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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2021년 7월 UNCTAD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생태계를 연구하여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며, 

본 연구는 기업 간 거래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산업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295개의 기업 데이터(노드)와 607개의 거래 관계 데이터(링크)를 활용하였

다. 기업의 주소지를 지오코딩하여 공간상 분포를 확인한 결과,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다.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등을 통해 노드

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밀도, 거리, 커뮤니티 탐지, 동류성 및 이류성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4가지 노드 중요도에서 상위 15위 기업은 완성차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3개의 기업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상위 15위 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입지

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은 대부분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큰 기업

이고, 근접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은 완성차기업을 제외하면 대개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이 

상위 15위 안에 포함되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는 밀도는 0.01390522, 노드 간 평균거리

는 3.422481로 나타났으며, 빠른탐욕알고리즘으로 커뮤니티 탐지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1

개의 커뮤니티가 도출되었다. 

주요어 : 자동차산업, 산업생태계, 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분석,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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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July 2021, UNCTAD classified Korea as a developed country. After the Korean 

War in the 1950s, economic development was promoted despite difficult conditions, 

resulting in epoch-making national growth. However,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udy the domestic industrial 

ecosystem and prepare strategies for continuous change and growth. This study 

analyzed the industrial ecosystem of the automobile industry where it is possible to 

obtain transaction data between companies by applying complexity spatial network 

analysis. For data, 295 corporate data(node data) and 607 transaction data (link data) 

were used. As a result of checking the spatial distribution by geocoding the address of 

the company, the automobile industry-related companies wer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Southeastern(Dongnam) region. The node importance was 

measured through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and the network structure was confirmed by identifying density, 

distance, community detection, and assortativity and disassortivity. As a result, among 

the automakers, Hyundai Motor, Kia Motors, and GM Korea were included in the top 15 

in 4 indicators of node centrality. In terms of company location, companie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included in the top 15. In terms of company size, 

most of the large companies with more than 1,000 employees were included in the top 

15 for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Regarding close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most of the companies with 500 or less employees were included 

in the top 15, except for automakers. In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the density was 

0.01390522 and the average distance was 3.422481. As a result of community detection 

using the fast greedy algorithm, 11 communities were finally derived.

KEYWORDS : Automobile industry, Industry ecosystem, Network, Spatial network analysis, 

Cluster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난 7월 2일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에서 우리나라는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

결되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1950년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60년대

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개발에 공을 들인 

결과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성과를 이루었으

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산업혁신과 진흥을 위한 

정책과 지원 결과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엄청

난 발전을 이루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

르면 2020년 기준 세계 10위 경제규모, 산업통

계분석시스템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

산업 생산액 1,500조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두

었다. 또한 국내총생산도 1960년 1분기 49.1십

억원에서 2021년 1분기 501,248.1십억원으로 

10,000배 이상 증가한 기적을 이룬 것이다(e-

나라지표). 이처럼 국가발전과 더불어 획기적인 

산업성장도 이루었지만,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

요하다. 무엇보다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 우리나

라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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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하에서 신산업 및 신기술

의 파급효과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글로

벌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확대라는 채널을 

통해 타 국가 및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추

세라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Audretsch et 

al., 2014; Corrado et al., 2017; Min et al., 

2019).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들은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플랫폼을 통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어려

움을 더하고 있다(Cheon and Jeong, 2019).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여 2021년 신산업의 기술혁신이 계속되

는 가운데 산업범위가 확산되고, 타산업과의 연

관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2021). 기업집단의 효율성과 개별 

기업의 창의성을 살리는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 환경변화에 대한 민첩

성을 갖출 수 있는 모델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은 상호관

계의 증대를 통해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

요한 성공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Han et al., 

2007).

이와 같이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Borgatti와 Li 

(2009)는 공급망 관리 연구에 네트워크 관점을 

채택하여 좀 더 확장된 구조에서 기업들의 상대

적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전략과 행동

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기업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간 공급

망이 복잡하고, 수직적 또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다층(multi-tier) 공급망 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간 공급

망구조를 분석하고, 기업의 상대적 위치와 역할

을 명확히 파악한 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가 또는 지역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

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방

이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클러스터 육성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부처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Kwon, 2007). 

Porter(1998)는 클러스터를 특정분야에 지리적

으로 인접한 상호 연계된 기업들과 관련기관들

의 그룹으로 정의하였으며, Shapira(2003)는 

상호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과 연관

산업들 내에서 지리적으로 묶여있는 기업집단으

로 정의하였다. 즉, 클러스터는 집적의 개념과 

공간적 네트워크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가 단순히 가까운 공간상에 

‘집적’해야만 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암묵지

식(tacit knowledge)일수록 지식의 내용 전달

을 위한 많은 접촉 및 의사전달이 필요하고, 이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리적 인접성

이 필요하다고 본 Boekema et al.(2001)의 연

구 결과와 같이 지리적 집중화는 네트워크 형성

과 혁신활동에 기반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Cho, 2014). 이와 같이 집적형태가 국지화된

(localized) 학습과 혁신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

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최근에 확산되

었다(Porter, 1998; Morgan and Nauwelaers, 

2003; Jeong and Kim, 200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이 공간적으

로 집적되고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다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공간 중심의 

클러스터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우선 국내 산

업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네

트워크 분석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

용적 범위는 우리나라 산업 분야 중 기업 간 거

래 데이터 구득이 일부 가능한 자동차산업으로 

하였다.

문헌연구

네트워크 분석 관련 선행연구는 표 1과 같이 

주로 논문 공동저자, 저자 인용 관계, 공동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술연구 네트워크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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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urpose Data Area Tool Indicator

Choi
(2009)

Analysis of the extent to which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olicies contribute to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the 
Chungcheong area IT industry

Chungcheongbuk-do 
university R&A project 

materials
Korea NETMINER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Hub node

Jeong and 
Lee

(2013)

Identify core institutions and knowledge 
flow intermediaries by analyzing the joint 

research network in the industrial 
engineering field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co-authoring information
Korea

UCINET,
sociogram,
NetDraw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Jung
(2017)

Discovery of clusters in the transaction 
network between automobile industry 
companies and analysis of industrial 

ecosystem characteristics

Korea Enterprise Data
corporate transaction 

data
Korea R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Sales dependence

Kang et al.
(2019)

Analyze the location and influence of 
network nodes using real transaction data 

in the automobile industry

Marklines
China joint venture data

China UCINET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Density

Kim and 
Kim.

(2019)

Analysis of spatial changes in the 
transaction cooperation network of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vehicles

Korea Enterprise Data
corporate transaction 

data
Korea -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Density

Park and 
Kang
(2020)

Analysis of the intrinsic process 
characteristics constituting the supply 
network of the automotive industry

KOREA AUTO 
INDUSTRIES 

COOOP.ASSOCIATION
data

Korea
UCINET,
R(ERGM)

Density,
Degree of connection,

ERGM model 
coefficients

Cho and 
Kang
(2020)

Dynamically analyzing the corporate 
network of the automobile industry based 

on the six major regions

KOREA AUTO 
INDUSTRIES 

COOOP.ASSOCIATION
data

Korea
NETMINER, 

GHEPHI

Number of nodes, 
Number of links, 

Density, 
Average degree of 

connection, Modularity

TABLE 1. Comparison of research cases

학·연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Choi, 

2009; Jeong and Lee, 2013). 산업분야 별로 

보면 제약산업(Cho, 2017), 방위산업(Ahn, 2017), 

자동차산업(Jung, 2017; Park and Kang, 

2020)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물게 있다. 

소수의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연구로는 실제 

기업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산업 공급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단위로 보면, 최하단의 구성요소로서 노드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노드의 중요도를 

도출하며,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네트워크의 밀도로서 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는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

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은 공간적 위치가 서

로 다르고, 그 공간적 입지와 상호간의 거리 등

과 같은 공간적 분포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 

개념을 두고 분석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즉 자동차산업은 지리적 제약이 큰 산업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은 완성차기업 주변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등(Kim and Kim, 2019)

공간적 입지도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매우 중요

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접근이 다소 부

족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자체에 연구의 초점을 두다 보니 공간적 네트워

크 형성과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또한 분석지표로 노드 중요도와 네트워크 

밀도만을 산정해 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생태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 네트워크 분석지표로는 노드 단위에서는 노

드 중요도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

를 적용하고, 네트워크 단위에서는 밀도 외에 

네트워크 평균거리, 커뮤니티 탐지, 동류성

(Assortativity) 및 이류성(Disassortativit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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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ta collection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다양하

게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데이터 구축

데이터는 2020년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발

간한 2020 자동차산업편람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

는 부품 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유일한 기구

로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대부분이 참

여하고 있다(Park and Kang, 2020). 자동차산

업편람에는 조합원 기업의 설립연도, 종업원수, 

매출액, 총자산, 주 납품처, 납품처별 매출 비중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에 활용된 

2020년 자동차산업편람 데이터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데이터 구축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하지만 

이 편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조합원 기업은 

총 868개사이지만, 거래관계 데이터는 주요 자

동차부품 생산업체 230개사만 주요 납품처를 

수록하고 있어 전 회원사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실제 거래가 

있을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638개 

기업을 모두 분석에 투입할 경우, 네트워크 밀

도 등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더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현재 확보 가능한 데이터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체 네트워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나, 거래관계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기업만을 기준으로 큰 방향에서 공간적 분포와 

거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데이터에는 기업 한 개당 평균적으로 4~6

개의 주 납품처 데이터가 있으나, 그중 기타, 외

국기업, 여러기업 동시 표기 등으로 납품처를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거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반면, 납품처 중 자동차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기업의 경우는 직접 

인터넷 서치로 개별 기업정보를 추가하여 최종

적으로 노드 데이터셋과 링크 데이터셋을 구축

하였다. 그 결과 노드 총 295개는 기업명, 주소

지, 종업원 수 데이터로 구성하였고, 링크는 총 

607개의 연결 관계와 납품처별 매출 비율 데이

터로 구성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주소를 지오코딩으로 변환하

여 공간상 분포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또 하나

의 연구 한계는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이 수도

권에 본사를, 지방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형태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품되는 공장과의 관

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공장별로 데

이터를 구축할 경우 더욱 실질적인 네트워크 분

석이 가능하겠으나, 자동차산업편람에서는 본사

와 공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납품처가 표기

되어 있지 않다. 이 또한 데이터 구축상의 한계

이며, 본 연구는 완성차기업 본사를 기준으로 

지오코딩하여 분석해 보았다.

조합원 기업 868개사, 완성차 기업 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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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ode distribution 

그 외 인터넷 서치로 추가한 30개사 등 총 905

개의 노드 분포는 그림 2의 a와 같으며, 이 중 

연구에 활용된 295개의 주요 노드 분포는 그림 

2의 b와 같다. 노드인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에 33%, 동남권에 26%로 두 개의 권역

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

차기업 7개사 중 5개사는 서울, 경기, 인천, 2

개사는 전북과 부산에 위치하여 대부분이 수도

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

업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들도 수도권과 동

남권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다.

연구방법

네트워크 분석 기법은 노드 중요도 측정과 네

트워크 구조 추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노드의 중요도는 각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

에서 연결 정도, 매개성,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 

연결된 노드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한

다. 네트워크의 구조 추정은 정량적으로 네트워

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다. 네트워크

의 밀도, 거리를 수치화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대략적인 구조를 추정하고, 커뮤니티 탐지 기법

을 활용하여 전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을 몇 

개의 커뮤니티로 분류할 수 있는지, 같은 커뮤

니티로 분류된 기업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의 동류성 및 이류성을 파악하여 연결 정도가 

서로 유사한 노드끼리 연결이 잦은 네트워크인

지, 연결 정도가 서로 다른 노드끼리 연결이 많

은 네트워크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1. 노드 중요도(Node Centrality)

노드 중요도는 관점에 따라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등 네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연결중심성은 해당 노드

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

는 링크의 합으로 산출된다(Kang et al., 2019). 

Freeman(1979)은 연결중심성이 관계 활동 양

을 반영하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원

하는 정보를 획득할 확률이 높고, 네트워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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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연결중심성

() 산정 방식은 다음과 식 1과 같다.

 
 



 

  노드 와 연결있으면

그렇치않으면

   (1)

매개중심성은 사이중심성이라고도 하며 한 노

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Jeong and Lee, 2013). 매개중심성이 높

은 노드는 전체 노드 간 경로 가운데 최단경로 

상에 위치하는 횟수가 많은 노드이며, 서로 다

른 그룹 사이를 연결하는 노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드 v의 매개중심성( )은 식 

2와 같다.

  
 ≠ 

≠ ≠ 



    ⋯  

  노드 에서 로가는최단경로수

  노드 에서로가는최단경로중

를거치는경로수

     (2)

근접중심성은 인접중심성이라고도 하며 한 노

드가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노드들과 근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Jeong and Lee, 2013). 이는 

해당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 간 평균 최단거리

의 역수로 정의된다(Kim and Lee, 2013). 일

반적으로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노

드 I의 근접중심성()은 식 3과 같다.

 
≠ 




    ⋯            (3)

연결중심성이 어떤 노드와 다른 노드간 직접

적인 연결 개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위

세중심성은 연결의 개수뿐만 아니라 연결된 노

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연

결중심성 개념을 확장한 지표이다(Bonacich, 

2007). 위세가 높은 다른 노드들과 관계가 많

을수록 자신의 위세도 높아진다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연결중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심성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다(Kang et al., 2019). 위

세중심성()는 연결된 노드의 연결강도를 고려

한 연결강도의 합으로 식 4와 같이 산정한다.

  



 



  노드 의 고유벡터중심성

  고유값

            (4)

2. 네트워크 구조 추정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는 정량적인 측정지표를 

활용하면 그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측정지

표에는 네트워크 밀도(Density), 거리(Distance), 

모듈성(Modularity), 동류성(Degree assortativity)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노드간 연결 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로, 총 링크 수를 네트워크 내에서 

가능한 모든 링크 수로 나누어 값을 산출한다. 

네트워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노드의 연결 관계

가 그만큼 많으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간 도움이나 교류가 많음을 내포한다(전희주, 

2015).

평균거리는 모든 노드 쌍의 평균 최단거리로 

네트워크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즉, 평균 연결거리는 네트워크상 임의의 두 노

드가 평균적으로 몇 단계의 링크를 걸쳐서 연결

이 가능한지를 의미한다. 모듈성은 네트워크 내 

커뮤니티 구조를 탐지하는 지표이다. 커뮤니티 

구조란 특정 노드들(로컬 커뮤니티) 간 관계가 

내부적으로는 밀집되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다

른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많지 않은 하위집단

(커뮤니티 또는 모듈)을 의미한다(Newman, 

2010). 모듈성은 양수이며 큰 값을 가질수록 

네트워크에 커뮤니티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류성 및 이류성은 서로 연결된 노드쌍의 각 

노드의 연결정도(degree)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한 지표로, 연결 정도가 높은 노드끼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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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127) KIA(106) GM(78) RENAULT(22)

SSANGYONG(30) ZYLE DAEWOO(5) TATA DAEWOO(4)

TABLE 2. Link by car company

결되고, 연결 정도가 낮은 노드끼리 연결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동

류성은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실증분석

1. 네트워크 시각화

본 연구는 프로그램 언어 R을 이용하여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동차산업 거래관계 

네트워크는 기업들의 지리적 좌표를 기준으로 

보면 그림 3과 같다.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지역 안에서 노

드 간의 연결보다는 타 지역 노드와의 연결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과 동

남권 소재 기업들 간의 연결이 자동차산업에서 

큰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

크의 구조는 부품기업들 간의 연결이 조밀하기

보다 완성차 기업에 부품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FIGURE 3. Automotive industry network

2. 노드 중요도 측정

연결중심성은 완성차 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완성차기업별 링크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특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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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1 HYUNDAI HYUNDAI HYUNDAI HYUNDAI

2 KIA GM KIA KIA

3 GM KIA KFTC GM

4 HYUNDAI MOBIS HYUNDAI MOBIS YOUNGSIN METAL INDUSTRIAL HYUNDAI MOBIS

5 SSANGYONG RENAULT KUNHWA HYUNDAI TRANSIS

6 HYUNDAI TRANSIS HYUNDAI TRANSIS KUMHO HT HYUNDAI WIA

7 RENAULT HYUNDAI WIA LS KDG

8 HYUNDAI WIA HYUNDAI WIA NAMYANG NEXMO KFTC

9 HYUNDAI GLOVIS SAMICK KIRIU HYUNDAI TRANSIS NAMYANG NEXMO

10 MANDO MANDO KDG MYUNGHWA

11 BorgWarner HWASEUNG R&A YOUNGSIHIN PRECISION YOUNGSIN METAL INDUSTRIAL

12 KDG MOTONIC GM DONGHEE

13 NAMYANG NEXMO ZYLE DAEWOO DONGHEE SAMSHIN CEHMICAL

14 DOOSAN SAMSUNG INDUSTRIAL SAMSHIN CEHMICAL INFAC

15 MYUNGHWA HYUNDAI KEFICO INFAC KUNHWA

TABLE 3. Top 15 companies by node centrality

지엠이 전체 295개 노드 중 연결성 측면에서 

상위 3개 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기업 

외에도 현대 계열사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와 만도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완성차기업 7개사의 연결 정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전국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완성차기업(현대자동

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자일대

우)은 동남권 기업과의 연결이 두드러지고, 지

방에 위치한 완성차기업(르노삼성자동차, 타타

대우)은 수도권 기업과의 연결이 많다.

매개중심성은 현대 자동차가 16814.78로 가

장 높고, 다른 노드와 비교하여 격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

드별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로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

록 네트워크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이 

커진다.

근접중심성은 현대 자동차가 0.055629로, 타 

완성차 기업과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네트워크 

내에 자신의 자원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위세중심성은 현대자동차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세중심성은 노드별로 해당 노드의 

중심성과 그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심성 지표

를 함께 고려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중심성이 높은 노드

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

성, 위세중심성 모든 지표에서 현대자동차가 노

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

드 중요도별 상위 15개 기업은 표 3과 같다.

완성차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3개 기업만이 4가지 지표 모두에서 

상위 15위 안에 포함되었다. 기업의 위치 면에

서 살펴보면, 4가지 지표 모두에서 상위 15위 

안에 속한 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었다. 기업의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연결중심성

과 매개중심성이 상위 15위 안에 속한 기업은 

대부분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규모가 큰 

기업이었으나, 근접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상위 

15위 이내인 기업은 완성차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이었다. 

3. 네트워크 구조 추정

네트워크 그래프의 전체 밀도는 0.01390522

이며 전체 가능한 연결을 고려할 때 1.3%의 연

결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노드 간 

평균거리는 3.422481으로 나타나, 네트워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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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두 노드는 평균적으로 3.4단계의 링크를 

거쳐 연결됨을 의미한다. 모듈성은 주요 5개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모듈성지수 

값이 가능한 한 큰 값을 갖는 네트워크의 분할

을 탐색함으로써 정밀하게 공동체 구조를 찾아

낼 수 있다(Kim et al., 2015). 알고리즘별 모

듈성 및 커뮤니티 탐지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

듈성 지수는 빠른 탐욕 알고리즘(Fast greedy 

algorithm)이 0.5285894로 가장 높았으며, 근

사한 차이로 다단계 알고리즘(Multi-level 

algorithm)이 0.5285873으로 두 번째로 높았

다. 빠른 탐욕 알고리즘과 다단계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24개의 커뮤니티를 도출하였다.

Algorithm Modularity
Number of the 

community

Girvan-Newman 0.3914957 22

Label propagation 0.4580096 36

Fast Greedy 0.5285894 24

Walktrap 0.4687264 63

Multi-level 0.5285873 24

TABLE 4. Modularity

모듈성지수가 높은 두 개의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된 커뮤니티를 비교한 결과, 총 295개의 노

드 중 2개의 노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커뮤

니티로 분류되었다. 이 2개의 노드는 공간상 위

치를 고려하였을 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

되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인 커

뮤니티 분류 시 모듈성지수를 높이는 빠른 탐욕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하였다.

빠른탐욕알고리즘(Fast Greedy algorithm)

은 여러 경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최

적화해나가면서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한다

(Lancichinetti와 Fortunato, 2009). 초기에 각 

노드를 하나의 공동체로 두고, 모든 가능한 공

동체 쌍에 대하여 모듈성지수를 계산하여 가장 

큰 모듈화지수를 가지는 공동체 간 병합이 이뤄

지며, 병합된 공동체는 나머지 공동체와 이 과

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공동체가 

생성될 때까지 반복되며 최적의 공동체 검출은 

모듈화지수가 최대가 되는 단계에서 얻어낸다

(김진광 외, 2015).

빠른탐욕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된 24개의 커

뮤니티에서 2~4개 노드만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13개는 기타로 처리하여 최종 커뮤니티는 11개

로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커뮤니티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

성, 위세중심성 네 가지 노드 중심성 지표를 검

토하여 대표 노드를 찾은 다음, 커뮤니티별 성

격을 부여하였다. 11개 커뮤니티 중 6개는 완성

차 기업 중심의 커뮤니티, 나머지 5개는 부품 

기업 중심의 커뮤니티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

였다. 11개 커뮤니티는 현대자동차 중심, 기아

자동차 중심, 한국지엠 중심, 르노삼성 중심, 쌍

용자동차 중심, 자일대우자동차 중심, 현대 모비

스 중심, 현대 위아 중심, 현대 트랜시스 중심, 

평화정공 중심, 화승 R&A 중심이다.

네트워크분석에서 동류성이란 각 노드의 연결

중심성이 해당 노드와 직결된 이웃 노드들의 연

결중심성과 서로 유사한 경향을 가리키며, 이류

성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가리킨다(Newman, 

2003; Dai et al., 2018). 동류성이 강한 네트

워크는 연결 정도가 서로 유사한 노드 간에 연

결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류성이 강한 네트

워크는 연결 정도가 낮은 노드들이 연결정도가 

높은 노드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의 

동류성은 중립 네트워크인 경우, 즉 노드 간 연

결정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식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5)

는 어떤 링크를 선택하였을 때, 한쪽 노드

의 연결 정도가 , 다른 한쪽 노드의 연결 정도

가 일 확률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동류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는 노드 연결정도가 일 확

률 와 노드 연결정도가 일 확률 는 서로 독

립이기 때문에, 두 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와 가 독립이 아닌 경우, 즉 연결 정

도가 인 노드들과 연결정도가 인 노드들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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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1 : HYUNDAI Cluster 2 : KIA Cluster 3 : GM Cluster 4 : RENAULT

Cluster 5 : SSANGYONG Cluster 6 : DAEWOO Cluster 7 : HYUNDAI MOBIS Cluster 8 : HYUNDAI WIA

cluster 9 : HYUNDAI TRANSIS Cluster 10 : PHA Cluster 11 : HWASEUNG R&A

TABLE 5. Automotive industry community

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정도 와 연결정도 

의 상관계수를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상관계수 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는 동류성이 있으며, 

인접한 두 노드의 연결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는 중립성을 

가져 연결정도에 상관관계가 없다. -1에 가까

울수록 네트워크는 이류성을 가지며, 인접한 두 

노드의 연결정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동차산업 네트워크는 

값이 –0.4357495로 이류성 네트워크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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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연결정도가 큰 노드와 연결정도가 

작은 노드 간의 링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류성 네트워크는 하나의 허브에 여러 노드들

이 붙어있어 허브가 사라지면 작은 노드들이 분

리되어 전체적인 구조가 손실을 받게 된다

(Jang, 2020).

결  론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 기업 간 거래 관계 데

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자동차산업의 공간적 분

포와 네트워크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자동차산

업 관련 기업들은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 분포

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완성차 기업은 대

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의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기업들과 동남

권의 기업들 간의 연결이 두드러지며, 수도권과 

동남권의 기업 간 연결이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분석 결과, 4가지 노드 중요도 지표를 기준으

로 상위 15개 기업은 완성차기업 중에서는 현

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3개의 기업이 

공통적으로 상위 15위 안에 포함되었으며,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상위 15위 안에 포함

되었다. 기업의 규모 면에서는 연결중심성과 매

개중심성은 대부분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규모가 큰 기업, 근접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은 완성

차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이 상위 15위 안에 포함되었다. 전체

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는 밀도는 0.01390522, 노

드 간 평균거리는 3.422481로 나타났으며, 빠

른탐욕알고리즘으로 커뮤니티 탐지를 실시한 결

과, 0.528589의 모듈성으로 24개의 커뮤니티

가 탐지되었다. 소수의 노드만으로 구성된 커뮤

니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개의 커뮤니티

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6개의 완성차 기업 중심 

커뮤니티와 5개의 부품 기업 중심 커뮤니티로 

구성된다. 또한 이류성 네트워크로 나타나, 연결

정도가 큰 노드와 연결정도가 작은 노드 간의 링

크가 많은 구조의 네트워크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래 클러스터가 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멀

리 떨어져서도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

체가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 하

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기업이 공간적으로 

집적된다면 지역 발전 측면에서나 부산‧울산‧경

남 Mega City Region과 같은 광역협력체계 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

업 간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하여 집적효과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이 

모색된다면 더 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자동차산업은 반드시 

관련기업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야 좋을지에 대

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의 한계가 분석 결

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

라 현실상 기업 간 거래관계 데이터를 완비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데이터량이 확보되는 자동차산업편람 자료

를 활용하여 자동차산업 기업의 공간적 분포와 

네트워크 관계를 큰 방향에서 분석해 보았다. 

일부 기업 데이터만 투입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체 네트워크를 제대로 반

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원데이터의 거래

업체의 표기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인지 지사 또

는 공장인지 확실치 않아 본사의 주소지로 지오

코딩한 부분이 분석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 판단된다. 노드의 속성 데이터, 링크의 속

성 데이터가 부족했던 부분도 한계라고 할 것이

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차기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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