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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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 침체기 등으로 구분(Hill et al., 2010) - 에는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된다는 단점이 생긴다. 국가적 침체기를 따르지 않는 경우(e.g., 

Kwon, 2019)는 충격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나 가장 객관적으

로 지역 경제의 변동성을 측정할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개념 정의와 관련해 국내 연구가 추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지칭하기 위해 대체로 ‘회복력’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회복력’이라는 단어에는 원 단어인 Resilience가 포함하는 탄성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의 경제 상황이 경제위기를 겪은 뒤 시간이 지나

고 나서 위기를 맞기 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지역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균형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간 것인지 알 수 

없다. 회복력이라는 표현은 원 상태로의 복귀가 지역의 능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회복탄력성이라는 통합적 단어를 

사용하거나, 회복과 회복력을 구분해 경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위기, 침체, 

원상태로의 복귀 과정은 현상 자체이므로 (회복력이 아닌) 회복이라는 단어가 적절

하며 그 현상을 만드는 능력이 가미될 때 비로소 회복력이라 지칭할 수 있다. 

본 연구가 3장에서 보여줄 내용은 지역의 회복 수준 측정 결과이며 4장에서는 다룰 

내용은 그 회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즉, 회복력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결정 요인

성장론과 경기순환론에서는 저축(Solow, 1956; Swan, 1956), 신용 제약

(Aghion et al., 2010), 기술 진보(Arrow, 1962), 혁신(Romer, 1990)을 장‧단기 

성장2)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다. 저축과 신용 제약은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

는 항목으로 민간 재정 상태가 양호해야 비로소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술 진보와 혁신도 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한다. 민간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자료로 저축과 신용 제약을 실증연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술 진보나 혁신은 특허 수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장기 성장은 본 연구에서 다룬 성장률, 단기 성장은 회복 속도에 비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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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선행 실증연구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제 관련 항목은 산업구조다. 금융업과 부동산업이 1970~80년대 성장을 이끈 

반면 제조업은 변동을 심화시켰다는 결과가 있으며(Garcia-Mila & McGuire, 

1993), 2000년대로 기간을 확장하면 제조업이 회복에 기여했다는 결과도 존재한

다(Hill et al., 2010). 또한, 한두 개 산업에 치우지지 않고 여러 산업을 고루 갖춘 

지역일수록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있다(Chandra, 2002; 하수정 외, 2014; 

홍사흠 외, 2016). 즉, 산업구조의 다양한 측면이 회복탄력성과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산업구조 외에도 다양한 경제 요인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궤도의존론 및 그와 시각을 같이하는 실증연구에서는 위기를 맞기 전 경제 상황이 

위기 이후의 대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여긴다(Webber, Healy & 

Bristow, 2018). 즉, 실업률 등이 나타내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낮다고 본다(Davies, 2011; Kwon, 2019). 그밖에도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Baldwin & Brown, 

2003).

인구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도 논의되는데 그중 주축은 교육 수준이다. 

단, 대학 졸업자 비율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연구 결과(Landis, 2014; Kwon, 2019)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증가한다고 보는 결과(Hill et 

al., 2010)도 존재해 지역이나 분석 기간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인구밀도(Davies, 2011)나 인구 증가율(김원배 & 신혜원, 2013; 하수

정 외, 2014)도 선행 연구가 밝힌 회복탄력성을 결정하는 인구학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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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측정 방법

충격과 회복의 관점에서 고용시장을 바라보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지표를 

도입한다. Martin과 Sunley(2015)가 설명한 세 가지 정의 중 비교적 객관적이면

서도 측정이 수월한 공학적 정의와 광의의 생태학적 정의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들

여, 충격 흡수에 초점을 두는 생태학적 정의를 기반으로 충격 지표를 제안하고 회복 

속도를 강조하는 공학적 정의를 참고해 회복 지표를 계산한다(표 2-1 참조). 먼저 

충격 지표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달했을 고용 수준’ 대비 ‘위기로 인해 

잃게 된 일자리’의 비로 정의한다(Kwon, 2019). 아래 그래프에서 회색 면적 대비 

파란색 면적의 비율이다(그림 3-1 참조).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달했을 고

용 수준(그래프에서 회색 면적)을 계산에 포함한 이유는 단순히 고용자 수 감소량 

또는 감소폭만을 가지고는 지역마다 다른 노동시장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

에 지역간 비교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 같은 수의 고용 감소가 규모가 큰 노동시장

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작은 시장에서는 강력한 위협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등장하는 다양한 변동성 측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다소 새로운 지

표를 제안하는 이유는 기존 방식이 충격의 크기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실물경기변동론에서 안정성을 논할 때 자주 활용하는 추세

선으로부터의 표준편차는 긍정적 측면의 움직임(ups)과 부정적 측면의 움직임

(downs)을 구분하지 않아 위기의 악영향만을 도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여러 회

복탄력성 연구에서는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해 얼마나 많이 수량(e.g., 종사자 수)

이 감소했는지 또는 위기를 맞은 시점부터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시간(e.g, 개월 수)으로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이것은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크기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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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충격 지표
단위 : 명 

주 : 위 종사자 수 곡선은 지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며 이 곡선이 국내 특정 지역의 변동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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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충격지표






f(x)는 위기가 없었을 경우 달성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가상 변동 곡선; xt는 t 시점에서의 종사자 수; t는 자료의 시점인 

2000년을 의미하는 1부터 자료의 종점인 2019년을 의미하는 19 사이의 수; g(x)

는 실제 종사자 수 변동 곡선; xpi는 바로 전 고점에서의 종사자 수(즉, i번째 침체기

가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종사자 수); i는 한 지역이 분석 기간 내에 침체기를 경험하

는 횟수를 뜻한다.

두 번째 지표인 회복 지표는 한 지역이 회복기마다 경험한 회복 속도를 측정한 

뒤 19년 동안 경험한 회복기의 수로 조정해 도출한다. <그림 3-2>에서 붉은색 

선은 회복기마다 겪는 회복 속도이며 이것은 회복기를 경험한 횟수로 보정된다(그

림 3-2 참조).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복기를 한 번 겪은 지역이든 여러 번 

겪은 지역이든 관계없이 어느 곳에나 하나의 수치가 부여된다. 이 지표가 클수록 

해당 지역의 회복 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며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회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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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은 침체기를 겪은 뒤 위기 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했을 시점에서의 종사자 

수; xn은 침체기 중 고용 수준이 최저점일 때의 종사자 수; r은 회복 시점; n은 

최저점 시점; i는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회복기를 경험한 횟수; i는 0에서 m 

사이의 수; w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그림 3-2>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회복 지표
단위 : 명 

주 : 위 종사자 수 곡선은 지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며 이 곡선이 국내 특정 지역의 변동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가지 지표는 세계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

용되는 침체기와 무관하며 연구자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침체기를 한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역 고유의 변동성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두 지표에 더하여 경제학이 과거부터 지금껏 중시하는 장기 성장도 함께 

고려해 충격 지표 및 회복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보려고 한다. 성장은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성장률로 판단한다. 단, 회복 지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계산한다(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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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x1은 시점인 2000년의 종사자 수, xT는 종점인 T 시점에서의 종사자 수; 

T는 자료의 마지막 연도인 2018년을 뜻한다.

<그림 3-3>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성장률
단위 : 명 

주 : 위 종사자 수 곡선은 지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였으며 이 곡선이 국내 특정 지역의 변동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를 통해 제공되는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앞에서 제안한 

충격 지표와 회복 지표를 계산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국제기구나 국방 관련 사업

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

하여 자료를 얻는다. 1994년부터 실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긴 시계열 자료다. 시‧군‧구 단위 종사자 수를 얻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자료 중 하나다. 다른 한 가지인 지역별고용조사 역시 전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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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설문조사이고 반기마다 수집되며 고용자가 아닌 종사자로부터 자료를 얻

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2006년부터 자료 수집이 시작되어 시계열을 구성하

는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고 자치구 단위 자료는 없이 시‧군 자료만 제공된다. 

두 개 자료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긴 시계열 자료 구축이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를 선택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개별 사업체 단위 원자료를 시‧도별, 시‧군‧구별로 

재조합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행정구역이 변한 경우는 자료의 가장 최근 연도

인 2018년 행정구역 기준에 맞춰 정리했다. 원자료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행정구도 

포함하는데, 여러 시가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분구했다. 이들의 경우 분구 이전

의 단일시 자료를 둘로 나눌 수 없어 행정구가 소속된 시 하나의 값으로 합산해 

시계열을 완성했다. 예를 들어, 2004년까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하위 행정구역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5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분구했다. 2000년~2004년 

자료를 세 개 구에 맞추어 나눌 수 없으므로 2005년~2018년 자료를 용인시로 

통합했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

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도 행정구 자료를 

상위 시로 통합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과거 남구로 분류되

던 자료를 미추홀구로 분류했고, 충청남도 당진, 경기도 화성, 경기도 광주, 경기

도 양주, 경기도 포천, 경기도 여주군이 시로 승격된 사항도 반영했으며, 충청남

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변동되어 과거 연기군으로 분류되었던 자료는 세종시 시계열

로 연결했고,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변동된 사항도 반영했다. 여러 단계

에 걸쳐 자료를 정리해 결과적으로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부와 세종

시, 제주도 총 228개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자료(balanced data)를 만들었

다.

본 보고서 제3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제4장에서 종사자 수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전국사업체조사의 산업별 종사자 수도 시‧군‧구 단위로 정리했다. 시계

열로 산업별 종사자수를 정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화

다.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8, 9, 10차 개정이 진행되어 원자료에도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산업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현재 기준인 10차에 맞추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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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도 현황

앞서 제시한 지표들을 통해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기간에 2008년경 전 세계에 불어닥쳤던 대침체기가 포함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 연간 종사자 수 변동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정 해에 단기

적인 고용시장 위축은 있었을지 몰라도 연간 자료로 본 대한민국 고용시장은 꾸준

히 성장했다(그림 3-4 참조). 지난 19년 동안 단 한 해도 그 전 해보다 고용자 

수가 감소했던 적이 없었다. 침체기가 없었으므로 충격 지표는 0이었으며 회복 지

표는 계산할 수 없었다.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어가 성공적이었음

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볼 때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발견은, 연간 데이터가 드러내지 못하는 단기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아홉 시 

뉴스를 도배하던 경제위기 소식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위기로부터 완

벽하게 자유로웠던 것일까? 

<그림 3-4> 대한민국 연간 종사자 수 변동, 2000-2018
단위 : 명, 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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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시‧군 단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시‧도의 종사자 수 변동 곡선이 

모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는 하지만 세부 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변동 양상을 보인 지역은 지난 19년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도 

침체기를 전혀 겪지 않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드러났다. 이들의 성장률은 

17개 시‧도 중 2, 3, 5위(연간 4.66%, 4.36%, 3.48%)에 달했으며, 특수한 경우인 

세종특별자치시(9.47%)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성장률

(4.66%)을 달성한 지역이었다. 19년이 짧지 않은 기간임을 고려할 때 지역 내‧외부

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은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관리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라 

전체의 고용 수준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었을 것이다(그림 3-5, 표 3-1 참조).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외 지역은 크고 작은 충격과 길고 짧은 회복기를 

경험했으며 크게 두 개의 특징적 집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잦은 침체‧회
복기를 겪었던 집단, 다른 하나는 같은 기간 단 한 번의 침체‧회복기를 겪었던 집단

이다. 첫 번째 집단에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

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7개 시‧도가 속하며, 두 번째 집단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

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7개 시‧도가 포함된다.

먼저, 2000년 이후 잦은 침체기와 회복기를 겪은 지역은 서울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2년과 2015년을 기점으로 두 번의 하락세를 

경험했고,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었다. 그러나 매번 이전의 

종사자 수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오히려 침체기를 겪기 전보다 탄력적으

로 기존 성장 곡선이 나타내는 추세를 뛰어넘었다. 울산광역시는 같은 기간 총 4번

의 침체기를 겪었고 충격의 크기로 상당했으나 빠르게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

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변동 형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2003년, 

2011년 침체기가 관측되었으나 2002년, 2005년, 2013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잦은 침체와 빠른 회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부족했

지만 회복 속도는 17개 시‧도 중 1위를 나타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함

을 보여주었다. 자료의 종점인 2018년 당시 2016년경 시작된 침체기에서 울산이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과거 자료에 나타난 빠른 회복 경향을 보면 



25제3장 충격의 크기 및 회복 속도 진단 

곧 2016년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상북도에서는 침체기가 2000

년, 2002년, 2005년 총 세 번에 걸쳐 관측되었다. 충격의 크기를 잘 관리하고 그로

부터 회복했다는 점에서 경상북도도 서울시와 비슷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같은 기간 두 차례의 침체

기와 회복기를 겪어 넓은 의미에서 잦은 침체‧회복기를 겪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두 번의 침체기와 회복기를 경험했는데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경상남도는 서울시보다 우위,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서울시보다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세종특별자치

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으로 인해 본 연구 분석 기간의 중간 시점인 

2012년 출범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16개 시‧도와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본 연구가 공간적인 지역을 기준 삼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한 

뒤 분석을 시도하므로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해에는 세종시가 들어설 당시의 지역

명인 충청남도 연기군의 종사자 수를 사용해 세종시의 시계열 자료를 2000년부터 

구축했다. 따라서 연간 성장률(9.47%)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자료 처리 방식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충격 지표와 회복 지표는 

해당 지역이 연기군이었든 세종시든 상관 없이 위기에 대처하는 단기적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연기군이었던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많은 종사자를 잃었으나 세종시 출범 직전인 2011년 종사자 수 수준을 회복했다.

이들 시‧도를 잦은 침체기 경험과 성공적인 회복 달성 측면에서는 같이 분류했

으나 이들 지역(특히, 3회 이상의 침체기를 겪었던 서울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세 지역) 모두 다른 시점에서 충격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총 고용자 수 변동 양상이 보여주듯 외국이 경제위기를 겪을 때 우리나라

는 위기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그림 3-4 참조), 그리고 국내에서도 

시·도별로 각기 다른 경기 변동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그림 3-5 참조)도 같은 맥락

이다. 19년이라는 같은 기간 동안 개별 지역이 겪는 침체기의 횟수는 같지 않았다. 

한 번도 침체기를 겪지 않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총 네 차례의 침체기가 

발생했다. 잦은 침체기는 해외나 타 지역에서 시작된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더블딥(double-dip) 혹은 트리플딥(triple-dip)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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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국적 침체기에 맞춰 그 기간 내에 일어나는 지역의 경기 변동을 분석하기보

다는 본 연구가 제안하듯 개별 지역의 충격과 회복을 별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림 3-5> 시‧도 연간 종사자 수 변동, 2000-2018
단위 : 명, 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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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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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7개 시‧도 위기 대응 수준, 2000-2018
단위 : %, 순위, 회

지역 성장률
성장률 
순위

충격 
지표

충격흡수 
순위

회복 
지표

회복속도 
순위

침체기 
횟수

회복기 
횟수

세종 9.47 1 1.43 16 5.87 2 2 2

경기 4.66 2 0.00 1 N/A N/A 0 N/A

충남 4.36 3 0.00 1 N/A N/A 0 N/A

제주 3.54 4 0.31 13 4.37 3 1 1

충북 3.48 5 0.00 1 N/A N/A 0 N/A

대전 3.25 6 0.16 10 1.32 14 1 1

광주 2.89 7 0.03 5 2.55 6 1 1

인천 2.82 8 0.20 11 1.53 13 2 2

강원 2.67 9 0.00 4 2.16 7 1 1

경남 2.60 10 0.05 6 3.44 4 2 2

전북 2.39 11 0.13 8 1.68 12 2 2

울산 2.32 12 0.35 14 6.76 1 4 3

경북 2.22 13 0.07 7 2.09 8 3 3

서울 2.22 14 0.15 9 2.08 9 2 2

대구 2.20 15 0.65 15 1.87 10 1 1

전남 2.07 16 1.70 17 3.35 5 1 1

부산 1.92 17 0.30 12 1.84 11 1 1

전국 2.96 N/A 0.00 N/A N/A N/A 0 N/A

주 : 성장률, 충격지표, 회복지표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100을 곱해 퍼센트(%) 형태로 표기한다.

강원도의 충격지표가 0.0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지표는 0.004이다.

침체기 횟수가 회복기 횟수보다 잦은 지역은 최근 겪은 침체기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그동안 대부분의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정 국가 위기 

기간에 한정해 지역의 반응을 측정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이 국가 위기 기간보

다 더 일찍 혹은 더 늦게 충격을 맞는 경우 지역의 위기 기간이 분석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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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거나 지역이 국가 위기와는 완전히 별개로 경험하는 소위 ‘지역 위기’ 

기간이 분석에서 제외된다. 즉, 본 연구가 시도한 지역별 위기 측정이 지역의 회복

탄력성 연구에는 더 적절하다는 사실이 본 진단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서울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와 달리 단 한 번의 침체기만 겪었던 지역도 여럿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

주도는 같은 기간 동안 한 번의 침체기를 겪는 데 그쳤다. 대부분이 2002년 침체를 

맞았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200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던 침체가 2002

년 심화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충격을 잘 흡수해 17개 시‧도 

중 충격의 크기가 양호한 수준(충격의 크기가 작은 순서로 각각 5위, 4위)을 보인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중앙값(median)보다 심한 수준의 충격을 겪었다(부

산, 대구, 대전, 전남, 제주 각각 12, 15, 10, 17, 13위). 즉, 이들 지역에서는 단 

한 번의 위기가 지역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쳤음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는 충격 이전의 종사자 수 수준을 회복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앞서 지역을 두 집단으로 분류한 기준은 침체기 경험 횟수였다. 여러 기준 중 

이 기준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침체기 경험 횟수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지역간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특히 

침체기를 겪은 횟수가 여섯 차례나 되는 지역(충청남도 증평군)도 나타난다(표 

3-2 참조).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기를 사는 인근 지역이라도 변동성 혹은 위기 

대처 측면에서는 다른 모양새를 보인다. 단, 침체기를 겪는 횟수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유의해야 한다. 침체기를 전혀 겪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자주 겪을수록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i.e., 낮은 충격 지표)과 복귀 속도(i.e., 높은 회복 

지표)를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따라서 침체기와 

충격 그리고 회복간 상관관계에 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차까지

는 침체기를 더 자주 겪을수록 고용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만 n+1 차를 

기점으로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받는 U자형 곡선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지표간 상관관계가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충격 지표와 회복 지표의 

상관성이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의례 충격을 적게 받아야 회복

도 빠르다고 여기지만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0.1291에 그친다. 물론 음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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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고 있기는 하나 통계적 상관관계를 논할 때 절대값이 0.1에 가까운 경우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량적 요인만으로도 충격 지표의 많은 부분

을 설명할 수 있지만 회복 지표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Kwon, 2019).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자료로 분석한 현황도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시‧군‧구가 경험한 침체기 및 회복기 횟수, 2000-2018
단위 : 회, 개, %

침체기 회복기

횟수 시‧군‧구 수 비율 시‧군‧구 수 비율

0 16 7.02 23 10.09

1 33 14.47 35 15.35

2 57 25.00 70 30.70

3 68 29.82 66 28.95

4 41 17.98 25 10.96

5 12 5.26 8 3.51

6 1 0.44 1 0.44

합계 228 100.00 228 100.00

<표 3-3> 주요 지표간 상관관계
단위 : 회

성장 지표 충격 지표 회복 지표 침체기 횟수 회복기 횟수

성장 지표 1.0000

충격 지표 -0.5435 1.0000

회복 지표 0.4142 -0.1291 1.0000

침체기 횟수 -0.1439 -0.1719 0.2326 1.0000

회복기 횟수 0.0064 -0.3189 0.1998 0.919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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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장 지표와 충격 지표 사이의 상관계수(–0.5435)는 통계적 상관관계

의 기준값인 절대값 0.7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성장 지표와 회복 지표 사이의 상관

계수(0.4142)도 작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단기 움직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장기 성장으로 이어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것은 곧 위기 대응 능력 점검

이 단순히 해당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을 

성장하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결과를 다르

게 해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단기적 위기 대응 능

력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제3절 시‧군‧구 상황

시‧군‧구 단위 분석은 시‧도 단위 분석 결과가 나타내지 못하는 보다 자세한 지

역 분포를 보여준다. 시‧도 단위와 마찬가지로 성장률, 충격 지표, 회복 지표를 각각 

계산했다. 먼저 성장률 분포 지도는 지난 19년간 발생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이 

(1) 경기도 서부와 동부 및 남부,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북도 시‧군, 세종시로 이

어지는 축, (2)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북부 지역, (3)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인근 

경상남‧북도 지역 세 개 클러스터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경기도 북동부 가평군, 남양주시에서 시작해 동부 하남시를 거쳐 남부 광주시, 

성남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에 이르는 많은 

지역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부 지역인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도 마찬가지

였다. 그리고 인접 지역인 충청북도 음성군과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에서도 높은 성장률이 관측됐다. 이 경향은 세종특별자치시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서구,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확대되어 하나

의 축을 형성했다. 이 축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개의 고성장 클러스터가 

추가로 존재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서구, 그리고 그와 닿아 있는 전라남도 나주

시, 영암군, 무안군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룬다. 다른 고성장 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 그와 연결된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경상북도 울주군, 

인접 지역인 경상남도 함안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이다. 이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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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지리적으로 클러스터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대체로 

성장률이 높았고 먼 지역일수록 저성장이 나타났다. 경상북도 북동부와 전라북도 

남동부가 이에 해당한다. 전라남도 남부 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클러스터에 닿

아 있더라도 최하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 클러스터의 영향력이 남부로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했다. 

<그림 3-6> 성장률에 기반한 시‧군‧구 분포, 2000-2018

주 : 색이 진할수록 성장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5개의 급간에 동일한 개수의 시‧군‧구가 포함되도록 Quantile 분류 방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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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분포에 더하여 성장률 기준 상‧하위 10개 시‧군‧구를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시‧도 단위 분석에서는 행정수도가 들어선 

연기군이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지역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기도 화성

시의 장기 성장률이 세종시의 성장률보다 오히려 높음이 확인되었다(표 3-4 참조). 

경기도 전체로도 고성장을 보였음을 떠올리면 경기도의 일부인 화성시의 약진이 

새롭지 않으나, 부산광역시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성장률(1.92%, 17위)을 

기록한 사실을 생각할 때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228개 시‧군‧구 중 최고 성장률을 

나타낸 것은 주목할만하다. 강서구가 보여준 결과는 상위 행정구역의 부동성이 반

드시 시‧군‧구의 부동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시‧군‧구의 노력 혹은 능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두 지역에서는 지난 

19년간 고용시장 침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빠른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5 참조). 개별 시‧군‧구 노력의 산실인 부산 강서구와 

상위 행정구역와 공동으로 성과를 달성한 경기 화성시가 성장률 기준 상위 1, 2위

를 기록한 사실은 그래서 흥미롭다. 

<표 3-4> 성장률 기준 상하위 10개 시‧군‧구, 2000-2018
단위 : %, 순위

순위 시·도 시·군·구 성장률 순위 시·도 시·군·구 성장률

1 부산 강서구 10.86 219 부산 사하구 0.08

2 경기 화성시 9.90 220 경북 의성군 -0.01

3 세종 세종시 9.47 221 부산 사상구 -0.02

4 경기 파주시 7.69 222 충남 부여군 -0.09

5 충남 아산시 7.46 223 전남 보성군 -0.25

6 경기 광주시 7.15 224 대구 서구 -0.30

7 인천 연수구 7.03 225 경남 하동군 -0.30

8 대전 유성구 6.76 226 전남 영광군 -0.57

9 경기 하남시 6.75 227 광주 동구 -0.96

10 충남 당진시 6.64 228 전남 완도군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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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고성장 클러스터에서 멀어질수록 저성장이 나타난 것을 앞서 확인했는

데, 이들 지역 중 일부인 경상북도 의성군(-0.01%), 전라남도 보성군(-0.25%)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률 기준 하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되었다. 경상남

도 고성장 클러스터 인근이지만 전체적으로 저성장을 보였던 부산광역시의 일부인 

사하구(0.08%), 사상구(-0.02%)도 최저 성장률을 보인 집단에 들었다. 상위 행정

구역이나 인근 지역의 경향을 따르는 이들 지역과는 달리 충청남도 부여군, 대구광

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는 고성장 지역 사이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인근 지역으로부터 생산된 긍정적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가 특정 지

역에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하리라 예상한다. 그 원인을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는 않겠으나 후속 연구에서 사례 

지역으로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장기 성장률이 높으면서도 단기적 악영향을 상쇄하는 능력(즉, 낮은 충격 지

표)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건강한 성장 곡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선 지도에

서 보았던 고성장 지역이 모두 건강한 성장 곡선을 보이지는 않았다. 장기 성장률과 

단기 충격 흡수 정도가 모두 높은 지역이야말로 세 개의 고성장 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끈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기도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축에 형성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고성장 클러스터 내에서는 경기도 북동부 가평군, 남양주시, 동부 하남

시, 남부 광주시, 성남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안성시, 서부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대구광역시 유성구와 서구, 

전라북도 완주군이 높은 충격 흡수도를 보였다(그림 3-6 참조). 고성장률을 나타

내지는 않았으나 이들 지역과 인접해 있는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 송파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안양시, 군포시, 인천광역시 남

동구와 연수구, 강원도 춘천시도 단기적 악영향을 상쇄하는 면모를 보였다. 두 번째 

고성장 클러스터인 광주광역시 인근에서는 광산구만이 유일하게 높은 충격 흡수도

를 보였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를 연결하는 세 번째 클러스터 내에서는 부산

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성

주군이 이에 해당했다. 인근 지역인 경상남도 진주시, 대구광역시 북구, 동구, 경상

북도 칠곡군, 경산시, 경주시에서도 높은 충격 흡수도를 나타냈다. 

반면 고성장 클러스터에서 지리적 거리가 멀어 저성장을 보였던 지역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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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충격 흡수도를 보였다. 경상북도 동북부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등이 포함된 

이들 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광주광역시 고성

장 클러스터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미치지 못했던 전라남도 남부 지역 역시 위기를 

맞았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는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그밖에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북도 영동군과 보은군, 대전광역시 중구,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도 저성

장과 동시에 충격 완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장기 성장률과는 다른 양상의 단기 충격 완화 형태를 보인 지역도 발견되었다. 

고성장 지역에 속하거나 인근에 있지 않으면서 높은 단기적 충격 흡수도를 나타낸 

지역은 강원도 원주시가 유일했다. 강원도 전체적인 충격 흡수 순위는 17개 시‧도 

중 4위임을 떠올리면 강원도 원주시가 춘천시와 더불어 강원도의 위기 대처에 일조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경기도 이천시는 고성장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경기도에서는 침체기가 전혀 발생하

지 않았고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이 높은 충격 완화도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이천

시의 결과는 다소 예외적이다. 이천시는 지난 2004년, 2008년, 2017년 세 번의 

위기를 겪었는데 이천만의 충격 완화 걸림돌이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충격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본 지역의 분포는 성장 지표를 기준으로 파악한 지

역 분포에 비해 다소 산발적이다. 뚜렷하게 존재하던 세 곳의 클러스터가 다소 약해

진 모양새다. 이는 고성장 시‧군‧구 중 일부가 단기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고성장 클러스터에서는 유일하게 광산구만이 상위권에 속하

는 충격 흡수도를 보여 세 클러스터 중 성장 동력이 가장 약한 곳이 광주광역시 

클러스터임이 드러났다. 즉, 성장하는 지역의 일부만이 건강한 형태의 성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격 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 순위를 매기고 상‧하위 10개 지역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드러난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한 개 이상의 도시가 뛰어

난 충격 흡수도를 보인 것이다. 계획적으로 건설한 신도시가 들어선 경기도 김포시, 

성남시,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금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상남도 함안군과 김해시에서는 

충격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다(표 3-5 참조). 고용시장 탄력성을 이끄는 도시가 각 

시‧도에 한 곳 이상 존재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전라남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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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내 여러 도시(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하동군, 영광군, 완도군)는 위기가 올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심각한 고용시장 감축을 겪었다. 앞서 확인한 

성장률 기준 시‧군‧구의 분포와 여기서 확인한 충격 지표 기준 시‧군‧구의 분포를 

종합하면, 수도권의 집중적 성장과 지방의 쇠퇴 경향하에서도 각 시‧도별로 한 개의 

충격 완화 플래그십 도시가 존재하는데 전라남도는 이러한 플래그십 도시조차 보유

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로 함축할 수 있다. 

<그림 3-7> 충격 지표에 기반한 시‧군‧구 분포, 2000-2018

주 : 색이 진할수록 충격을 덜 받았음을 의미한다.

5개의 급간에 동일한 개수의 시‧군‧구가 포함되도록 Quantile 분류 방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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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안정성 기준 상하위 10여 개 시‧군‧구, 2000-2018
단위 : %, 순위

순위 시도 시군구 충격 지표 순위 시도 시군구 충격 지표

1 부산 강서구 0.00 219 전남 장흥군 10.21

1 경기 화성시 0.00 220 부산 금정구 10.36

1 경기 광주시 0.00 221 경북 예천군 11.16

1 대전 유성구 0.00 222 전남 보성군 11.22

1 경기 남양주시 0.00 223 전남 강진군 12.14

1 경기 김포시 0.00 224 광주 동구 13.14

1 경기 성남시 0.00 225 울산 북구 13.27

1 경기 안성시 0.00 226 경남 하동군 15.07

1 경기 고양시 0.00 227 전남 영광군 17.56

1 경남 함안군 0.00 228 전남 완도군 45.82

1 광주 광산구 0.00

1 서울 금천구 0.00

1 경남 김해시 0.00

1 강원 원주시 0.00

1 충북 청주시 0.00

1 강원 춘천시 0.00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분포에서 충격 지표를 기반으로 한 분포로 옮겨가면서 

약화된 특정 지역 집중도가 회복 속도를 기준으로 한 분포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만다(그림 3-8 참조). 경기도와 세종시를 잇는 고성장 축도 관찰되지 않고 광주광

역시나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고성장 클러스터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다. 그 대신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 시‧군‧구가 나타난다. 즉, 가파른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지는 못했더라도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속도는 빨랐던 지역이 여럿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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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회복 지표에 기반한 시‧군‧구 분포, 2000-2018

주 : 색이 진할수록 회복 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개의 급간에 동일한 개수의 시‧군‧구가 포함되도록 Quantile 분류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경상남도 거제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회복 지표를 보였고, 전라남도 영

암군, 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주군,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아산시와 태안군 등 

여러 남부지역이 탄력적인 회복 양상을 나타냈다(표 3-6 참조). 성장률과 충격 완

화 정도가 낮았던 남부지역에서도 빠른 회복 속도를 지닌 도시가 드러나, 이들로 

하여금 주변 지역과 달리 두각을 나타내도록 한 고유한 지역 조건이나 특별한 노력

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부지역 일부 도시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와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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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수도권 내에서 회복 속도가 빠른 도시로 관측되었다. 해외 

연구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 고용시장이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각 시‧도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 

비해 높은 고용시장 안정성과 탄력성이 관측되어, 국내 시장만의 특징을 드러냈다.

회복 속도 기준으로 하위 10개 도시에 선정된 곳은 강원도 홍천군을 포함해 

대체로 외곽지역이었다. 경기도 군포시는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낮은 회복 속도

를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 등 상위 행정구역별로 드러나는 경향에도 불

구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각 시‧도 정부가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도시가 상위 행정구역의 특성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위기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의미한다. 

<표 3-6> 회복 속도 기준 상하위 10개 시‧군‧구, 2000-2018
단위 : %, 순위

순위 시도 시군구 회복 지표 순위 시도 시군구 회복 지표

1 경남 거제시 35.35 219 부산 중구 1.23

2 전남 영암군 19.11 220 경기 군포시 0.90

3 충남 아산시 16.98 221 강원 홍천군 0.71

4 울산 동구 16.48 222 부산 사상구 0.00

5 경기 용인시 14.26 223 충남 부여군 0.00

6 경기 하남시 13.18 224 경북 의성군 0.00

7 충남 태안군 11.70 225 부산 금정구 0.00

8 전북 군산시 11.29 226 경남 하동군 0.00

9 인천 연수구 11.07 227 전남 영광군 0.00

10 울산 울주군 11.05 228 전남 완도군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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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지역이 위기 상황에서 받게 되는 충격의 크기를 보여주는 충격 

지표, 충격을 받은 후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속도를 나타내는 회복 지표, 

그리고 2000년 이후 장기 성장률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지방자치

단체를 분석했다. 시‧군 단위 분석 결과는 지난 19년 사이 발생한 수도권의 집중적 

성장과 남서부 및 남동부의 고성장 클러스터, 그리고 소외된 지방을 여실히 보여주

었다. 경기도와 세종시를 잇는 고성장 축,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 지역,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를 연결하는 남동부 고성장 지역 세 곳이 명확하게 클러

스터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에 발생하는 충격 완화 및 회복 메커니즘은 고성장 클러스터에 속

하는 모든 시‧군‧구에서 관측되지 않았다.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분포보다 특정 지역 

집중도가 약화된 모습이었다. 경기도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클러스터에 속한 지역에

서는 대체로 단기 충격 완화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나 부산광역시 인근에서는 그 

비율이 줄었고 광주광역시 인근에서는 유일하게 한 개 지역만이 충격 완화에 성공

한 모습을 보였다. 클러스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근에 위치한 시‧군‧구에서 양호한 

수준의 충격 흡수도를 보이는 경우도 경기도 인근에서 많이 나타났다. 경기 북부 

지역과 인근의 서울시 북부 자치구, 경기도와 맞닿은 강원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집단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 외에도, 충격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단기적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대표적인 도시가 시‧도별로 한 개 이상 존재하는 모양새를 보였

다. 단, 전라남도는 이러한 대표 도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회복 속도를 기준으로 한 시‧군‧구 분포는 충격 지표를 기준으로 한 분포 형

태보다 한 층 더 분산된 모양을 나타냈다. 높은 충격 흡수도를 보인 지역 중 일부

만이 빠른 회복 속도를 나타내 회복 속도 분포도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세 곳의 고성장 클러스터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비록 충격을 피할 수는 없었

으나(즉, 낮은 충격 흡수도) 그 후 빠르게 회복한 도시도 각 시‧도에 존재했다. 

즉, 단기적 회복 속도 측면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여부나 고성장 클러스터 소속 

여부보다는 개별 시‧군‧구가 가진 조건과 노력이 중요함이 드러났다. 

요약하면, 특정 지역에 고성장 및 뛰어난 충격 흡수 지역이 집중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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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염두에 둘 때 단기적 충격 흡수와 장기적 성장과는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간 선명한 구분을 나타내는 장기 성장률과는 달리 단기 충격 

흡수도는 다소 완화된 분포를 보였다. 게다가 회복 속도를 기준으로 한 지역 분포를 

볼 때 지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반드시 상위 행정구역이나 인근 지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는다. 본 장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는 개별 시‧군‧
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위기를 관리하고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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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 방법

여기에서는 제2장 제4절 결정 요인에서 언급한 항목을 수집하여 제3장에서 

계산한 성장률, 충격 지표, 회복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성장론, 경기

순환이론, 회복탄력성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항목을 

광의로 해석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통계청, 복지로 등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활용하는 데이터셋이 다양한 만큼 유효한 자료

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도 항목에 따라 달랐다. 가능한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 

동일하게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자료

를 공표한 항목은 공표 시점부터 자료를 수집했고 2018년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만 

자료를 제공하는 항목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까지 수집했다. 또한, 항목에 

따라 연속적인 연간 자료가 아닌 5년 단위 자료만을 얻게 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자료를 수집했다. 

먼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성장, 충격 완화, 혹은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재원별 세입 결산자료를 수집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제공하는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해 2002년부터 2019년 

사이 총 세입,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총 7개 

항목을 수집했고 당해 인구로 나누어 인구 1인당 세액을 계산했다. 본 연구가 주로 

활용할 자료는 1인당 지방세 수입이지만,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관련 항목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수집했

다.

그다음으로 민간부문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

비용, 영업이익 자료를 수집했다.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기업활동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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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했으며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항목과 달리 

시‧도 단위 자료만 공개되어 본 연구에서는 같은 시‧도에 속하는 시‧군‧구에 동일한 

값을 부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행정동 단위 당월고지금액을 시‧군‧구 단

위로 재구성하는 대안을 고려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도 

하고 당월고지금액만으로는 기업활동조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두 자료의 장점과 단점을 감안하여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집한 

6개 항목을 당해 시‧도별 총 종사자 수로 나누어 종사자 1인당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을 구했다.

다음으로 특허권 자료를 수집했다. 성장론 및 경기순환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은 기술적 진보다.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적 진보는 실증연구에서 특허 수

로 실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지식재산권통계를 

활용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제1출원과 공동출

원이 별도로 공표되어 두 개 세부항목을 수집해 각각 종사자 수로 나누어 종사자 

1인당 특허 수를 얻었다.

선행 연구가 발견한 결과 중 하나는 종사자 수 혹은 인구수로 표현되는 지역의 

경제 규모가 위기 대응 양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

부가 공표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하여 2000년~2018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인구수를 수집했다. 별도의 처리 없이 원 수치 그대로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항목을 인구수로 보정하여 1인당 수치를 

계산할 때 활용했다. 해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구구조의 다양성 또는 노동시장의 개방성을 상징

한다. 본 연구도 통계청이 제공하는 등록외국인현황을 통해 2003~2018년 사이 

시‧군‧구 단위 외국인 수를 얻고 이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궤도의존론(Path dependency theory)에서는 위기 이전의 경제 상황이 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본다. 특정 시점의 지역 경제 상황은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그리고 실업률이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본 연구가 종사자 수를 근거로 노동시장의 

변동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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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일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 중 어느 정도가 실제

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준다. 경제 상황이 극한에 달해 구직 

포기자가 증가하는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로 포착된다. 취업률은 15세 이상 인

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중 어느 정도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연구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취업률로 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를 따른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 가지 항목 중 

경제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 실업률이다. 통계청 지역별고

용조사는 9개 도에 속하는 시‧군의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2010년에서 2012

년 사이에는 분기, 2013년부터는 반기별로 자료를 공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0

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4/4분기 자료, 2013년부터는 하반기 자료로 연간 데이

터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6대 광역시 49개 군 및 자치구, 세종특별

자치시의 자료는 시‧도 단위 자료만 공개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는 시‧도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교육 수준은 거의 모든 선행 연구가 언급한 유의미한 회복탄력성 결정 요인이

다.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을 높인다고 설명하는데, 오히려 대학

졸업자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높을수록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Landis, 2014)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단 대학 졸업자 

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학위 보유, 박사학위 보유 총 6개 항목을 구성해 교육수준과 회복탄력성간 상

관관계를 살펴본다. 5년마다 시행‧공표되는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이용해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자료를 구축한다. 

저소득층 현황 역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유의미한 결정 요인이다. 여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이들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해 노동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과 노동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별도로 계산한다. 복지로가 제공하는 사회보장통계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시‧군‧구 단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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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향은 꽤 흥미로운 항목이다. 위기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대체로 정부의 정책이 이끌지만 결국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

해서는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고 따라주어야만 한다. 한편, 정부가 단기적 경기 

부응 지원금을 책정할 때 정부 지지율이 높은 지역으로 치우쳐 배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연구(Kwon, 2019)에서

는 분석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빠른 회복을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 정치 성향을 분석모형에 포함했던 선행 연구가 

드물어 해당 연구 결과가 분석 당시의 집권당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보수(혹은 

진보)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 항목을 추가했다. 단, 모든 시‧군‧구가 동일한 

조건을 갖게 하기 위해 동일한 후보에 대해 투표하게 되는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활용했다. 2000년 이후 대통령선거는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치러져 

네 시점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집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두 대표 후보의 득표수를 각각 총 유효투표수로 나누

어 각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했다.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국민의 적극성 혹은 참여도다. 따라서 무효 투표 수를 포함한 총 투표 수를 

선거인 수로 나누어 투표율을 계산했으며 이는 회복 지표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구조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 요인으로 언급되는 항목이

다. 특히 제조업 비율이 중요시되는데 장기 성장률뿐만 아니라 충격의 크기와 회복 

속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정 경기 침체기에는 금융업 

비율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들 산업의 비율이 분석 시기에 따라 회복탄력성

과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성장률, 충격 지표, 회복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활용한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에는 개별 사업체 단위로 제공되며 개별 사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어느 산업에 속하는지가 표기되어 있다. 2000년 이후 한국표

준산업분류가 세 번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10차 산업분류 기준이 유효하다. 본 연구

는 현 기준인 10차 분류 방식에 맞추어 8, 9차로 구분된 자료를 재구성했다. 재구

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총 19개로 나눈 대분류에 따라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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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세고 해당 사업체 수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모두 더해 산업별 종사자 수 

데이터를 구축했다. 산업별 종사자 수를 총 종사자 수로 나누어 전체 산업 중 해당 

산업의 비율을 계산해 최종 항목으로 활용했다.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19개 

산업별 종사자 수를 확보해 제조업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혹시 다른 산업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도 확인했다.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에는 각 사업체가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5개 조직 형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도 나타나 있다. 또한, 단독사업체, 본사 혹은 본점,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라

는 3개 사업체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보여준다. 각 조직 형태와 사업체 구분

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를 세고 해당 사업체 수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모두 더해 

조직 형태별, 사업체 구분별 종사자 수 데이터도 구축했다. 이 항목 역시 2000년

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시‧군‧구 단위로 정리된 총 8개 항목을 

각각 총 종사자 수로 나누어 개별 조직 형태 혹은 사업체 구분이 전체 노동시장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비율을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최종

적으로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라는 5개 근로 형태에 따라 재구성했다. 경제

적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취약한 집단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코로나19 영향 아래서는 자영업자도 취약 집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19년 

사이 이들의 비율이 지역의 회복탄력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 문단에서 기술한 조직 형태 및 사업체 구분별 자료 재구성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단위로 정리한 근로 형태별 종사자 수를 지역의 총 종사자 수로 나누어 

개별 근로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0년부터 2018

년까지의 시‧군‧구 단위 연간 자료를 확보했다.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에서 언급된 다양한 항목을 우리나라 자료 실정에 맞게 

최대한 많이 수집했으나, 항목별로 서로 다른 수집 기간 탓에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 이상적인 구성은 성장, 충격, 회복 지표를 

계산한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모든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

혔듯이 필요한 변수가 다양해 한두 개의 데이터셋이 아닌 다수의 자료를 활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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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결과적으로 각 변수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서로 상이했다. 어떤 항목은 

2000년 자료가 있었지만, 다른 항목은 2013년, 2015년 등 각기 다른 시점에서 

수집이 시작되었다. 대안으로 고려한 방안은 두 가지다. 2000년 자료를 수집한 

항목은 2000년 자료를 이용하고 나머지 항목은 최대한 2000년에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안이 첫 번째 안이다. 다른 하나는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2000

년에서 2018년 사이의 대략적 중간 점인 2010년 자료를 이용하고 2010년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항목에 한해 2010년과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안은 각 항목과 성장, 충격, 회복 지표간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에 적절하다는 장점과 개별 항목간 시점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두 번째 안은 항목과 지표간 관계를 완벽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논란의 여지

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항목간 시점 차이가 좁혀져 보다 일관적인 항목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교한 회귀분석까지는 다루지 않음을 고려

할 때 두 번째 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각 항목을 2010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해당 연도 자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2010년과 가장 가까운 연도에 공표되는 자료

를 활용했다. 특허 관련 자료는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항목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3년 자료로 대체해 사용했다. 정

치성향 관련 항목은 2010년과 가장 가까운 해에 시행된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2012년 실시된 18대 선거 결과를 이용했다. 그 외 항목은 모두 

201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표 4-1 참조).

결과적으로 모든 항목은 본 연구가 다루는 총 시‧군‧구 수인 228개 관측치를 

갖게 된다. 제3장에서 계산한 충격 지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침체기를 전혀 겪지 

않아 충격 지표가 계산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결측치는 

0으로 처리했다. 또한, 침체기를 겪지 않았던 시‧군‧구의 회복 지표와 침체기 횟

수 역시 계산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결측치를 0으로 변환했다. 침체기를 겪은 

후 아직 충격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해 회복 지표가 계산되지 않는 경우도 회복 

지표에 0을 부여했다. 결국 성장률, 충격 지표, 회복 지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수집한 다양한 항목 모두 결측치 없이 균형 잡힌 데이터셋으

로 구성되었다. 



51제4장 지역 회복탄력성 결정 요인 

<표 4-1> 분야별 항목 구성
단위 : 백만 원/명, 개/명, 명, %

분야 항목 의미 시점

공공

재정

세입 인구 1인당 총 세입(백만 원/명) 2010

지방세수입 인구 1인당 지방세수입(백만 원/명) 2010

세외수입 인구 1인당 세외수입(백만 원/명) 2010

지방교부세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백만 원/명) 2010

교부금 인구 1인당 교부금(백만 원/명) 2010

보조금 인구 1인당 보조금(백만 원/명) 2010

지방채 인구 1인당 지방채(백만 원/명) 2010

민간

재정

자산 종사자 1인당 총 자산(백만 원/명) 2010

부채 종사자 1인당 총 부채(백만 원/명) 2010

자본 종사자 1인당 총 자본(백만 원/명) 2010

매출액 종사자 1인당 총 매출액(백만 원/명) 2010

영업비용 종사자 1인당 총 영업비용(백만 원/명) 2010

영업이익 종사자 1인당 총 영업이익(백만 원/명) 2010

특허
특허(제1출원) 종사자 1인당 제1출원 특허 수(개/명) 2015

특허(공동출원) 종사자 1인당 공동출원 특허 수(개/명) 2015

인구
인구 인구수(명) 2010

외국인 인구 100인당 외국인 수(%) 2010

경제 

상황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2010

취업률 취업률(%) 2010

실업률 실업률(%) 2010

교육 

수준

초졸 6세 이상 내국인 100명당 초등학교 졸업자 수(%) 2010

중졸 6세 이상 내국인 100명당 중학교 졸업자 수(%) 2010

고졸 6세 이상 내국인 100명당 고등학교 졸업자 수(%) 2010

대졸 6세 이상 내국인 100명당 대학교 졸업자 수(%) 2010

4년제 대졸 6세 이상 내국인 100명당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수(%) 2010

석사 6세 이상 내국인 100명당 석사학위 보유자 수(%) 2010

박사 6세 이상 내국인 100명당 박사학위 보유자 수(%) 2010

소득 

수준

수급자 인구 100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13

수급자(근로 불가) 인구 100인당 근로능력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13

수급자(근로 가능) 인구 100인당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13

정치 

성향

투표율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율(%) 2012

새누리당 지지율 2012년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 2012

민주통합당 지지율 2012년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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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분야별 항목 구성(계속)
단위 : %

분야 항목 의미 시점

산업 

구조

농업 종사자 100인당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 2010

광업 종사자 100인당 광업 종사자 수(%) 2010

제조업 종사자 100인당 제조업 종사자 수(%) 2010

전기업 종사자 100인당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종사자 수(%) 2010

수도업 종사자 100인당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종사자 수(%) 2010

건설업 종사자 100인당 건설업 종사자 수(%) 2010

도소매업 종사자 100인당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수(%) 2010

운수업 종사자 100인당 운수 및 창고업 종사자 수(%) 2010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100인당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 2010

정보통신업 종사자 100인당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 2010

금융·보험업 종사자 100인당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 2010

부동산업 종사자 100인당 부동산업 종사자 수(%) 2010

과학·기술업 종사자 100인당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10

사업시설 관리업 종사자 100인당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10

공공행정업 종사자 100인당 공공,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종사자 수(%) 2010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100인당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10

보건업 종사자 100인당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10

예술·스포츠업 종사자 100인당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10

협회·단체업 종사자 100인당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10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종사자 100인당 개인사업체 종사자 수(%) 2010

회사법인 종사자 100인당 회사법인 종사자 수(%) 2010

회사 이외 법인 종사자 100인당 회사 이외 법인 종사자 수(%) 2010

비법인단체 종사자 100인당 비법인단체 종사자 수(%) 2010

국가·지자체 종사자 100인당 국가·지방자치단체 종사자 수(%) 2010

사업체 

구분

단독사업체 종사자 100인당 단독사업체 종사자 수(%) 2010

본사·본점 종사자 100인당 본사·본점 종사자 수(%) 2010

공장·지사 종사자 100인당 공장·지사·영업소 등 종사자 수(%) 2010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종사자 100인당 상용근로자 수(%) 2010

임시·일용근로자 종사자 100인당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 2010

자영업자 종사자 100인당 자영업자 수(%) 2010

무급가족종사자 종사자 100인당 무급 가족 종사자 수(%) 2010

기타종사자 종사자 100인당 기타 종사자 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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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 분야 65개 항목과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다음 목표다. 이 분석의 구체적인 목표는 성장 지표 및 회복 지표와는 양의 

관계를 갖고 충격 지표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항목을 찾거나, 반대로 성장 

지표 및 회복 지표와는 음의 관계를 갖고 충격 지표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항목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충격 지표는 충격의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장기 성장을 뜻하는 성장률이나 단기 반등을 의미하는 회복 지표와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충격 지표가 클수록 지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각 항목이 세 개 지표와의 사이에서 보여주는 상관관계 중 충격 

지표와의 관계는 다른 지표와의 관계와 다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

가 해당 항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다각도에서 지역 노동시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성장률을 높임과 동시에 충격의 

크기를 크게 하는 항목, 충격의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회복 속도를 늦추는 항목이 

존재한다면 추가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목 구성을 완료하면 228개 시‧군‧구가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 65개 항목

을 갖게 된다. 즉, 개별 항목당 228개의 관측치가 생긴다. 본 연구의 주요 항목인 

세 지표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보면 성장 지표에 비해 충격 지표나 

회복 지표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지역의 성장 양상에서 장기 성장률보다 위기

에 대한 단기적 대응의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표 4-2 참조). 또한, 228개 

시‧군‧구는 지난 19년간 침체기를 평균적으로 2.5회 겪었으며 ± 1회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65개 항목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4-3 참조). 

<표 4-2> 성장, 충격, 회복 지표 및 침체기 횟수의 기본 정보
단위 : 회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장 지표 0.0264 0.0192 -0.0265 0.1086

충격 지표 0.0252 0.0417 0.0000 0.4582

회복 지표 0.0460 0.0369 0.0000 0.3535

침체기 횟수 2.5482 1.3014 0.0000 6.0000

주 : 침체기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시‧군‧구는 16곳이며 이들의 충격 지표, 회복 지표, 침체기 횟수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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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항목별 기본 정보
단위 : 백만 원/명, 개/명, 명, %

분야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공

재정

세입 437.45 345.46 61.02 1866.35

지방세수입 33.84 20.51 3.66 115.05

세외수입 131.94 109.60 11.22 686.74

지방교부세 124.36 135.38 0.79 598.82

교부금 14.05 10.27 0.00 122.19

보조금 128.97 108.23 10.33 558.78

지방채 4.29 7.45 0.00 39.37

민간

재정

자산 666.26 441.60 2.69 1,838.30

부채 431.80 361.12 0.00 1,391.14

자본 226.79 104.93 50.13 428.86

매출액 492.08 192.45 0.00 900.02

영업비용 455.35 177.99 0.00 813.33

영업이익 34.69 18.27 0.00 86.69

특허
특허(제1출원) 0.77 0.79 0.04 8.70

특허(공동출원) 0.92 0.86 0.07 9.45

인구
인구 221,559 213,980 10,701 1,090,181

외국인 1.69 1.44 0.30 9.54

경제

상황

경제활동참가율 59.55 4.97 46.00 74.70

취업률 57.84 5.03 45.10 73.80

실업률 2.89 1.28 0.20 5.60

교육 

수준

초졸 12.74 7.06 2.00 29.45

중졸 8.56 2.32 2.16 15.34

고졸 24.62 4.73 13.76 35.55

대졸 7.71 2.07 3.36 12.39

4년제 대졸 11.67 5.76 3.38 34.17

석사 1.43 1.15 0.35 8.01

박사 0.29 0.39 0.03 3.20

소득

수준

수급자 3.24 1.41 0.56 8.18

수급자(근로 불가) 2.44 1.08 0.43 5.53

수급자(근로 가능) 0.74 0.37 0.12 2.50

정치 

성향

투표율 75.08 2.68 64.06 81.27

새누리당 지지율 52.75 22.40 6.76 88.32

민주통합당 지지율 46.67 22.37 10.89 93.01



55제4장 지역 회복탄력성 결정 요인 

<표 4-3> 항목별 기본 정보(계속)
단위 : %

분야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업 

구조

농업 0.24 0.47 0.00 3.09

광업 0.25 1.65 0.00 22.45

제조업 16.48 14.60 0.91 63.83

전기업 0.16 0.95 0.00 13.53

수도업 0.39 0.37 0.00 1.85

건설업 7.19 3.38 1.63 19.57

도소매업 15.40 3.80 7.04 34.19

운수업 5.45 3.92 1.39 33.69

숙박·음식점업 13.26 5.14 4.42 37.11

정보통신업 1.55 2.15 0.10 16.87

금융·보험업 3.50 2.29 0.86 18.22

부동산업 1.77 1.16 0.00 5.99

과학·기술업 2.36 2.95 0.00 22.02

사업시설 관리업 3.02 2.91 0.00 14.34

공공행정업 6.19 4.52 0.86 27.98

교육 서비스업 8.66 2.74 1.35 18.67

보건업 7.00 2.73 0.73 20.06

예술·스포츠업 1.57 0.92 0.12 7.54

협회·단체업 5.56 1.41 1.21 9.37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45.91 8.49 18.79 62.26

회사법인 31.52 14.03 6.46 72.80

회사 이외 법인 6.91 3.32 1.55 22.35

비법인단체 12.50 7.31 1.64 38.44

국가·지방자치단체 3.17 1.14 0.56 7.35

사업체 

구분

단독사업체 79.28 8.92 48.48 93.30

본사·본점 8.18 6.08 1.36 39.30

공장·지사 12.54 5.31 3.91 33.50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53.56 9.10 34.86 81.15

임시·일용근로자 14.80 3.24 6.33 27.44

자영업자 20.53 4.92 5.48 32.63

무급가족종사자 6.46 2.75 0.82 16.48

기타종사자 4.65 2.53 0.85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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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목간 상관관계

여기에서는 65개 항목이 세 개 지표와의 사이에서 보이는 상관관계를 확인

한다. 섬세한 회귀분석은 아니더라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 유의미한 

사실을 전달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해 중요한 항목을 

가려내기로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각 항목이 성장, 충격, 회복 지표 사이에서 상충

하지 않는 것이다. 세 지표는 지역의 건강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다. 따라서 

한 항목이 정책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세 지표 사이에서 일관된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 성장 지표와 회복 지표 사이에서는 양이면 양, 음이면 음 같은 방향의 상관관

계를 가져야 하며 이와 반대의 상관관계가 충격 지표와의 사이에서 표현되어야 한

다. 성장은 돕지만 충격의 크기는 키운다든지, 충격은 줄이지만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회복 속도는 높이지만 장기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항목은 정책 수단이 되기 어렵다. 

두 번째 조건은 각 항목이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의 사이에서 양이든 음이

든 0.1 이상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록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세 지표 중 한두 개와만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경우는 전반적인 노동시

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므로 정책 수립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아

니다. 물론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위기로부터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지만,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는 항목

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12개 분야 65개 항목 중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총 6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드러났다. 공공재정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1인당 지방세 수

입이 탄력적인 노동시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자립도가 높을수록 충격의 크기도 완화하고 회복 속도

도 높일 수 있으며 장기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위정부의 

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교부금이나 단기 자금 융통 정도를 나타내는 1인당 지방채 

역시 지방세 수입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즉, 

지방정부 스스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외부(상위정부)의 도움이나 유연

한 자금 융통보다 더 중요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건강한 노동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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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할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인구 분야의 외국인 비율도 지방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외국인 비율은 해당 지역의 개방성을 나타냄을 고려할 때 외부

인이 정착하도록 결심할 정도의 포용성을 가진 지역이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처함을 

보여준다. 총 인구수 자체는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산업 구조 분야에서는 제조업 비율이 회복탄력성과의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지역이 위기에 강하다는 뜻이다. 선행연구가 

제조업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은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

었다.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해외의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으

로 다수의 기업이 한동안 국외에 제조업 기반시설을 설립‧운영해왔다. 최근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사업 유지의 어려움이 부각된 것이 이들의 국내 이전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위기에 강한 노동시장 건설을 위해 해외에 있는 

제조업의 복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 형태 분야 항목 중 상용근로자 비율이 회복탄력성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역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개별 사업체

가 능동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비용 절감이다. 그리고 그 

비용 절감은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고용 충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유

지할 가능성이 커서 이들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만큼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세 개 지표 사

이에서 상충되지 않는 방향성을 보이면서 회복탄력성과 양의 관계를 갖는 항목이 

몇 가지 더 있다. 먼저, 민간재정 분야 항목 중 종사자 1인당 자본과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과 매출액이 공공재정에서 세입에 해당함을 생각할 

때 민간과 공공의 재정상태가 건전해야 위기 대응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사자 1인당 특허 수 역시 고용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양의 관계를 맺는다. 

이는 기술 진보가 장‧단기 성장에 필수적 요인임을 주장하는 성장론과 경기변동론

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적인 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다수의 선행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

막으로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는 보수정당 후보의 득표율이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58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본 연구의 분석 기간(2000년~2018년) 중 2008년 2월까지는 진보정당이 집권했

고, 2008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보수정당이 집권했다. 따라서 2012년 선

거 당시 보수정당 후보의 득표율을 분석 기간 중 집권당 지지율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석 기간의 전반과 후반을 구성하는 행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기간을 둘로 나누어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정치 성향이 회복탄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하다. 

반면 회복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도 여럿 존재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근로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노동시장 

유지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악조건에서도 끝까지 일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가진 저소득층의 비율이 회복 속도와 양의 관계를 보인 미국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가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지역 인구의 13%에 달하는 인구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미국의 연구와 시‧군‧구 인구의 대략 3%만을 저소득층으로 정의한 본 연구

의 차이가 가져온 상반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노동 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 내외로 제한하고 수혜자에게도 각종 직업 훈련 교육 이수를 필수

화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미국과 노동을 강제하지 않고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국의 정책 기조 차이가 반대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부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들의 비율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과 같이 탄력적 노동시장 구축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이 산업 구조 분야에서 여럿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산업

은 2010년 기준 228개 시‧군‧구에서 평균적으로 전체 산업의 3.5%, 7.0%, 5.6%

를 구성해 제조업만큼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금융 관련 산업은 경제 위기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아 이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충격 완화가 어려워져 금융업은 

회복탄력성 논의에서 의미를 가진다. 보건 및 사회복지업 비율이 취약한 위기 대응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후죽순 생겨나 민간에서 관리되는 다수의 보건 

및 복지시설이 실제로 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문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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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이 산업이 오히려 노동시장에 닥친 위기에 휘청대는 

불안정한 비전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다. 최근 언론이 집중하

는 요양시설의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 행태 역시 인력 운용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고 본다. 이들이 안정적인 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

할 때다.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여러 세부 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업

이나 보건업과 같이 세부 산업을 한데 묶어 해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대신, 일반

적인 산업 대분류에 속하지 않고 기타 산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에

도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빠짐 없이 적용해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업, 광업, 도‧소매업 역시 정도는 약하나 금융업 및 보건업과 

같은 형태를 띤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도‧소매업(평균 

15.4%)은 특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 형태 분야 중 회사 이외 법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이외 법인에는 재단법인, 민간의료법인, 종교법인, 특수법

인 등이 속한다. 물론 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이나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들 기관의 고용 상태가 위기 시 급격히 변동하지는 않음을 

고려하면 재단, 민간의료, 종교, 특수법인이 사업체 중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조직 구성으로 인해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 형태 부문 항목 중 자영업자 비율이 취약한 위기 대응 능력

과 연관되어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집단으로 우리는 자영업자를 꼽는다. 본 분석을 통해 이들이 비단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에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평상시 지나친 대출로 인해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출 상한을 설정하고, 위기 시에는 얼어붙은 현금 

유입을 누그러뜨리도록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정도는 약하지만 회복탄력성과 음의 관계를 가

진다. 따라서 정부가 넓은 범위에서 불안정한 근로 형태를 갖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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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 항목간 상관관계
단위 : N/A

분야 항목 성장률 충격 지표 회복 지표

공공

재정

세입 -0.2226 0.2932 0.0815

지방세수입 0.4225 -0.1345 0.2617

세외수입 -0.1233 0.2418 0.0922

지방교부세 -0.3056 0.3208 0.0580

교부금 0.0161 -0.0440 0.0396

보조금 -0.2883 0.3213 0.0383

지방채 0.0470 -0.0286 0.0370

민간

재정

자산 -0.0821 -0.1132 -0.0437

부채 -0.1204 -0.1009 -0.0566

자본 0.0991 -0.1281 0.0194

매출액 0.0060 -0.0708 0.0924

영업비용 -0.0014 -0.0752 0.0886

영업이익 0.0880 0.0041 0.1275

특허
특허(제1출원) 0.3597 -0.1634 0.0291

특허(공동출원) 0.3713 -0.1664 0.0341

인구
인구 0.2158 -0.3046 -0.1026

외국인 0.3582 -0.1488 0.1041

경제 

상황

경제활동참가율 -0.1859 0.2795 0.0157

취업률 -0.2043 0.3081 0.0247

실업률 0.1541 -0.2394 -0.0588

교육 

수준

초졸 -0.3717 0.3910 -0.0110

중졸 -0.4278 0.3604 -0.0677

고졸 0.2884 -0.2866 0.0820

대졸 0.3641 -0.3300 0.0516

4년제 대졸 0.2356 -0.2865 -0.0239

석사 0.2160 -0.2087 0.0192

박사 0.1382 -0.1442 -0.0327

소득 

수준

수급자 -0.4386 0.3340 -0.1615

수급자(근로 불가) -0.4499 0.3637 -0.1464

수급자(근로 가능) -0.3296 0.1910 -0.1819

정치 

성향

투표율 -0.0354 0.0241 -0.0546

새누리당 지지율 0.0371 -0.1517 0.0148

민주통합당 지지율 -0.0322 0.1462 -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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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 항목간 상관관계(계속)
단위 : N/A

분야 항목 성장률 충격 지표 회복 지표

산업 

구조

농업 -0.2221 0.1731 -0.0607

광업 -0.0781 0.0390 -0.0219

제조업 0.4231 -0.1137 0.1414

전기업 0.0724 -0.0082 0.0103

수도업 0.1620 -0.1434 -0.0407

건설업 -0.2108 0.0573 0.0453

도소매업 -0.3235 0.0825 -0.2336

운수업 0.0095 -0.1370 -0.1276

숙박·음식점업 -0.1980 0.1094 0.0650

정보통신업 0.0248 -0.0413 -0.0226

금융·보험업 -0.3101 0.1484 -0.1044

부동산업 0.2525 -0.3472 -0.0352

과학·기술업 0.1482 -0.1566 -0.0149

사업시설 관리업 -0.0154 -0.1349 -0.0105

공공행정업 -0.3564 0.3639 0.0305

교육 서비스업 -0.0842 -0.0086 -0.0639

보건업 -0.3017 0.1507 -0.1508

예술·스포츠업 0.1234 -0.2000 -0.0145

협회·단체업 -0.4475 0.1419 -0.1636

조직 

형태

개인사업체 -0.2808 0.0867 -0.1012

회사법인 0.4342 -0.2951 0.0849

회사 이외 법인 -0.3010 0.1898 -0.1336

비법인단체 -0.3339 0.3594 0.0215

국가·지방자치단체 -0.2355 0.1298 -0.0400

사업체 

구분

단독사업체 -0.2855 0.2086 -0.0449

본사·본점 0.1733 -0.1360 0.0357

공장·지사 0.2812 -0.1948 0.0345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0.4508 -0.2082 0.1737

임시·일용근로자 -0.1337 0.0194 -0.0696

자영업자 -0.4834 0.2350 -0.1738

무급가족종사자 -0.3783 0.3304 -0.0493

기타종사자 -0.0992 -0.0920 -0.1442

주 : 세 지표 사이에서 상충하지 않는 방향성을 보이며 각 지표와 |0.1| 이상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항목을
음영 처리했다. 방향성은 일관되나 상관도가 |0.1| 미만인 경우 항목명을 제외하고 음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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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연관된 항목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제3장에서 계산

한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12개 분야 65개 항목 중 총 

6개 분야 12개 항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수입, 외국인 비율, 제조

업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은 지역의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금융 및 보험업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율, 

협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율, 회사 이외 법인 비율, 자영업자 비율과 지역의 

회복탄력성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별 항목 수집 시점(2010년)이 세 개 지표 분석 기간(2000년~2018년)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자신 있게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시점의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

이자 유일한 선택지로 2010년을 기준 시점으로 결정했다. 즉, 우리나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회복탄력성과 해당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장에서 발견한 결과

를 조심스럽게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여긴다. 그렇다면 지방세 수

입 등 유의미하게 드러난 항목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위기 대응 능력

을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독립성을 키우고, 개방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해외로 진출했던 제조업의 국내 유치를 시도하며,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상용근로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지방정부가 시도해야 하는 회복탄

력성 강화 노력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의 형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줄이고, 금융업과 보건업 등 

충격에 취약한 산업이나 회사 이외 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사업체를 보다 집중적으

로 관리하며, 자영업자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

는 것도 지방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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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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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지역이 경험한 고용시장의 변동 양상을 분석했다.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19년 

동안 연간 총 종사자 수가 변화한 모양새를 성장, 충격, 회복 지표를 통해 파악했다. 

개별 지역의 회복 수준을 진단하고 전국적인 분포를 살폈으며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진 인구‧사회‧경제적 요소와의 상

관관계를 조사했다. 

시‧도 단위로 지역의 성장, 충격, 회복 지표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2000년 이후 단 한 번의 충격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한 

반면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상당한 충격을 경험했다. 전라남도와 울

산광역시는 그나마 빠르게 회복했으나 대구광역시는 회복 속도가 비교적 느렸다.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는 흥미로운 경향성을 나타냈다. 개별 시‧군‧구에 부여된 

성장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명확한 고성장 지역이 보였다.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축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 한 곳, 광주광역

시 인근 한 곳,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인근 한 곳이었다. 그러나 충격 지표를 기준

으로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세 개의 클러스터 형태가 다소 약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성장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전부 충격 흡수에 능한 것은 아님을 뜻한

다. 그리고 고성장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높은 충격 흡수도를 나타내

기도 해,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더라도 단기적 위기 대응 능력은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복 지표에 기반한 지역 분포도에서는 세 개의 클러스터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회복 속도가 빠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모두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되었다. 이 결과는 충격을 겪은 이후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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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고성장 지역이든 아니든, 수도권에 속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개별 시‧군‧
구의 조건이나 노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수의 요소가 성장, 충격, 회복 지표 사이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책 기반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인구 

1인당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

록,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에 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이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 검토, 해외로 나간 제조업의 국내 재유치 추진,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형태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 지표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지닌 요소는 더 있었

다. 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산업 중 금융업이나 

보건‧복지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은 위기에 취약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민간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들의 비중을 낮춰 노동시장을 탄탄히 하는 방안이다. 금융업의 특성상 경기변동과 

맞물려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이들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업은 전문 상용근로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분야임에도 인력 구성이나 운영 상태와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보건‧복지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위기에 

강한건강한 지역을 만드는 길이라고 본다.

제2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료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실시한 몇 안 되는 경제적 회복

탄력성 진단 연구라는 점이다. 회복탄력성에 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개념 정의

에 집중하는 형태이고, 정량 분석을 시도했던 일부 연구 역시 시‧도 단위에 그치거

나 특정 국가 위기를 분석하는 데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가 형성한 영역을 한층 넓히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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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는 데 비해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지방정부는 그들의 위기 대응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충격을 흡수

하는 능력이 부족한지, 탄력적으로 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능력이 부족한지 스

스로의 상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위기 대응 취약 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에

게는 회복탄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기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취약성을 

야기한다고 밝혀진 몇 가지 요소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위정부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하위 행정구역간에 충격 완화 정도와 단기 반등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것이며, 위기 대응책을 수립할 때 상대적으로 회복탄

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완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하거나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섬세한 정책 수립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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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conomic Resilience 
of South Korean Cities: 

Employment-Based Diagnosis

Resilience matters in the face of increased uncertainty. Reducing the 

size of shocks and increasing the speed of recovery are the essence 

of building resilience. Two measures of shock and recovery are 

proposed to examine the performances of all South Korean provinces 

and cities against crises. Gyeonggi-do is among three resistant and 

resilient provinces out of seventeen, so is the nation. Correlation test 

results reveal that the high per capita local tax revenue, the high shar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high share of employees working on 

the regular basis contribute to regional resilience. 

Keyword Labor market, shock, crisis, recov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