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시 경 제 : 제 2 강의

현대사회의 산업시설 입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 (경제학 : 분업에 있어서)

모든 상거래는 비용과 관련됨.

한재화의 행위는 다른 재화(행위)에 대한 포기와 연관

되어있음.

Alternative에 대하여

Ex) 1.학교에 수업(1, 2교시)을 받기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함.

100원을 가지고 빵과 쌀 중 하나는 포기

2. 유랑민이 한 지역에서 모든 동식물을 다 잡아먹었을

경우 다시 동식물이 생겨나기 전에는 (즉, 새로운 자원을 얻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음식물을 구해야 함. 

(이는 노동과 결부된 것임)

여기서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한 유랑민은

대안 1. 음식물이 다시 생겨날 것을 기다리며 한 곳에 머무름

대안 2. 정주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을 모색. 



Alternative에 대하여

처음에는 대안1로 견디어 보다가 대안2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 즉, 정주권의 이동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때 ‘소망
(hope)’ 중에 떠남. 소망의 가치가 ‘정주’의 가치보다 크게 간주되는 시기.   
이것이 alternative cost의 근본 명제임.

이것이 alternative cost의 한 형태이며 또 다른 형태로 이
동의 원활함을 위해서 최적의 소유로 제한하는 선택의 행위
가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 예를 들어
대안비용을 고려하여 어떠한 대안이 최적 대안 인지를 고민
할 수 있음

사례) 다음 페이지 참조



ex) 대학교에 들어오는 비용 (수업+시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비용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욱 효율적인가?

* 또한 기업의 입지를 설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참고 도서 : 도시경제학 page18 ~27)

* 즉 비용(cost)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이 기업입지 결정의 최적

지라고 할 수 있음 (물론 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소비를 기준으
로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수익의 경우에는 간접적 요소
(기회비용) or 외부적 요소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
한 수익보다는 내부적 비용요인의 최소화가 우선 중요.)

* 기업지불비용 생산비와 운송비

* 운송비 투입물 운송비 = 조달비용(procurement cost)

생산물 운송비 = 배달비용(distribution cost)

Alternative에 대하여



Alternative에 대하여

이 중 입지결정이

생산비에 결정 받는 기업 생산비 지향적 기업

(cost-oriented firms/companies)

운송비에 결정 받는 기업 운송비 지향적 기업

(transport-oriented firms/companies)

조달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원료지향적 기업

(material oriented/companies)

배달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시장지향적 기업

(market oriented/companies)



최종재화의 운송비가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

을 때

생산비지향적 기업

최종재화의 운송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말은

1. 투입물의 무게나 비중이 산출물의 가치에 비해 작거나,

2. 투입물을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경우

3. 거꾸로, 산출물의 무게가 가치에 비해 작고, 

4. 기업이 노동과 에너지같은 특정 투입물을 집약적으로 필요로 하며

5. 동시에 그 투입물의 가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면

기업은 투입물 가격이 가장 작은 곳에 위치

3.1 최종재화를 놓고 볼 경우 생산비 지향적 기업과 운
송비 지향적 입지 결정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ㅁㄴㅇ라ㅣㅁ넝ㄹ’;



사 례

물이 많이 필요한 기업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물을 수송

하는 비용도 그 가치에 비해 훨씬 비쌈. 따라서 물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를 정하면 생산비를 훨씬 절감하고 만들어진

제품은 단위가치가 높기 때문에 (1단위=100만원) 수송비대
비 제품가격으로 이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제철, 제강산업도 동일한 경우임. 원재료와 밀접히 연관

되어 있는 산업

섬유산업 노동비(노동집약적 산업) or (자원집약적 산업)

자동차 생산 산업? 철강재 생산입지주변?

• 생산비 지향적 기업



결 론

* 최종재화의 운송비가 총생산 비중이 높다

투입물에 비해 산출물의 부피(크기)가 커지거나

무거워지는 경우 또는 부패하거나 위험물질이 될 경우

이는 운송비가 비싸지므로 가장 운송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됨.

(최종재화의 운송필요성이 가장 작은 곳!)

(ex: 조선업 / 의약품업 / 음식료업)

운 송 비 지 향 적 기 업



3.2 원료지향적 기업과 시장지향적 기업의 입지 결정

운송비 지향적 기업
원료지향적 조달비용( procurement cost-생산을 통한 중량 감소)

Ex) 나무방망이(5ton나무이용 3ton나무방망이 만듬)

시장지향적 배달비용( distribution cost-생산을 통한 증량 증가)

10km 가정할경우

PC=5Z

DC=3Z => 극소화 지점

(PC+DC)가

30만원 되는 곳

Z만큼 떨어짐

PC+DC



사 례

청량음료생산(물+설탕과 첨가물 혼합생산), 물 어디서나 얻음

설탕+첨가물 1ton 들여 만듦. 청량음료-무게는 1ton을 훨씬 초과

중량증가( weight gaining      weight losing )

*설탕 +첨가물 1톤으로 4톤 청량음료

만들 때 (한계운송비 1만원 가정)

*첨가물: 금전적 중량은 1만원

청량음료: 금전적 중량은 4만원

=>중량증가



사 례

그러나 투입물 = 산출물(금전적 중량)이 동일하기 때문

이렇게 될 수 있음. 즉 총
운송비 동일로 입지결정은
다양하게 됨.

다만, 현실적으로 수송거리가 멀어질수록 한계운송비가

감소하는 노선운반의 경제(line hand economy)가 초래.

즉, 운전자 1인의 고용비는 언제나 동일. 멀리 일해도 수

당 상승과 에너지 소비 비용은 절대 증가하지 않는다.

(초기: 운송 전에 포장, 선적 등 비용이 생기므로)



사 례

즉 노선운반비용 한계운송비의 감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입지 선정에 차이가 남.

기업집중의 설명!

(산업도시)



사 례

1. a’ 는 포장, 선적비 ->이는 운송거리가

늘어난다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비는 C에 해당한다.

2. 더불어 운송량, 운송물의 임대기간에 따라 운송비는 감소

된다.

3. 운송수단에 따른 운송비 절감

진한선 : 가장 저렴한 운송비



3.3시장이 다수인 경우의 입지결정 중위지점의 원리

지금까지는 시장과 원료생산지가 하나씩이었음.

이제는 산출물시장과 원료시장이 다수일 경우를 보자.

ex) 산출물시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 피자가게

피자생산 투입물인 노동, 반죽 및 topping(auflage)은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달비용무시. 산출물인 피자의 배달비용만 고려하면 된다.

W. X. Y. Z의 네 지점에 피자가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자. 

W – Z까지의 거리는 9Km이다. 

각 지점에 2, 8, 1, 10명 분포하고 있으며 하루 1개씩 주문한다고 하자.

피자한판 1km배달비용(한계운송비용100원)이라고 가정 => 이 경우 각 지점

소비자수에 한계운송비용비를 고려하면 그 지점의 배달비용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피자가게 W ->총 배달비용 200*0km + 800*1km + 100*2 + 1000*9 = 10,000

W =10,000           X  = 8,300              Y = 8,200             Z = 8,900

그러므로 극소입지는 Y에 해당

Y는 금전적 중량의 중위지점으로 중위지점의 원리(Principle of median location)

이 원리를 이용 대도시 출현 설명이 가능함.



사 례

한 기업이 대도시 L과 4개의 중소도시 S1 ~ S4의 5개 도시에

산출물 공급

8 + 7 + 6 + 5 + 17 = 45

7 + 6 + 5 + 4 + 34 = 58

9 + 8 + 7 + 6  = 32

배 달 비 용

이처럼 수요가 집중될 때 대도시가 형성됨.

다음으로 투입물 조달지가 다수일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 례

한 기업이 대도시 L과 4개의 중소도시 S1 ~ S4의 5개

도시에 산출물 공급
원료조달 A,B 두 지점

원료의 금전적 중량 1,500원

산출물 금전적 중량 1,000원

이 경우 최적입지는 원료집산지인 P

*기업이 P가 아닌 다른 입지 선택시 A, B쪽으로 이동 하거나

u쪽으로 이동.  P에서 A 또는 B중 한 곳으로 이동하면 조달

비용은 불변. 배달비용은 증가! 만일 P에서 u쪽으로 이동

하면 조달비용은 배수로 뛰나 배달비용은 1,000원 감소.

즉, 총 운송비 2,000원 증가. 따라서 P지점에 입지할 때 운송

비가 가장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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