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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Ⅰ. Excel 및 R 입지계수

-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특정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를 측정

- 특정 지역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도를 나타냄

- 입지계수는 다음의 식과 같이 특정 산업 i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비교하여 측정

∙ LQ = 

𝑽𝒊𝒋

𝑽𝒋
𝑽𝒊
𝑽

∙ 단, 𝑽𝒊𝒋 : j지역 i산업의 부가가치(또는 취업자 수)

𝑽𝒋 : j지역 전 산업의 부가가치(또는 취업자 수)

𝑽𝒊 : 전국 i산업의 부가가치(또는 취업자 수)

𝑽 ∶전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또는 취업자 수)

-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지역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비율보다 높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산업이 전국에 비해 특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산업이라고 함

-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의 경우 전국에 비해 특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비기반산업이라고 함

- 입지계수가 1인 산업의 경우 자립산업이라고 함

1. Excel 활용 입지계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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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탈(www.kosis.kr)에서 전국 및 제주지역의 2016년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
자수 자료를 다운 받은 자료(lq.xlsx)인데 이를 이용하여 사업체수LQ 및 종사자수LQ를 계산해 보라

∙ http://kanggc.iptime.org/book/data/lq.xlsx로 파일을 다운로드

http://kanggc.iptime.org/book/data/finance-k.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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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사업체수LQ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과 같이 F 및 G 칼럼을 만들고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사업체수LQ를 계산하기 위해서 H4에 다음의 식을 입력

=(C24/C$23)/(C4/C$3)을 입력한다.

∙ H4를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여 H22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
릭하여 복사

- 다음으로, 종사자수LQ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종사자수LQ를 계산하기 위해서 I4에 다음의 식을 입력

=(D24/D$23)/(D4/D$3)을 입력한다.

∙ I4를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여 I22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
하여 복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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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계산된 제주지역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산업을 아래 표와 같이 4가
지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앞에서 그린 포지셔닝 맵으로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이 그림은 편의상 LQ 계수가 너무 큰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제외하고 그렸고, 모든 산업의 id를 그리지 않
았음

완전특화산업 종사자수 입지계수 > 1 및 사업체수 입지계수 > 1

종사자수 특화산업 종사자수 입지계수 > 1 및 사업체수 입지계수 < 1

사업체수 특화산업 종사자수 입지계수 < 1 및 사업체수 입지계수 > 1

비특화산업 종사자수 입지계수 < 1 및 사업체수 입지계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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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4-10.R

library(openxlsx)

df<-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lq-e.xls

x")

industry<-df$industry

id<-df$id[2:20]

nfirm<-df$nfirm

nemp<-df$nemp

jfirm<-df$jfirm

jemp<-df$jemp

lqfirm<-rep(NA, 19)

lqemp<-rep(NA, 19)

for(i in 1:19) {

lqfirm[i]<-(jfirm[i+1]/jfirm[1])/(nfirm[i+1]/nfirm[1])

}

for(i in 1:19) {

lqemp[i]<-(jemp[i+1]/jemp[1])/(nemp[i+1]/nemp[1])

}

lqfirm

lqemp

plot(lqfirm,lqemp,type="n",cex=1.5, xlim=c(0,8),ylim=c(0,8

))

points(lqfirm,lqemp, pch=16,cex=1.5,col="blue")

with(df,text(lqemp~lqfirm, pos=1))

abline(v=1, h=1, col="blue",lty=2)

legend("center",legend=industry[2:20])

2. R 활용 입지계수 계산



7Ⅱ. Excel 및 R 지역전문화지수

- 지역전문화지수(Regional Specialization Index : RSI)는 지역산업의 전문화 및 집중화를 측정

-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의 산업구조에 비해 어느 정도 편향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수

- 지역전문화지수는 다음의 식과 같이 전국 i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와 특정지역 i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의
차를 지수화한 값

∙ RSI = ( 𝒊=𝟏
𝒏 |

𝑬𝒊
𝒋

𝑬𝒋
−

𝑬𝒊

𝑬
|)/2 (지수 전체의 합계는 ±합계와 같은데 절대치로 합할 경우 두배가 되므로 2로 나눔)

∙ 단, 𝑬𝒊
𝒋
: j지역 i산업의 부가가치

𝑬𝒋 : j지역 총부가가치

𝑬𝒊 : 전국 i산업의 부가가치

𝑬 ∶전국 총부가가치

- 지역전문화지수의 값이 클수록 특정산업의 집중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작을수록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

1. Excel 활용 지역전문화지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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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 전국 및 제주의 산업별-10년 단위별 부가가치에 관한 자료(rsi-jj.xlsx)를 이용하여 지역전문화지수
를 계산해 보라

∙ http://kanggc.iptime.org/book/data/rsi-jj.xlsx로 파일을 다운로드

∙ 먼저 1986년 RSI를 계산하기 위해 K3에 다음의 식을 입력

=ABS((G3/G$2)-(C3/C$2))

∙ 다른 연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K3을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여
N3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

∙ K3부터 N3까지 블록으로 선택하고 블록으로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여
K18부터 N18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하면 전국 i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와 제주지역 i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의 차이를 계산

∙ K2에 =sum(K3:K18)/2를 구하여 확인해 보고 N2까지 복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10년 단위별 제주지역
RSI를 계산해 주는데 1986년 0.343589에서 2016년 0.30769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특정산업(예를 들면, 
농림어업)의 집중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

http://kanggc.iptime.org/book/data/finance-k.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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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4-11.R

library(openxlsx)

data<-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rsi-jj-e.xlsx")

id<-data$id

name<-data$name

k1986<-data$k1986;k1996<-data$k1996

k2006<-data$k2006;k2016<-data$k2016

jj1986<-data$jj1986;jj1996<-data$jj1996

jj2006<-data$jj2006;jj2016<-data$jj2016

B<-matrix(data=NA, nrow=16, ncol=4, byrow=T)

for(i in 1:16) {

for(j in 1:4) {

B[i,1]<-abs((jj1986[i+1]/jj1986[1])-(k1986[i+1]/k1986[1]))

B[i,2]<-abs((jj1996[i+1]/jj1996[1])-(k1996[i+1]/k1996[1]))

B[i,3]<-abs((jj2006[i+1]/jj2006[1])-(k2006[i+1]/k2006[1]))

B[i,4]<-abs((jj2016[i+1]/jj2016[1])-(k2016[i+1]/k2016[1]))

}

}

BB<-round(B,digits=3)

BB

RSI<-colSums(B)/2

RSI

뒤에 계속

2. R 활용 지역전문화지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