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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규정한 R&D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3차 산

업에 해당한다. R&D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정성적 연구들은 공간군집 사례들을 기반으로 분류한 클러스터 유형 중 하나

인 하이테크 혁신 클러스터로 취급하여 분석한다(Coe et al., 2007). 그러나 이는 다양한 R&D 산업의 공간군집 사례들

을 일반화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클러스터 형성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R&D 클러스터가 시공간적으

로 유의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공간적인 혹은 시간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분석의 한

계를 인식하고,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비교를 통해 R&D 시공간 클러스터를 탐색해본다. 연구방법으로는 시공간 클러

스터의 발견 및 위치탐색을 위해 시공간 K-함수와 시공간 스캔통계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R&D는 공간적 측면만 고

려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클러스터가 발견되었지만,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시공간 클러스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시간에 따른 R&D의 신설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R&D의 공간적 위치와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은 공간과 시공간 클러스터 모두 유의미한 클러스터를 발견했다.

주요어 : R&D산업체, 섬유 및 의복 산업체, 시공간 클러스터

Abstract : According to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R&D(Research and Develop-
ment) is defined as a tertiary sector industry combi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Many studies inves-
tigated R&D industry clusters in the form of high-tech cluster(Coe et al., 2007). However, these studies 
only generalized various spatial cluster of R&D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studies could not considers 
cluster formation process over time lacking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pace-time perspectives. This study, 
therefore, indicates the limitation of recent R&D cluster literature which only considers either time or 
space.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space-time clusters in R&D industry together with textile and cloth 
industry for comparison. Discovering the existence and location of clusters, this study utilized space-
time K function and space-time scan statistics. The result shows that R&D industry presents significant 
clusters only in spatial dimension. No significant clusters were found in space-time dimension. However,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resents significant clusters in both spatial and space-time dimensions. 

Key Words :  R&D industry, Textile and cloth industry, Space-tim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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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과학기술연

구활동보고』에 따르면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

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

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①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

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

인 노력 및 탐구, ② 연구개발과정에서 직접 필요

한 시험, 측정, 분석, 기계, 기기, 장치의 도입, 설

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③ 연구개발활동부서 운영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서무, 회계 등의 지원활동”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보통 기업의 연구는 개발을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이라고 하며 간단

히 R&D라 부른다(김성욱, 2000). 
세계경제는 과거 전통제조산업의 자원중심시

대에서 R&D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연구

개발 인프라와 기술융합형 미래전략산업의 집중

적인 육성을 실행 전략으로 삼고 있다(김범식 외, 

2010). 
세부적인 산업입지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 경쟁하는 연구개발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적 입지보다는 R&D 클

러스터 육성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기획재정

부, 2010). 현재 R&D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로, 대

전, 오창 등의 클러스터는 필요에 의한 계획입지

적 성격으로 과거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의 구조조

정을 거쳐 변화시킨 것이다(박재홍, 2004). 
이와같이 계획적인 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는 R&D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투자비용, 연구개발인력

이 타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인적-물적 자원

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② 보이지 않는 

시장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기술로 도전하는 산업

이므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타산업들과 높은 연계

성을 가진다. ③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 기존 산

업과 새로운 고도기술 분야 사이에 일어나는 조직 

내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④ R&D에 맞

는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이 대체로 편재되어 있

어 연관 산업 또한 한 곳에 계속적으로 집적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집적경제1)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산업이다(정은미, 2006).
한편, 일반적인 산업 클러스터 연구의 전제는 

개별 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중함에 따라 집적경제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준현, 2010). 즉, 고정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산업 분포의 공간구조

를 밝혀냄으로써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2)

을 확인시키는 연구인 것이다. 

그러나 고정된 시점의 산업 클러스터가 실제로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는 의문점이 많다. 그 이유는 성장하는 산업 클러

스터의 공간외부효과는 개별 산업체들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적인 확대 및 재생산 과정에

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Kang, 2010).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 연구는 과거

에 성장을 멈춘 것인지, 현재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간의 흐름

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 클러스터는 집적경제효과

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정성적 연구에서의 R&D 클러스터

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그레노블, 영국

의 케임브리지 등의 공간적 군집 사례를 일반화하

여, 집적지 유형 중 하나인 하이테크 혁신 클러스

터로 분류했다. 그러나 R&D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최근 10년동안 급격히 성장했으며,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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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공간적으로 군집한 형태만 가지고 R&D 산업

이 집적 혹은 클러스터할 것이라 예측하며, 그 원

인을 찾는 것은 위험하다(Coe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R&D 클러스터 발견은 실질

적인 집적경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을 함

께 고려한다. 즉, 고정된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R&D의 공간 클러스터보다는 신생 R&D의 설립

일자를 고려한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이 현실에 더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여기서 시간값은 신생 

R&D의 설립일자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R&D 

클러스터의 역동성을 의미하는 지표이기 때문

이다(Klepper and Kenneth, 1993; Utterback and 
Fernando, 1993). 신생 산업체의 설립일자 사용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산업단지의 사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단지는 1960년대 

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식

기반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주변 산업단지는 경

제여건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공장시설의 노후

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환경문제를 유

발하여 침체가 지속되었고 결국 신생 산업체 등장

의 부족으로 이어졌다(박병호 외, 2009). 즉, 특정 

시기의 신생 산업체의 개수는 클러스터의 확대 혹

은 침체 과정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현실적인 R&D 클러스

터를 발견하기 위해 신생 R&D 산업체의 집중적

인 등장 시기 및 위치를 확인하는 시공간 클러스

터를 탐색하며, 기존의 공간만을 고려한 클러스

터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또한 성격이 다른 섬유 

및 의복 제조업과 R&D를 비교하여 산업별 클러

스터 입지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 이 결과는 시

간의 흐름에 따른 R&D 클러스터의 유의미한 공

간적 분포를 재발견하고 더 나아가 현실적인 정

책 제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연구 과정은 그

림 1과 같이 진행된다.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공간

만을 고려한 산업체 별 클러스터 분석은 포인트데

이터의 분석방법인 단변량 K-함수에 따라 결과를 

모색하였다. 다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 

클러스터 발견을 위해 전역적, 국지적 방법을 이

용하여 산업체 별 시공간 상호작용의 유무 및 그 

위치까지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연구지역 및 분석 데이터

연구 지역의 선정은 각 시도별 연구원 수 및 1인
당 연구개발비3)를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이 지표

를 이용한 이유는 R&D 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생

산요소인 연구개발역량을 지역별로 보여주기 때

문이다. 시도별 연구원 수 및 1인당 연구개발비를 

그림 2와 같이 살펴본 결과, 1순위는 경기도, 2순
위는 서울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면적이 넓고, 서울을 둘러싼 행정구역 형태

를 가져 연속성이 떨어지며, 도내 소득편차가 서

울에 비해 일정하지 않으므로 2순위인 서울이 적

절한 연구지역으로 선정되었다. 

R&D와 입지특성이 상이할 것이라 예상되는 산

업으로, 2차산업 중 경공업인 섬유 및 의류 제조

업을 선정하였다. 2010년 서울의 제조업의 업종별 

사업체 수를 보면, 의복 및 모피제품이 수위를 기

록하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그 다음을 차

지한다. 섬유제품을 의복 및 모피제품과 동일 계

열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들 두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타제품제조업을 뺀 총 제조업 산업체수

에서 34%를 기록, 서울 제조업의 중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데이터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해마다 발

간하는 매경 SMT 2012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데

이터는 매일경제가 회사명, 형태,대표자, 설립일

자, 주소, 재무상태 등을 조사한 후, 연도별, 지역

별, 업종별로 분류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될 산업

체는 2010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탐색된 산업체 

대상이며, 통계청의 제 9차 한국 표준산업분류4)에 

의해 분류된 R&D(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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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중분류: 연구개발업)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섬유 및 의복 제조업)으

로 선정하였다. 이후 분석을 위해 산업체의 설립

일자와 주소가 모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최

종적으로 R&D 602개, 섬유 및 의복 제조업 4965
개의 산업체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데이터는 정확한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을 위해 그룹화하지 않고 개별 산업체의 위치 및 

설립일자(year-month-day)를 가진 포인트 데이터

로서 변환 이용되었다.

표 1은 1951~2010년 동안 나타난 신생 R&D 산

업체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을 10년 간격의 시간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지역 및 분석 데이터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 데이터의 소개 및 탐색

↓

연구방법

•공간 클러스터 분석: K-함수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시공간 K-함수, 시공간 스캔통계

↓

연구결과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공간 패턴 분석 결과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패턴 분석 결과

↓

요약 및 결론

그림 1. 연구흐름도

그림 2. 시도별 연구원 수 및 1인당 연구개발비(2010)

출처: 통계청(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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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10년 간격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한 이유는 산업체별로 어느 시기

에 급격히 증가했는지 보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두 산업체 모두 개체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80년
대에서 증가율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과 그림 4는 산업체 별 시간에 따른 공간

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점

으로 표현된 개별 산업체의 위치는 주소를 좌표

로 변환하는 지오코딩(geocoding)을 실시한 결과

이며, 시기별 지도는 표 1의 시기에 해당하는 신생 

산업체의 위치와 대응시켜 지도화한 것이다. 이처

럼 시간에 따른 지도를 작성한 이유는 시간과 연

관한 산업체의 공간적 집중경향을 간단하게 확인

하기 위해서이다. R&D의 경우, 공간적 집중패턴

은 발견했지만 시간과의 연관성은 다소 낮아 보이

는 반면 섬유 및 의복 제조업 산업체는 시간이 지

나도 특정 지역에 누적적으로 입지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시각적인 묘사는 분석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후 좀 더 복잡한 분석에

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K-함수, 시공간 K-함수의 통계 분

석은 무료 통계 소프트웨어인 R5)을 사용하였고 시

공간 스캔 통계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SatScan6)으

로 분석하였다. 또한 계산된 값의 시각화를 위해

서는 ArcGIS 9.3과 R의 ‘maptool’ 패키지를 이용

하였다.

3. 연구방법

1)  공간 클러스터 분석(Spatial cluster 

analysis): K-함수(K-function)

본 연구에서는 포인트패턴분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Si et al., 2008)인 단변량 K-함

수(K-function)로 공간 클러스터를 발견한다.

공간에 있는 사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공간

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이 공간을 통해 어

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K-함수

(Ripley, 1976)를 사용한다. 단변량 포인트프로세

스(point process)는 공간적 고정성(등방성)을 전제

로 하며, 고정성의 K-함수는 거리 d≥0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λK(d)=E[특정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d
인 원에 포함되는 사건의 개수]

여기서 E[  ]는 기댓값, λ는 밀도 혹은 단위면적 

당 사건의 개수이며, 이를 K-함수의 추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d)=
1

λ2A ∑∑
i≠j

Id(dij) (1)

여기서 A는 연구지역 R의 면적, Id(dij)는 dij가 d
보다 작으면 1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이다. 이 식

의 문제는 반지름 d인 원의 내부만 추정하기 때문

에 원의 경제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효과

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경계수정식을 반영하는데, 사건 i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이 원을 지나가는 점 j로 연구지역 R안

에 놓인 원의 원주율(circumference ratio) wij를 계

산하는 것이다(Boots and Getis, 1988). 즉, wij는 

표 1. 설립일자에 따른 신생산업체의 수

설립시기(년)
신생 산업체의 수

R&D 섬유 및 의복 제조업

1951~1960 6 8

1961~1970 11 28

1971~1980 18 86

1981~1990 49 621

1991~2000 124 2281

2001~2010 394 1941

총 개수 602 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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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51~2010년 신생 R&D 산업체의 시기별 공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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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51~2010년 신생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기별 공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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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i 사건에서 거리가 d인 원이 연구지역 R 안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가중치이며, 이를 

이용한 K(d)의 경계 수정된 추정은 다음과 같다. 

K̂(d)=
1

λ2A ∑∑
i≠j

Id(dij)

wij
 (2)

λ는 미지의 수이므로 추정값 λ̂=n/A7)로 교체되

며, K(d)의 최종식은 다음과 같다.

K̂(d)=
1
n ∑∑

i≠j

Id(dij)

wij
 (3) 

경계수정은 생략하고, K-함수의 원리를 정리하

면 모든 사건이 포함된 최대 반지름 d가 될 때까

지 각각 거리 간격 안에 포함된 사건의 개수를 누

적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모든 사건이 거리 간

격 d에 포함되고 사건 누적 개수를 A/n2로 표준화

하면 최종적으로 K(d)의 추정값을 생성하게 된다

(Gatrell et al., 1996). 
보통 포인트프로세스의 사건 분포는 등질 포

아송과정(homogeneous poisson process)을 기

준으로 한다. 만약 실제 사건이 이와 같게 나

타난다면 완전 공간 임의성(Complete Spatia l 
Randomness; CSR)이라 지칭한다. CSR 과정

에 따른 K-함수 분석의 중요한 전제는 연구지

역 R 전체에 동일한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계산된 K(d )는 이론적인 상황의 기

대값과 비교한다. 공간적 의존성이 없는 등

질적 과정이면 E[K(d )]=πd 2(Boots and Getis, 
1988; Diggle, 1983; Getis, 1983)가 된다. 따라

서 πd 2과 관측 데이터로 추정된 K̂ (d )를 비교하

여, K(d)가 πd 2보다 작으면 균형(regularity), K(d)

가 πd2보다 크면 클러스터링(clustering)으로 구

분한다. 또한 K(d )의 분산을 안정화하기 위해 

Besag(1977)가 제안한 L(d)=
K(d)

π
를 이용할 수

도 있다. 등질 포아송 과정에서는 K(d)=πd2이므로 

L(d)는 L(d)=d, 즉 원점을 통과하는 기울기 1인 직

선이다. 따라서 L̂(d)=
K(d)

π
＞d, L̂(d)-d＞0이면 

클러스터링이고, L̂(d)=
K(d)

π
＜d, L̂(d)-d＜0는 

균형상태임을 알 수 있다. 

K-함수의 유의성 평가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션을 사용한다. 과정은 CSR의 가정하에 연구지역 

내 n개 사건의 독립 시뮬레이션을 m번 수행한 후, 

시뮬레이션의 생성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상

한과 하한을 정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K(d)를 

비교하여 K(d)가 시뮬레이션의 상한보다 더 위에 

있다면 클러스터링 상태, 시뮬레이션의 하한보다 

아래에 있으면 공간적 균형의 증거가 된다(Fother-
ingham and Rogerson, 2009). 

2)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Space-time 

cluster analysis) 

시공간 포인트패턴분석은 공간적 측면만을 강

조하는 포인트패턴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간

상에서 나타나는 사건 간 인과관계를 시간으로 확

대해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찾는다. 공간적인 분포

의 임의, 균등, 집중을 가정하는 포인트패턴분석

과 비슷하게 시공간 포인트패턴분석도 공간적으

로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결국 토블러

의 지리학 제1법칙을 시간으로 확대한 것과 같다

(Arbia et al., 2010). 

(1) 시공간 K-함수(space-time K-function)

시공간 K-함수, K̂(d,t)=는 K-함수를 시공간으로 

확장한 것이며, 시공간 상호작용이 연구지역에 전

체적으로 발생하는지 유무를 검증하는데 사용된

다(Assuncao et al., 2007). K̂(d,t)는 하나의 사건으

로부터 일정한 공간거리 d와 시간거리 t 내에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수를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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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le et al.(1995)은 관측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시공간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D-함수를 제안했다. 

이때 계산된 시공간 K-함수값이 시공간 상호작용

이 없는 경우의 값보다 크면 시공간집중을 추정하

게 되는데, 식은 다음과 같다. 

D̂(d,t)=K̂(d,t)-K̂DK̂T(t) (4)

여기서 K̂DK̂T(t)는 시공간 상호작용이 없다는 가

정하에 계산된 독립 공간 K-함수와 독립 시간 K-
함수의 단순교차 곱, K̂(d,t)는 시공간 K-함수이다. 

따라서 시공간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양의 정점

을 가진 D̂(d,t) 경향면이 관측될 것이다. 

먼저, 사건 {(d,t): i=1,...,n}인 공간 A와 시간 

(0,T ) 속 모든 사건들의 시간과 위치를 반영한 

K̂(d,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K̂(d,t)=
AT
n2 ∑

i≠j
∑

Id(dij)It(tij)

wijvij
 (5)

여기서 A는 연구지역의 면적, T는 관측된 전체

의 시간(폭), n은 사건의 관측개수, dij는 i번째와 j
번째 관측된 사건 간 거리, Id(dij)는 dij≤d면 1, 아
니면 0인 지시함수, tij는 i번째와 j번째 관측 사건 

간 시간간격, Id(tij)는 tij≤t면 1, 아니면 0인 지시함

수, wij는 중심이 i번째 사건, 반지름은 dij인 연구

지역 R 안에 있는 원의 원주비로 공간 경계를 수정

한 부분(Boots and Getis, 1988), vij는 관측된 시간

간격 (0,T)에 있고 중심이 i인 시간간격 tij로 분할

한 시간 경계 수정 부분이다(Diggle, 2003).
시간간격에 따른 증감을 비교하기 위해 D̂(d,t)

을 변형한 D̂0(d,t)의 사용은 시공간 상호작용이 증

가하는 비율 혹은 초과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 있

다(Diggle et al., 1995). 

D̂0(d,t)=
D̂(d,t)

K̂D(d)K̂T(t)
 (6)

D̂(d,t)의 유의성 검증은 D-함수의 정확한 분포

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과정이 정확하

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iggle et al.(1995)은 

몬테카를로 접근에 의한 유의성 검증을 제안했다. 

함수 D̂(d,t)의 실제 관측된 값과 m번 시뮬레이션

한 D̂i(d,t): i=1,...,m의 m개의 실험적 분포와 비

교한다. 인위적으로 생성된 분포의 값 사이에 관

측된 값이 특히 크면 시공간 상호작용의 증거가 

된다(Arbia et al., 2008). 

(2) 시공간 스캔통계(Space-time scan statistics)

시공간 순열(permutation) 스캔통계는 위험 인

구(population at risk) 데이터 없이 오직 사건 데이

터만을 사용하여 기대값을 추정하기 때문에 확률 

모델에 해당한다. 

공간스캔통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공간 순열 

스캔통계도 탐색 윈도우(window)를 사전에 설정

하고 크기가 다른 원통(cylinder)을 중복하여 사용

한다. 원통 윈도우는 행정구역의 센트로이드(cen-
troid)를 중심으로 공간을 탐색하는 원통의 바닥과 

시간을 나타내는 원통 높이를 가진 3차원 도형이

다. 원통 윈도우는 0에서 공간과 시간 탐색의 최대 

크기까지 증가시키며 이웃한 행정구역의 센트로

이드로 이동한다(Kulldorff et al., 2005).
먼저, 관측된 사건(C)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C=∑
z
∑

t
Czt (7)

여기서 z는 지역, t는 시간, Czt는 시간 t 동안 지

역 z 속 사건의 관측개수이다. 

각 지역과 시간에 따라, 시간 t 동안 사건의 총 

개수와 지역 z에서 발생한 사건의 총 개수의 곱으

로 기댓값 μzt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μzt=
1
C
⎛
⎝∑z

Czt
⎞
⎠
⎛
⎝∑t

Czt
⎞
⎠  (8)

특정 원통 A 속 사건의 기댓값 μA는 원통 모든 z
와 t의 기댓값의 합이며,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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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A= ∑
(z,t)∈A

μzt (9)

∑
z∈A

Czt과 ∑
t∈A

Czt 둘다 C와 비교하여 차이가 작

을 때, cA
8)는 평균이 μA인 포아송 분포에 근사한다

(Evans et al., 2000). 따라서 원통 별 사건 발생의 

측정은 포아송 우도비를 사용할 수 있다. 

⎛
⎝

cA

μA

⎞
⎠

cA⎛
⎝

c-cA

c-μA

⎞
⎠

c-cA

 (10)

이는 원통 내부의 관측치를 원통 내부의 기댓값

으로 나눈 것과 원통 외부의 관측치를 원통 외부

의 기댓값으로 나눈 것의 곱이다. 모든 원통의 우

도비 중 최대우도비의 의미는 실제 사건이 발생하

는데 시공간적으로 가장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이

다. 또한 시공간 클러스터가 언제,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특정 정보를 가지게 된다(Kull-
dorff et al., 2005). 

스캔통계방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비교

(control)데이터가 필요한데, 시공간 순열 스캔통

계모델은 사건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므로 분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위험 인구(risk population)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인데, 데이터에서 각 사건의 공간과 시간 속성의 

임의적인 순열을 발생시켜 많은 양의 개수를 생성

한 후 위험 인구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시간

을 섞은 후 사건 위치의 원(original) 데이터에 임

의적으로 부과하며 이때 기존의 공간과 시간 차이

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통계적 유의성은 몬테카를

로 검증을 사용하여 평가한다(Dwass, 1957 ; Kull-
dorff et al., 2005). 

4. 연구결과

1) 공간 클러스터 분석 결과: K-함수

단변량 K-함수는 개별 산업체 간 거리를 기반으

로 공간 집적도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그림 5는 일

정거리 내에 존재하는 산업체의 개수를 밀도로 나

눈 K-함수와 이를 표준화시킨 L-함수의 결과이다. 

K-함수 그래프에서 점선은 임의적 패턴의 값을 나

타낸 것이고, L-함수에서 점선은 임의적 패턴의 

값을 기울기 1로 변환한 것이다. 

분석결과, R&D의 K-함수 및 L-함수 곡선이 임

의 분포를 가정한 구간대를 훨씬 벗어나 그래프 

상단에 그려지므로 R&D는 강한 군집적인 패턴을 

보이는 산업이라 해석한다. 이러한 군집의 범위는 

L-함수, (L-함수)-거리 그래프에서 두드러지게 확

인할 수 있다. L̂값, L̂-거리값이 거리 0에서 거리 

3475m(L̂의 최댓값 1934.577)까지 계속해서 증가

하다가 그 이후로 점차 하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의미는 R&D가 거리 3475m까지 공간적으로 

집적하다가 그 이상의 거리에서 이산적인 분포로 

전환됨을 뜻한다. 따라서 R&D의 경우, 클러스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대거리는 3475m가 된다.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K-함수 및 L-함수 곡선

도 임의 분포 구간을 넘는 상단에 그려져 강한 군

집성을 보인다. 그러나 R&D와 다르게 거리가 증

가함에도 계속적인 집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

는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개수가 R&D에 비해 상

당히 많고 서울에 대체로 고르게 퍼진 분포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이 

R&D에 비해 클러스터의 크기가 클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6에서 표현된 작은 거리

의 범위(0~6000m)에서는 섬유 및 의복 제조업 클

러스터의 공간 범위를 발견할 수 없다. 

K-함수 및 L-함수의 결과, R&D와 섬유 및 의

복 제조업의 공간 클러스터가 다른 형태와 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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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2)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결과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은 공간적인 측면만 강조

하는 기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에서 나타

나는 산업체의 등장에 시간의 상관관계까지 고려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별 독립적인 공

간 및 시간, 시공간에 따른 집중을 확인한 후, 그 

차이를 분석하는 시공간 K-함수와 산업체 별 시

공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위치를 발견하는 시공

간 스캔통계를 시행한다. 

시공간 K-함수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공간거리

와 시간간격에 대한 사전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앞서 R&D의 탐색 결과를 반영하여 공

간거리 0~3475m(단변량 K-함수에서 발견한 공

간 클러스터가 나타나는 최대거리)와 시간간격 

0~5000일(60년 기간의 약 1/4에 해당하는 일)로 

정하고 비교군인 섬유 및 의복 제조업 산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사전 제한을 하는 이

유는 경계효과(Haase, 1995)로 인한 왜곡을 최소

화하는 수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Arbia et 

R&D 섬유 및 의복 제조업

K-함수

L-함수

(L-함수)-거리

그림 5. 단변량 K-함수 및 L-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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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시공간 스캔통계도 탐색 윈도우의 적절한 크기 

설정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탐색 윈도우는 전

체 연구지역과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계산에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형 윈도우의 공간 탐색 범위는 

R&D의 단변량 K-함수에서 확인한 최대 군집 거

리인 3475m를 한계 반경으로 설정한다. 또한 시

간 탐색 간격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기간의 

50%까지 확장하여 탐색한다. 

시공간 K-함수 및 시공간 스캔 통계의 시공간 상

호작용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연산을 999번 반복하여 관측값과 이

론값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1) 시공간 K-함수 결과

그림 6은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

간 K-함수 결과이다. 여기서 D̂(d,t)의 3차원 그래

프의 표면이 갑자기 상승하는 지점은 시공간 집중

이 발생하는 범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D̂(d,t)는 계

산된 값의 범위가 작아 시공간 클러스터의 크기 

및 효과를 확인하기에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분명한 시공간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D̂(d,t)의 증가 비율인 D̂0(d,t)를 추가적으로 분석

한다. 즉, D̂0(d,t)＞1이면 시공간 상호작용의 존재

를 의미한다.

R&D의 D̂0(d,t) 결과, 짧은 공간거리와 시간간

격에서 최고정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정점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본 R&D의 시공간 

상호의존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D̂0(d,t)도 짧은 공간거리, 시간간격

에서 최고정점이 나타났다. 최고정점이 2.5로 1보
다 크기 때문에,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클

러스터는 존재할 것이라 추측된다. 이 결과는 섬

유 및 의복 제조업 클러스터의 신생 산업체 등장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금부터 향후 500일

R&D 섬유 및 의복 제조업

D̂(d,t)

D̂0(d,t)

그림 6. 3차원 D̂(d,t)와 D̂0(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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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후), 반경 1000m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발생을 의미한다. 

통계적 검증 방법은 그림 6의 D̂(d,t)값을 이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다. 과정은 R&D와 섬

유 및 의복 제조업의 K̂D(d)×K̂T(t)과 K̂(d,t)의 차

이를 999번 시뮬레이션하고, 각 시뮬레이션의 빈

도를 그림 7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관

측된 D̂(d,t)값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

과, R&D의 관측 데이터는 1000개 중 하위 907번

째에 해당하므로 p값은 0.093이다. 이는 95% 유

의수준인 p값 0.05보다 크므로, 본 연구에서 발견

된 R&D의 시공간 클러스터는 우연에 의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비록 시공간 R&D 클러스터가 우

연에 의해 발견될 확률이 9%로 예상보다 낮게 나

타났지만, 대체로 시간과 공간 사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다고 보인다. 한편, 앞서 K-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R&D의 공간 클러스터와 시공간 

K-함수를 이용한 R&D의 시공간 클러스터는 상

이한 결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공

간적 집적으로 보이는 R&D가 실제 시간의 흐름

을 반영하면 독립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관측 데이터의 경우, 

1000개 중 하위 988번째이므로 p값은 0.012가 된

다. 즉, p값이 95%의 유의수준보다 매우 작으므

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

공간 클러스터는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분석한 K-함수와 시공간 K-함수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므로,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은 공간적 

집적과 동시에 시간적 집적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시공간 스캔 통계 결과

시공간 K-함수와 비교하여, 시공간 스캔 통계는 

유의미한 시공간 클러스터의 위치를 발견하기 때

문에 역동적인 시공간 집적과정을 더욱 잘 묘사한

다. 본 연구의 시공간 스캔 통계 분석의 경우, 과

거에 입지한 산업체들에서 나타나는 시공간 상호

작용의 공간 및 시간 범위를 찾기 위해 retrospec-
tive analysis를 이용한다. 표 2와 표 3은 각각 R&D
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스캔 통계의 결

과이다. 여기서 탐색된 Most Likely Cluster(MLC)

는 가장 클러스터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1차 군

집이고, secondary cluster는 1차 클러스터를 제외

한 나머지 중 클러스터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2
차 군집을 의미한다. 탐색개수는 발견된 원통 윈

R&D 섬유 및 의복 제조업

그림 7. D̂(d,t)(식 4)의 시뮬레이션 한 값을 표현한 히스토그램



505서울시 R&D 산업체의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도우에 속하는 산업체의 개수이며, 관측개수는 탐

색개수 중 시간간격에 해당하는 산업체를 재추출

한 것이다. 좌표 및 반경은 군집의 중심이 되는 산

업체와 그 반경, 시간간격은 탐색된 시간, 관측값/

기댓값은 기댓값과 관측값의 비율이다. 통계량은 

원통 윈도우 내부와 원통 윈도우 외부의 신생 산

업체 개수를 비교한 우도비이며, p-값은 CSR 가

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999번 시행했을 

때 우연에 의한 클러스터의 발견 가능성을 의미한

다. 

먼저, R&D(표 2)는 전체 6개의 군집이 탐색되

었지만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

미한 시공간 클러스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된 1차 군집도 우연하게 시공간 클러스터로 

발견될 확률이 42%로 매우 높다. 즉, R&D 시공

간 스캔통계 결과는 앞서 시공간 K-함수에서 분석

한 시공간 상호작용이 없다는 결과와 같다. 

표 3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스캔 통

계 결과이며, 전체 11개의 탐색 클러스터 중 유의

수준<0.05를 만족하는 클러스터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 즉, 표 3의 모든 군집은 유의수준 0.05보
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 기준으로 유의미하지 않으

며, 탐색된 1차 군집은 우연하게 시공간 클러스터

로 발견될 확률이 0.081, 약 8%의 가능성을 의미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독립적인 산업체 별 통계 분석

이 아닌, 산업체 간 시공간 클러스터의 비교를 위

한 것이다. 따라서 R&D의 p값 0.42와 섬유 및 의

복 제조업의 p값 0.081을 비교하면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p값이 매우 작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통계적 관점에서 유의성 여부를 결정하는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임의로 미리 설정한 것이며, 95%
의 유의수준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통상적인 기

준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스캔통계 결과인 p값 0.081이 일

반적인 제한 수준보다 크지만 R&D보다 현저히 

작은 p값을 가지며, 앞서 시공간 K-함수에서 밝

혀진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클러스터의 

발견을 이유로, 시공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

타난다고 판단할 것이다.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은 

표 2. R&D의 시공간 스캔 통계 결과

원통 속 

개수
관측개수 경위도

반경

(km)
시간간격

관측/

기대
통계량 p값

1차 

군집
11 6

37.46N, 

127.01E
2.64

1987/11/19
~ 1992/11/18

9.66 8.25 0.42

2차

군집

5 3
37.59N, 

127.04E
0.42

1977/11/19
~ 1982/11/18

40.13 8.16 0.48

2 2
37.51N, 

127.03E
0.29

1962/11/19 

~ 1964/11/18
150.5 8.04 0.61

4 2
37.50N, 

127.03E
0

1972/11/19 

~ 1973/11/18
75.25 6.67 0.97

38 8
37.55N, 

126.97E
2.14

1953/11/19 

~1973/11/18
5.07 6.6 0.98

6 3
37.61N, 

127.01E
1.5

1985/11/19 

~ 1987/11/18
23.15 6.6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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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클러스터의 의미 및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차 클러스터의 의미는 서초구 서초4동

에 위치한 산업체를 중심으로 원통 윈도우가 점차 

확장하면서 계산한 우도비 중, 최대우도비(13.11)
를 가진 공간 반경 2.49km의 윈도우에 포함된 지

역을 말한다. 이 원통 윈도우 속 372개의 산업

체 중 관측 개수 95개는 시간간격 1988년 8월 1일
~1994년 7월 31일에 발생한 신생 산업체의 개수

를 의미한다. 또한 관측/기대 1.77의 값은 실제 등

장하는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신생 산업체가 기

댓값보다 1.7배로 발생함을 나타낸다. 

탐색된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클러스터는 좌표와 반경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8과 9는 각각 R&D와 섬유 및 제

조업의 1차 클러스터 위치를 지도화한 결과이다. 

여기서 z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기준연도 1951년 1
월 1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日)로 누적한 것이

다. 

그러나 지도로 본 시공간 스캔통계분석의 한계

는 고정된 탐색 윈도우로 인해 발견된 클러스터의 

모양도 고정된 형태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원통 

탐색 윈도우를 사용했기 때문에,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탐색된 1차 군집 모두 원형으로 발

견되었다.

그림 8은 R&D의 시공간 클러스터 위치를 표

현한 것이다. 그러나 발견된 R&D는 우연히 탐색

될 확률이 높아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R&D의 시공간 클러스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

기서 1차 군집으로 발견된 지역인 회기동, 안암동 

등의 R&D 군집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시간적으

로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R&D 클러스터가 발견되지 않은 이

유는 첫째, R&D의 주요 입지 특성, 둘째, 타 시도

에 비해 우위인 서울의 R&D 산업체 수, 셋째, 서

울의 우수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넷째, 서울 내

에 고르게 분포한 연구인력 및 대학이 그 원인으

로 예상된다. 이들 근거는 과학기술처·한국토

지개발공사(1987)의 연구에서 밝혔는데, 응용연

구와 개발연구(R&D)는 기술 정보 입수의 용이

성과 고도의 연구 인력의 확보가 보다 중요한 인

자로 작용하며, 교통 및 통신이 발달된 지역일수

록 혁신 정보 입수에 용이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 3.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스캔 통계 결과

원통 속 

개수

관측

개수
경위도

반경

(km)
시간간격

관측/

기대
통계량 p값

1차 군집 

(클러스터)
372 95

37.51N, 

127.06E
2.49

1988/8/1
~ 1994/7/31

1.77 13.11 0.08

2차

군집

24 17
37.47N, 

126.88E
0.12

2001/8/1
~ 2004/7/31

4.20 11.47 0.38

4 2
37.52N, 

126.99E
0.55

1956/8/1
~ 1959/7/31

827.5 11.44 0.39

2 2
37.54N, 

127.13E
0.27

1969/8/1
~ 1970/7/31

708.29 11.13 0.52

4 2
37.51N, 

127.02E
0.09

1962/8/1
~ 1964/7/31

620.63 10.87 0.64

4 3
37.66N, 

127.02E
0.42

1978/8/1
~ 1981/7/31

73.01 9.91 0.89



507서울시 R&D 산업체의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Audretsch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위치 

및 개수가 연구 인력 및 기술 정보의 수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은 대학 개수 

및 석박사 소지자 비율이 높아 R&D 산업체의 입

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내에

서는 연구 인력이 많은 대학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교통 및 통신망도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자

치구 간 정보 및 고급인력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

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의 시공

간 R&D 클러스터는 서울 내 모든 지역이 적합하

다고 판단되므로, 실제로 특정 자치구에 집중 발

견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9는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클러스

터 위치이다. 발견된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은 유의

미한 시공간 클러스터를 가지므로 위치의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지도의 의미는 서초 4동을 중심

으로 반경 2km에 위치한 산업체가 속한 행정동들

이 1988년 8월 1일부터 1994년 7월 31일까지 약 6
년간 시공간적 연관을 가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은 유의미한 시공간 클러스

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기에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시공간 클러스터가 발견된 이유

는 기반이 되는 유기적 연계 산업의 존재와 빠르

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한국의 의복산업은 70년대에 국가 경제의 수

출 효자산업으로 불리던 섬유산업을 기반으로 쉽

게 확산될 수 있었다. 또한 이후 88년 서울 올림픽

의 개최와 해외여행자율화가 80년 후반~90년대

의 패션문화산업을 성장시켰으며, 이는 신생 섬유 

및 의복 제조업체의 수적 증가에 기여하였다. 또

한 당시의 강남구일대는 패션 트렌드의 중심지로, 

다양한 컨셉 및 고급 브랜드의 매장과 패션교육기

관이 급성장한 지역이었다(김영인, 2008). 이처럼 

패션에 민감한 지역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섬유 

및 의복 제조업체도 함께 등장한 것으로 추측된

다. 

시공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한 서울의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 군집패턴은 서로 다

그림 8. R&D의 탐색된 1차 군집 위치(p값: 0.42) 

시간 시간

1992/11/18 ─

1987/11/19 ─ 1994/7/31 ─

1988/8/1 ─

그림 9.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탐색된 1차 클러스터 

위치(p값: 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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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과를 나타냈다. R&D는 서울에서 시공간 클

러스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위도시

이며 정보 및 교통 통신이 우수한 서울이라는 도

시와 인력과 정보력이 중요한 R&D 산업의 조건

이 잘 부합했기 때문이다. 즉, 타 시도에 비해 서

울 내부에서는 R&D 산업의 입지 조건을 어느 정

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은 80년대 후반 서울의 강남일대에서 시공

간 클러스터가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시대의 흐

름과 산업의 고도화과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

다. 특히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한 패션의 성장은 

연계산업인 섬유 및 의복 제조업체의 수를 증가시

킨 원인이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1951~2010년 사이에 발생한 서울의 

신생 R&D 산업체의 공간 및 시간 클러스터와 시

공간 클러스터를 비교하기 위해, 적절한 공간통

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사용된 

공간통계기법은 공간 클러스터 발견을 위한 K-함

수, 시공간 클러스터 발견을 위한 시공간 K-함수

와 시공간 스캔통계이다. 또한 성질이 다른 섬유 

및 의복 제조업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R&D 고유의 공간 및 시간, 시공간적 특징을 살펴

보기 위함이다.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다양한 클러스

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은 각각 유의

미한 공간 클러스터를 발견했으며, R&D의 경우 

최대 클러스터 범위 3475m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연구지역에 위치한 두 산업체 간 공간

적 상호작용은 근거리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는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흐름을 동

시에 고려한 시공간 클러스터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간에 따른 R&D의 신설 과정은 이

미 존재하는 R&D의 공간적 위치와 독립적이었

다. 한편,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은 유의미한 1차 클

러스터(서초 4동 일대)를 발견했으며, 이는 공간

적,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볼 수 있었다. 

셋째, 앞선 공간 분석과 시공간 분석 결과,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상이한 분포 패턴

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고정된 시간의 

공간 분석에서는 R&D와 섬유 및 의복 제조업 모

두 클러스터를 발견하였지만, 산업체의 성장과정

이나 고유한 특색을 추론할 수는 없었다. 이후 이

를 보안한 시공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R&D 산

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 분포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는 R&D와 같이 특정 시기에 급성장한 산업이

나 시대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산업을 분석

할 때는 공간 클러스터 분석방법보다 시공간 클러

스터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주제인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신생 산업체의 집중

을 분석하여, 현실에 적합한 클러스터의 성장 혹

은 쇠퇴를 예측하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

진다. 또한 성격이 다른 R&D와 섬유 및 의복 제

조업의 시공간 클러스터의 비교는 각 산업의 지리

적 입지 특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R&D의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결과, 2000
년대 신생 산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는 특정 공간

의 집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의 시공간적 분포는 특별한 강경책 및 유인

책이 없는 한 클러스터의 형태로 집적하지 않으

며, 이로인해 집적이익을 추구하는 산업군에도 해

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섬유 및 의복 제

조업은 성장했던 과거의 시공간 클러스터를 발견

했으며, 집적이익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R&D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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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산업체 별로 상이한 시공간 패턴의 결

과는 향후 정부의 산업 입지 정책에 의미있는 제

안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R&D의 입지유형은 입지자유형에 속하며, 

이들 산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정책은 집단적

인 지원보다 개별 산업체의 특성에 맞는 1:1 지원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시공간 클러스터가 나타나

는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입지유형은 발견된 1차 

클러스터의 위치와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지

향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섬유 및 의복 제조

업 클러스터를 위한 정부의 성장정책은 관련 인프

라 지원, 비용절감을 위한 전후방 연계산업의 집

적 유도 정책, 다양한 시장 홍보로 인한 심리적 거

리의 축소 등 탐색된 1차 클러스터 중심의 집적 이

익을 창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부분은 연구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다 정

확한 산업 클러스터 연구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생 산업체의 등장뿐 아니라 확장한 기존 

산업체, 중도 폐업한 산업체까지 모두 결합한 시

공간 상호작용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생 산

업체의 등장 개수는 산업의 성장과 쇠퇴의 지표가 

되지만, 산업의 수명주기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예를들어 어떤 산업의 신생 산업

체와 폐업한 산업체가 모두 많으면, 짧은 수명주

기를 가진 산업임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산업체의 시공간 집중이 나

타나는 지역은 산업의 특화, 관련 고용자의 흡입 

등을 이유로 지역생산성이 클 것이라 유추하였다. 

그러나 신생 산업체가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라 하

더라도 산업체의 규모가 모두 작다면, 지역경제성

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신생 산업

체가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규모 및 생산성이 

큰 산업체인 경우, 지역소득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는 

산업체의 크기를 모두 같은 포인트 데이터로 표현

하여, 산업체의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

주

1) 집적경제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동일한 지역에 집

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의미한다(O’Sullivan and 

Unwin, 2003).

2)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은 어떠한 공간에서 발생

하는 행위가 제 3의 공간에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

를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Krugman과 Fujita 등 많은 연구자들은 지식외

부효과(knowledge spillover effect)에 의해 공간외부성이 발

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한정된 공간 내에 있는 경제주체

들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암묵적 지식이 공유되고 이는 공

간적 외부성을 창출하여 혁신 및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Fujita et al., 1999).

3)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

al)」 에 따라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인문학, 사회과학분야

로 나눈 후,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

를 대상으로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한 자계식(自計式) 조사로 

수집하였다(이정재 외 2명, 2010). 

4)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8일 제9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7-53호),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UN 국제

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되었다(통계청, 2008).

5) R은 Ross Ihaka와 Robert Gentleman에 의해 만들어졌으

며, www.r-projecto.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6) SaTScan은 Kulldorff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스캔 통계기법

을 사용하여 공간, 시간, 시공간 클러스터를 분석하는 프

로그램이다. 이것은 www.satscan.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7) 여기서 n은 사건의 관측개수이다.   

8) cA는 원통  A 속 사건의 관측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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