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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반월신공업도시의 형성, 그 중에서도 반월공단의 조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의 산업단지 조성이 수도권 규제 정책과 어떤 연관을 갖고 진행
되었는가에 대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반월공단 관련 기록물을 분
석하였다. 당시 수도권의 과밀에서 기인하는 외부불경제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적 강제에 입각
한 인구 및 기업 분산정책이 수립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반월신공업도시의 구상 및
반월공단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서둘러 시작된 반월공단 조성은 초기부터 차질을 빚
었고,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이 표류함에 따라 본래의 목표를 상실하였다.
<주제어> 반월공단, 수도권 규제, 산업단지.

Ⅰ. 서 론
한국의 산업발전과 기업성장 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이 큰 역할을 하였
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이정록, 2002; 이상철, 2008; 2012; 박영구,
2009; 김성권ㆍ이우배, 2009; 김동완ㆍ김민호, 2014). 특히 한국의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하반기 현재 43개로 전국의 산업단지 숫자의 3.7%에 불과하지만, 입주기업체
수의 52% 그리고 생산액의 55%를 차지하여(한국산업단지공단, 2017, 72-73), 제조업
생산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60~70년대에는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중
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곳에 국가산업단지가 건설되었고, 이러한 산업단지의
*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3S1A3A2054223).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sclee@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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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당시 해당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조성된 모든 산업단지가 수출 및 특정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조
성된 것은 아니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가 서울로 집중하는 가운데, 도심의
혼잡과 이에 따른 공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홍권표, 2018, 4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인구의 지방이전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안보
위협 속에서 서울의 밀집된 인구를 남쪽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정치ㆍ군사적 요청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 속에서 구상된 것이 반월신공업도시와 반월국가산업단지
(이하 반월공단)였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의 산업단지의 변천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출이나 중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와는 다른 성격의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규제 정책의 형성과 함께 조성된 반월공단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이 시기 산업발전에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단지
의 조성이 다시 수도권 규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들 정책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반월공단의 조성 배경과 발전과정 등에 관해서는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1993)
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공단사의 특성에 맞게 시기 순에 따라 반월공단의 형성 및
성장 과정을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요 참고문헌으로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반월신공업도시의 형성, 그 중에서도 반월공단의 조성과정이 당시의 수도
권 규제 정책과 어떤 연관을 갖고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서부지역공업
단지관리공단(1993)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책결정의 이면, 즉
주요 정책담당 부서인 건설부와 상공부, 그리고 청와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반월
공단의 초기 모습을 만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반월공단 관련 기록물을 이용하고, 각종 신문기사
와 관보를 참조하였다.
이하에서는 반월공단 착공의 배경이 되었던 수도권 규제 정책의 대두, 그리고 이러
한 규제정책에 영향 받아 반월공단의 초기 조성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
다. 특히 착공 당시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 반월공단 조성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각종 공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 한다.

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대두와 신공업도시의 모색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가속화되었다.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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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안)’이 의결되었다(총무처,
1964). 이는 대도시의 산업 및 사회 시설, 그리고 행정기구의 집중을 막고, 생활근거를
지방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주요 내용은 영세민의 도시집
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관공서의 지
방이전, 대도시 내 교육시설의 확장억제 및 지방유치, 복지시설의 지방유치, 전원도시
및 신산업개발도시의 배치계획, 농토의 개간의 적극적 확장, 대도시 내 공장시설 확장
억제, 세제의 균등화1)를 통한 영세민의 대도시 유입 방지, 농촌공업의 유치 및 조장,
구호대책의 농촌치중과 대도시 영세민에 대한 구호우선권 일체중지 등과 같은 20개의
세부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대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이 지은 무허가 판잣집은
1964년 당시 서울에서만 52,543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대구와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경
제기획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비정상적 주택은 267,275호에 달하였는데, 그 중에
서 판잣집 129,825호, 토막집 44,405호, 천막집 13,055호, 기타 43,810호 그리고 미
상 36,180호였다(경향신문, 1964.11.18.). 결국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안)’은 대도시
로 이주하여 무허가 비정상적 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의 지방 이주를 목적으로 고안
된 것으로서,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구과밀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정책이 언급되기 시작
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였다. 1969년 4월 14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3월에 실시되
었던 을지도상연습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회가 끝난 후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권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인구집중을 통제하는 법의 제정을 고려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경향신
문 1969.4.14.). 5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정비 및 인구정책 등을 연
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의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를 설치
하기로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ㆍ국방부ㆍ상공부ㆍ
건설부 장관과 법제처장 그리고 장관급의 대통령비서관 1명,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
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였다(동아일보, 1969.5.23.).
이에 1969년 8월 김윤기 무임소장관실에서 ‘우리나라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안’을
작성하여 8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여기서는 ① 산업ㆍ교육ㆍ공공
시설의 지방 분산을 위한 지역개발촉진법, 지방도시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입
법, ② 대도시 내 공해방지법 위반 공장의 지방 이전, ③ 지방공장의 서울주재 본사를
공장현지로 이전, ④ 지방은행 대출권 확대, ⑤ 사회간접자본의 지방 우선투자로 이동
방지 및 위성도시 조성 촉진 등과 같은 대책이 제시되었다(경향신문, 1964.9.23.).
1) 세제 균등화의 구체적 내용은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영세민에게도 과세를 법제화함으로써 영세민
의 대도시 유입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64.9.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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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70년 1월 30일 청와대 정무비서실은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심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법률개정 문제 등을 심의토록 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관서로 대폭 이양하
고, 농림부ㆍ상공부ㆍ문교부ㆍ보사부ㆍ법무부ㆍ체신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을 한강 이남
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에서의 공업시설을 억제하는 입법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였던 것
이다(동아일보, 1970.1.30.).
이 ‘기본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제시한 세부계획안을 종합하여 ‘수도권인구의 과밀집
중억제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9월 25일 건설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서
울도심의 공장건설을 억제하고 법을 위반한 공해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전시킨다는 방침
을 정하고, 도심지 건물 신축이나 증축에 새로운 건축세를 부과하고 수도권공장의 지방
이전에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특전을 주도록 하였던 것이다(동아일보, 1970.9.26.).
그렇지만 서울의 인구는 늘어만 갔다. 1975년 4월 서울시위촉교수단이 발표한 ‘수
도권 인구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974년 10월말 현재 서울 인구는
개발예상면적을 포함한 주거가능면적과 도시시설 및 재정규모를 감안한 인구적정한계
선인 650만 명을 초과한 654만 1천 5백 명에 달하였고, 1981년이 되면 서울 인구는
7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동아일보, 1975.4.17.).
한편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업 기업의 지방
분산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도심지 주택지
역에 있는 공장과 사업장을 서울의 변두리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경향
신문, 1966.3.2.). 서울시가 1976년 8월 한 달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48개 공해업
소가 소재하고 이 중 62%인 1,744개소가 주거지역에 소재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 외에도 13%는 분진, 7.9%는 폐수, 7.4%는 유독성 가스를 그리고 7.9%는
매연을 발생시키고 있었다(경향신문, 1967.9.6.).
그렇지만 서울 시내의 공해업소를 변두리로 이전하는 서울시의 계획은 중앙정부의
공장 지방 분산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변모를 겪게 된다. 중앙정부가 공장의 지방 이전
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시내 신설공장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중과하기 시작하였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 역시 서울 외부 지역으로 공해업소를 이전하는 것으
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서울 소재 이들 공해업소를 이전할 수 있는 서울
외부의 공업단지는 이미 공장이 입지해 있어서 1973년 당시 5,227개로 추정되었던 공
해업소를 이전시킬 수 있는 빈 단지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매일경제, 1973.9.27.).
1975년부터는 안보적 관점에서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서울시에 대한 연두순시에서도 국가안보적인 차
원에서 수도권 인구 억제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 88 -

이상철

수도권 규제정책의 대두와 반월공단의 초기 형성

1975년 8월에 서울시청을 비롯하여 사법기관과 국영기업체등 112개 기관을 강남 또
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인구억제시안’을 마련하여 경제차관
회의에 보고하기도 했지만, 이의 구체적인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2월 18일 서울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수도 서울은
적의 지상포화가 닿을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장기적인 안목의
인구 억제책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수도권의 인
구억제책은 정부의 종합정책으로 제1무임소장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한
편 “일단 확정된 억제방침은 조령모개 식으로 바꾸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경향신문, 1976.2.20.).
특히 1976년 7월 21일 개최된 월간 경제동향 보고에서 박대통령은 “수도권 내에
1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갖춘 신공업도시 후보지를 두 군데 골라서 신도시를 건설
하라”고 당시 김재규 건설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1993,
127). 결국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하였던 수도권 인구 억제책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 내 공업단지로 서울 소재 공장을 이전시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Ⅲ. 반월신공업도시 구상과 공업단지 조성
1. 반월신공업도시 구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건설부는 인구 20만 규모의 신도시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
하였다. 100만평 규모의 공업용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종업원은 약 3만 명이 되고, 이
숫자에 공업입지 원단위 6.51을 곱하면 195,000명의 도시인구가 계산되었기 때문이
다. 도상(圖上)작업이 선행되었고, 이후 현장답사가 이루어졌다. 답사를 통해 물색된 반
월, 발안, 조암, 그리고 안중의 4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비교가 이루어졌다. 1976년 8
월 18일 개최된 중간보고에서는 반월이 입지조건은 우수하지만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역 중
에서 안중을 개발예정지로 결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렇지만 이날 보고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반월을 일단 후보지로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반월을
잠정적 후보로 정하게 된다. 반월을 후보로 정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가장 결정
적이었다는 것이다(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1993, 132). 이처럼 신도시의 규모뿐만
아니라 입지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최종 결정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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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수도권 내 인구분산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겠다. 남쪽에 서울과 1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여 보고하라”(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1993, 133)면서, 임시행정수도건설후
보지를 골라 보고하라는 지시를 처음으로 하게 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977년 2월 10일 서울시를 연두 순시하는 자리에서 구자춘 시
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서울에서 고속도로나 전철로 1시간 정도 닿을 수 있
는 곳에 임시행정수도를 만들 것을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행정의 근본문제는 인구집중억제”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경향신문, 1977.2.10.).
1976년 10월 2일 김재규 건설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지역에 인구 20만
명 규모의 새로운 공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
을 발표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76.10.2., 1). 이 날 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제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인 1977-81년 동안 4,1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1,300만 평 규모의
반월신공업도시를 건설하도록 계획되었고, 이 중에 공업단지 면적은 100만 평에 달하
였다. 그는 필요한 용지는 전면 매수할 계획이며, 서울에서 이전될 4~5백 개의 공해공
장들을 우선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인구 20만 명 중 80%를 서울에서 이
전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 계획이 수도권 인구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
혔다.
이어서 공개된 “반월신공업도시 종합계획(Master Plan)”에 따르면, 이 계획의 기본
목표는 ‘수도 서울로부터 독립된 위치(35km 거리)에 20만 규모의 자체완결도시’를 건
설함으로써, 서울의 소산(疏散)공장을 수용하고, 서울의 인구 소산 및 주택문제 해결의
일익을 담당하며, 나아가 서해안 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흡
수하는 것이었다(김부식, 1977). 또 이 계획에서는 도시의 성격을 경공업을 주축으로
한 신산업도시로 규정함으로써 공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지만, 서비스업과 도시시설
을 구비하여 자립자활의 자기완결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교
육ㆍ연구 시설과 종합운동장ㆍ종합병원ㆍ도서관ㆍ음악당 등의 문화ㆍ후생 시설뿐만 아
니라, 총 3,987,000㎡(1인당 19.9 ㎡)의 29개 공원을 배치함으로써 공원ㆍ녹지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2. 착공과 공업단지 관리기구의 출범
반월신공업도시 착공식은 1977년 3월 30일 최규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반월
2리 현장에서 거행되었다. 착공식 이후 반월공업도시를 지정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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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정부는 1977년 4월 22일 건설부고시
제73호를 통해,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및 시흥군 수암면, 그리고 군자면의 일부 지역
57.85㎢(1,750만 평)를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관보, 1977.4.
26.).2) 또 6월 18일에는 ‘반월특수지역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관보, 1977.6.
23.).3)
공업단지를 포함한 신도시 건설 사업의 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공사였다. 당시 ‘산업
기지개발촉진법’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다음 단지 내의 토지와 시설을 관리할 자에
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업단지의 분양 요령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를
관리할 기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더욱이 반월신공업도시의 경우 한국 최
초로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의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일
단 주택용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한 다음 이를 민간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이었
다. 따라서 분양 대금이 적절히 회수되지 않으면 이후의 재투자에 필요한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공업단지의 분양실적이 건설사업을 좌우하는 당면과제”(서
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1993, 224)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전할 공장을 선정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1977년 2월 21일 개최된 제5차 경제장관 협의회에서는 이전 대상 공장의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전 공장 선정 사전심사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구
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실무위원회는 건설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부 도시국
장, 상공부 공업기획국장,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국장, 서울시 산업국장, 경기도 부지사,
산업기지개발공사 이사, 중소기업협동조합 부회장을 위원으로 하였다(건설부, 1977a).
당초 건설부는 실무위원회가 입주업체의 선정 및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후 관리 기구를 경기도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 1993, 225). 그렇지만 개발 초기부터 효율적인 입주업체 선정이 중요한 이
슈로 대두되고 있었으므로, 상공부는 분양 업무의 창구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상공
부는 1977년 5월 20일 발표된 “반월공업도시 이전업체 선정 및 동관리운영 대책”에서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에 의거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며, 1977년 6월초
에 이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5월 중에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이 자료에 첨부된 “반월신공업도시 입주업체 선정 실무위
원회 운영요령”(건설부, 1977b)에서는 위원장을 상공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상

2) 같은 날 구미공업기지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두 곳 모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
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3) 1977년 3월 28일자 건설부고시 제53호의 ‘신반월도시계획구역’ 고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것
이었다.

- 91 -

｢경영사연구｣ 제33집 제2호(통권 86호)

2018. 5. 31, pp. 85~104.

공부 경공업차관보로 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안도 제안하였다. 결국 5월 20일 이후 입주
업체 선정 관련 업무는 상공부가 주도하게 되었다.
1977년 8월 20일 개최된 제2회 신공업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반월공업단
지 관리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날 회의 이후 제출된 ‘반월공업단지
관리대책’(건설부, 1977c)에서는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에 반월공단을 추가하고, 반월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안이 의결되었다
고 기재하고 있다. 특히 반월관리공단을 연내에 설립하고, 이 문제를 경제기획원과 실
무협의 하기로 하였다.
이후 10월 12일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반월공업단지가 ‘공업단지관
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로 추가 지정되었다(관보, 1977.10.12.). 또 1977년 11월 2
일에는 반월공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반월공단의 분양 및 관리 업무는
상공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반월공업단지관리공단 이외의 정부직할 관리공단으로
는 한국수출산업공단, 구미수출산업공단, 창원기계공업공단, 그리고 울산석유화학지원
공단이 있었다.

Ⅳ. 공장 이전
1. 이전 대상 업체 조사
반월공단으로 이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울 소재 이전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1977년 2월
21일 경제장관협의회에 제출되었다(건설부, 1977a). 이 조사에 따르면, 1976년 10월
말 현재 서울 소재 공장은 총 5,988개로, 업종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았다.
또 이들 공장 중에서 68.9%에 해당하는 4,123개 공장이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 및
상업 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와 같은 비공업지역에 입지해 있었고, 특히 주거지역에 입
지한 공장수가 3,142개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공장 중 이전대상공장은 총 1,150개로 전체 공장수의 19.2%
에 달하였다. 업종별로 본다면, 섬유 248개, 종이 및 인쇄 239개, 조립금속기계 184
개, 그리고 화학 127개의 순이었다. 주로 분진, 소음, 폐수, 매연, 중금속 등의 공해 배
출 업체들이었다.
한편 반월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되었다.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6개 시(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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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사한 결과, 945개 업체가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1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 약 80명에, 기존 공장의 평균 대지면적 약 980평 정도의 중소기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1> 서울소재 업종별 공장 현황(1976년 10월 현재)
구분

공장수(개)

비중(%)

식료품

253

4.2

섬유

1,114

18.6

제재ㆍ가구

241

4.0

지류ㆍ인쇄

750

12.5

고무ㆍ플라스틱

984

16.4

비금속

153

2.6

1차금속

208

3.5

금속

1,578

26.4

기타

707

11.8

합계

5,988

100.0

출처：건설부(1977a, 24)

2.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과 공업배치법
1977년 3월 7일 정부는 매년 3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서울의 인구를 1986년까지
현재의 7백만 명 선으로 묶어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을 발
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공장신축 및 증축, 교육기관의 확장 및 지방학생의
서울전입,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을 철저히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이나 인구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고, 공해
공장의 이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 기존 공단 내의 과다 토지를
환수하여, 이를 이전하는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서울 인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였다.
제1무임소장관실이 마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 이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산업시설재배치법안’과 ‘수도권정비법안’은 상공부와 건설부에서 각각 맡아 성
안키로 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77.3.8.).4)
4) ‘산업시설재배치법안’은 ‘공업배치법’이란 이름으로 1977년 12월 제정되고 1979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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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의 인구는 1986년까지 430만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서
울의 인구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서울 전입을 차단하고 서울로
부터 전출시키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였다. 우선 430만 명의 인구를 앞으로 건설
될 행정수도에 50만 명, 반월공업도시에 20만 명, 남부지역 거점 도시권에 260만 명,
중화학기지 및 중소도시에 1백만 명씩을 각각 재배치토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업배치법’을 통해 공해업체를 서울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의 중과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되었다. 또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78.1.24.).
‘공업배치법’에서는 전 국토를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이전촉진지역(서울시와 강북수
도권), 공장의 신ㆍ증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제한정비지역(부산ㆍ인천ㆍ수원 등 5개
시와 시흥군 등 6개 군), 그리고 공장의 유치 및 고용의 증대가 필요한 유치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에 앞서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상공부장관은 이전촉진지역에
서 이전해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이전을 명할 수 있었다. 다만 건축면적 100㎡ 이하
또는 종업원 4인 이하의 소규모 공장과 직물 의복ㆍ빵ㆍ목재가구 제조업 등 36개 업종
의 도시형공장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즉 예외가 인정되는 이들 36개 업종 이
외의 공장 입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시작되었다.

3. 공장 이전 대상 업체 선정
선정실무위원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1977년 9월에 ‘반월공업단지 이
전업체 선정요령’이 공고되었다.5) 이에 따르면, 입주 신청 대상은 서울시 또는 경기도
6개 시(수원, 인천, 부천, 안양, 성남, 의정부)의 비공업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이나 공
업지역 소재 공해업체 중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체로 국한하
였다. 또 입주순위는 경합이 있을 경우, 서울시 특히 강북지역 소재 공장, 공해업체, 그
리고 근로자 주택공급계획이 있는 업체의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선정방법과 관련
해서는 이전 대상 연도 2년 전에 일괄 접수하여 일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공고 5일 후부터 15일간 신청을 접수 받고, 이를 기초로 11월말까지 이전업체를 선정
할 계획이었다.
되었지만, ‘수도권정비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이름으로 1982년 12월이 되어서야 제정되
었다.
5) 상공부공고 제77-134호로 공고되었다(관보, 19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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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신청을 접수한 결과, 1978년과 1979년 이전신청을 한 업체 수는 각각 389개
및 151개로 합계 540개였다. 이런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일
찍이 건설부가 수행했던 수요조사에서는 반월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의 수가 945개에
달했기 때문이다.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분양가능면적 66.9만 평의 2.5배에 달하는 164.6만 평이
신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투기 목적의 과다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 면적의 일정 배율로 분양 토지
면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한 업체당 분양면적은 최대 5,000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또 용수절약형 업체나 자기자금 비율이 높은 업체 등 선
정 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특히 용수부족 문제는 반월공단 조성 초기에 입주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당초 팔당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용수를 공급받도록 했
지만,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1980년 말까지는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977년 10월 27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관계기관실무자 회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수공급 문제였다.6) 청와대 경제제1 이진설 비서관이 주재한 이 회의
에는 건설부 도시정책과장, 경제기획원 건설예산담당관, 상공부 공업입지과장 등이 참
석하였다. 회의 결과, 건설부가 상공부 및 산업기지개발공사와 협조하여 1978년도 입
주공장에 대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하였고, 상공부는
용수 수요가 적은 업종을 성정하고 입주 시기 등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
였다(건설부, 1977d, 237).
그렇지만 서울시로부터 이전명령을 받은 공해업체 중에서 염색, 화학, 도금, 그리고
주물 등의 업체는 용수 다소비 업종이었기 때문에, 반월정수장이 통수되는 1980년 이
전까지는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건설부, 1977e, 257-260).
결국 1978년 5월 16일 개최된 선정실무위원회에서 297개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1978-9년 가동이 예상되는 업체는 122개사였다. 왜냐하면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주로 섬유와 조립금속 업종으로 국한된 이들 122개사만이 원활한 가동이 가능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122개 업체들조차 실제 계약실적은 저조하였다, 122개 사 중 1978
6) 회의에서 청와대는 용수 문제 이외에도 전력, 통신 및 교통 문제, 그리고 의료 시설 등 각종 현안
을 점검하였고,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는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부과하였다. 또 청
와대는, 본장 3절 말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연차별 공장선정원칙과 관련
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독려하였다. 또 청와대가 주도하여,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를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기업들의 반월공단 내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건
설부, 1978, 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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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14일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 수는 16개에 불과하였다. 이에 1차 계약만료
기한을 9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하여 상공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로 하여금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
주대상 이전업체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978년 12월말까지 182개 업
체가 추가신청을 하였고, 68개 사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392개 이전대상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서 입주계약을 맺은 업체는 152개로 선정된
전체 대상업체 수의 38.8%에 불과하였다.
신청이 저조하여 선정 절차가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상 연도 2년 전에 일괄 접수하여 일괄 선정한다는 선정 원칙을 유지하기도 어려
워졌다.
1978년부터 5년 동안 1,000개의 공장을 선정하여 반월공단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1978년부터 3개년에 걸쳐 각각 360개,
300개, 340개의 공장을 선정하고, 이들 공장이 1978년부터 5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가동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표 2> 연차별 선정, 입주 및 가동 계획
(단위：개사)

1978년

1979년

1980년

공장선정

360

300

340

가동공장

20

40

300

1981년

1982년

합계
1,000

300

340

1,000

출처：대통령비서실(1978)

이러한 계획에 기초하여 청와대에서는 입주 대상 업체를 2년 전에 선정하여 통보한
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사전에 입주업체가 선정되어야 서울
시 등에서 공장이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건설부, 1978, 86). 하
지만 1979년 3월 22일자 상공부공고 제79-35호에서는 “2년 전 선정 통보 원칙”이 삭
제된 채로 ‘반월공업단지이전업체선정요령’이 공고된다(관보, 1979.3.22.). 결국 1980
년부터는 입주대상업체에 대한 연도별 입주구분 자체가 폐지되었다.

4. 공장 가동과 위기
1979년이 되면 6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80년부터 시작된 불황으
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전을 신청하였던 기업들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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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은 위축되고 있었다. 더구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14일 인천 남
동 폐염전 지역에 1981~3년 2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
다. 이에 따르면 서울소재 3,151개 공장이 이전될 예정이었다(경향신문, 1980.7.14.,
1). 남동공단이 공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반월공단의 유력한 경쟁자로 대두하였던 것
이다.
이에 따라 1980년이 되면, <표 3>에서와 같이, 입주계약 31건보다 해약건수가 더
많아서 순입주계약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이미 입주한 업체 중에
서 4개 업체가 휴업하기도 하였다(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1993, 317).
<표 3> 반월공단 입주 및 가동 현황(1979~81년)

가동계획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계

20

40

300

300

640

60

70

72

202

159

-3

49

358

가동실적
입주계약

(단위：개사)

153

출처：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1993, 364).

반월공단의 입주가 저조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지
만, 문제는 국내의 여타 공단보다 반월공단이 높은 미분양율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었
다. 반월공단이 여타 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착공이 늦었던 것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표 4>에서와 같이 60%를 초과하는 높은 미분양율은 반월공단으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표 4> 공단별 공업용지 분양 상황(1980년 4월말 현재)
총면적

분양가능면적(A)

분양면적

미분양면적(B)

(단위：천 평)

미분양율(B/A)

마산자유지역

260

177

174

3

1.7%

이리자유지역

96

88

57

31

35.2%

한국

1,156

890

890

-

0.0%

반월

4,696

1,910

749

1,161

60.8%

이리

335

258

253

5

1.9%

여천

6,010

4,826

2,917

1,909

39.6%

구미

5,505

4,369

3,061

1,308

29.9%

창원

8,513

6,683

4,155

2,528

37.8%

- 97 -

｢경영사연구｣ 제33집 제2호(통권 86호)

총면적

2018. 5. 31, pp. 85~104.

분양가능면적(A)

분양면적

미분양면적(B)

미분양율(B/A)

온산

5,419

3,837

1,641

2,196

57.2%

지방공단11개

8,012

6,238

4,862

1,376

22.1%

계

40,002

29,276

18,759

10,517

35.9%

출처：경향신문(1980.6.20., 2).

이에 따라 공장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서부지역공업단
지관리공단, 1993, 329-338).
우선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저리융자(3년 이내 21%,
3~8년 연 22%) 운용한도액을 기존의 1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이전자금 융자조건도 완화하여, 융자기준금을 확대하고, 대출비율도 인상하였다. 또 일
반대출 금리 및 연체료율도 인하하였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동결하였다. 1981년과 1982년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1980년 수
준으로 동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입주유치활동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단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 수시접수체제를
마련하였고, 입주안내서 등의 홍보물을 대량으로 제작ㆍ배포하였다.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였고, 상공부ㆍ서울시ㆍ경기도ㆍ대한상의ㆍ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입주유치활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나아가 중요한 위협요인이었던 남동공단 조성이 연기되었다. 1981년 5월 21일 개최
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남동공단 조성은 반월공단 입주가 모두 끝난 이후에 다시 재론
키로 결정하였던 것이다(매일경제신문, 1981.5.23., 1).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조치는 반월공업단지 이전공장 입주요령을 개정한 것이었다.
1981년 2월 상공부공고 81-18호로 공고된 새로운 입주요령에서는, 우선 입주대상 공
장의 범위를 제한하던 기존의 규정이 완화되었다(관보, 1981.2.14.). 즉 중소기업 규정
이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도 반월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부지매
입한도도 철폐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분양면적을 최고 5,000평으로 제한하였지만, 이
규정도 철폐되었다. 나아가 입주대상 업종 제한도 철폐되었다. 당초 조립금속기계, 1차
금속, 화학, 섬유 및 염색업종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제조업 전체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입주대상공장 소재지도 기존 서울시 및 경기도 6개 도시에서 ‘공업배치법에서’의 이전
촉진지역 전체 지역과 경기도 수원ㆍ인천ㆍ부천ㆍ안양ㆍ성남 소재 기업으로 확대하였
다. 이전촉진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 북부지역이므로, 의정부시가 포함된 경기북부지역
전체가 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것이었다. 또 입주공장 선정의 우선순위에서‘입주기일이
빠른 공장’을 제1순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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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82년 3월에는 상공부고시 제82-9호를 통해 더욱 더 완화된 입주요령을 발
표하였다. 입주대상공장 소재지에 경기도 내 제한정비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광명, 시흥, 용인, 양평, 광주, 김포 소재 공장도 이전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각종 조치들에 힘입어 1985년까지 4년 동안에 반월공단 공장용지의 대부분
이 분양 완료될 수 있었다(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1993, 339).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입주 조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원래 반월
공단 건설을 계획할 당초의 목적과는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Ⅴ. 반월공단 초기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신공업도시 건설은 신도시의
규모뿐만 아니라 입지도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서둘러 수립된 공단
조성 계획은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었다. 계획에 따르면, 1977년에 용지를 매수하여
공업단지 40만평과 주거단지 10만평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사업비 100억
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아, 한은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타당성 조사
나 경제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1978년 이후 계획 수정을 연동계획(rolling plan)에
반영키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공사진행에 따라 각 부처 소관 투자사업의 상당한 수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혼선에 대해서는 공단 관
리주체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
“건설계획의 수립자체가 충분한 검토나 협의를 거치기보다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공장이전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급작스럽게 추진”(서부지역공업단
지관리공단, 1993, 241)
반월공단 조성 초기에 입주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던 용수부족 문제 역
시 성급하게 추진되었던 반월공단 조성계획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반월신공업도시는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1977)에 따라 기획된 것이었다. 행정
수도, 중화학기지, 남부지역 도시 등과 더불어 반월은 서울로부터 배출되는 430만 명
의 인구를 수용하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고안되었다. 이처럼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
획은 군사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유기적 관련을 갖도록 짜
여 있었다. 특히 반월은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행정적 규제에 기반하여 서울 소재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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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도권 인구 전출 수단들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행정수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었다. 더욱이 수도권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목표 인구를 둘러싼 각 기관의
입장이 달랐다.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에서는 1986년까지 서울의 인구를 7백만 명
수준으로 묶는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건설부는 어떠한 억제정책을 쓰더라도 930만
명 이하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서울시는 오히려 1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상정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매일경제신문, 1979.5.17., 3).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공업배치법’은 정부의 강제와
행정명령을 통한 공장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공업배치법’에 따르면, 이
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는 관계기관에 전기ㆍ전화ㆍ수도의 설치
및 공급 중지, 나아가 사업에 관한 허가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강제에
의한 공장 이전의 성과는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7월 상공부는 이전
촉진지역 내에 있는 12,533개 공장 가운데 6,106개 공장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시킨다
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이전 대상 공장을 3,880개로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1981.7.15., 5). 정부의 규제완화는 계속 되었다. 1981년 12월 ‘공업배치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예외를 인정한 도시형 공장의 업종 수를 36개에서 146
개로 확대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81.12.9., 3). 이후 수도권 입지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는데, 예를 들어 1985년 6월 개정된 ‘공업배치법시행령’에서는 인구집중유발
시설로 분류되는 공장 규모를 상시종업원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이
로 인해 수도권 내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 권역에 입주해 있으면서 1985년 말까지 이전
명령을 받은 7,400여 개 영세업체 중에서 4,400여 개 업체가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사후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
고, 기본계획의 틀이 변화함에 따라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은 표류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Ⅵ. 결 론
“도시”는 경제주체들의 공간적 집중(spatial concentration)으로 정의된다(O’Sullivan,
2003). 이처럼 경제주체들이 특정 지역 내에 집중하여 모이게 되면, 혼잡, 교통체증,
공해, 범죄가 증가하고, 지대 및 임금이 상승하는 등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
도권의 과밀 문제를 바라보는 1970년대 당시의 시각은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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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주체들의 공간적 집중을 통한 군집(cluster)은 기
업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적(agglomeration)의 경제를 통해 지식의 확산과 혁
신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Tabuchi & Yoshida, 2000).
1970년대 한국은 수도권의 과밀에서 기인하는 외부불경제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적 강제에 입각한 인구 및 기업 분산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
였다. 특히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ㆍ군사적 고려는 이러한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월신공업도시가 구상되고 반월공단
이 조성되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마련된 반월공단 건설 계획은 조성 초기부터
차질을 빚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
과 연동되어 추진되었던 반월공단 건설 계획은 1979년 말 이후 본래의 목표를 상실하
게 되었다. 특히 1980년부터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조한 분양을 만회하기 위
해 이루어진 일련의 입주조건 완화 조치는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1960~70년대 정부 주도 아래 건설이 추진되었던 공업단지의 대부분은 수출 확대와
중화학공업화를 목표로 하였다. 반월공단은 이러한 정책 목표와는 결을 달리하는 공단
조성의 사례이다. 이 시기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입주 기업의 경영성과,
나아가 이후 한국 공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
하다.
대도시에 입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소위 공해업체의 강제 이전을 위해 의도
적으로 조성된 반월공단 내의 제조업 활동은 이 후 시화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시흥시
와 안산시에 걸친 수도권의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로 성장하였다. 이 지역에 집적된 기
업들이 어떻게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었는지는
별도의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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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the Metropolitan Regulatory Policy and the
Initial Formation of the Banwol Industrial Complex
7)

Sang-Cheol Lee*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ation of the Banwol new industrial city, especially
Banwol industrial complex, and examines how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was related to the regulatory polic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do this, we analyzed the records related to the Banwol
Industrial Complex that were collected from the National Archives. In order to
eliminate the external diseconomies caused by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administrative policies were established. As part of this policy, the concept
of Banwol Industrial City and the establishment of Banwol Industrial Complex were
made.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Banwol Industrial Complex was hurried
from the beginning, and the original goal was lost as the basic plan for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region was drifting.
<Key Words> Banwol industrial complex, the regulatory polic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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