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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thecountrieshavemadeeveryefforttocreateinnovationclustersas
theforemostpolicyforeconomicdevelopmentoftheirowncountry.Inour
country,asitwasjudgedthattotransferexistingindustrialcomplexes
into clusters can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competitive power,
activationofregionaleconomyanddevelopmentofnationaleconomy,the
governmenthasdesignatedtwelveinnovation clusterssinceApril2005.
Gwangjuindustrialcomplexesfocusesonopticindustrialclusteraccording
tothefourstrategicindustriesproject.Thefirstresultoftheinnovation
clustersiscreationofnetworkssuchasmini-clusterstopromoteaclose
cooperationbetweenindustry․academy․research․government.However,
thereareafew problemsintheprocessofthephotonicsindustrycluster
project.
First,thephotonicsindustrialclustershavepotentialstodevelopfurther

based on geographicalclustering,R&D infrastructures,and cooperation
betweenindustry,academyandresearch,butascapitalfornew business
is notenough and new business and corporate spin-offs ofresearch
institutes are notproperly managed,globalconnection or competitive



powerisweak.
Second,thebiggestproblemsofphotonicsindustryarethataleading
industryisweakandnetworksbetweenindustriesarepoor.
Third,tosupportregionalstrategicprojects,wehavevarioussystems

such as Gwangju Techno Park,Strategic Industry ProjectTeam,and
ClusterProjectTeam,butthefunctionsandrolesoftheleadersshouldbe
reorganized,and the regionalindustrialpromotion project,the regional
innovationprojectandtheregionalinnovationclusterwhichareorganized
bytheMinistryofKnowledge Economyshouldbepoliticallynetworked.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clusters in Gwangju

industrialcomplexes,aimingatactivationofinnovationclusters.
First, we should develop high-precision and high-added value

technologytomeetthedemandofnew markets.Industrialsystemswhich
dependonimportandassemblywithouttechnologicalcompetitivepower
cannothavecompetitivepower.Therefore,technologiessuchasoptical
communicationownedbyuniversities,GIST,KoreaPhotonicTechnology
Institute,andElectronicTelecommunicationResearchInstituteshouldbe
developedintocommercialtechnologies.
Second,Gwangju clusters are growing through various forums and
multi-anglednetworkscentering onmini-clusters.However,intentionof
regionalinnovationleaderssuchaslocalgovernmentsanduniversitiesto
innovate is strong,and industry․academy․ research's capability to
innovateandcooperationbetweenthem areweak.Toenhancecooperation
betweenthem,weshouldinducelocalgovernmentsandprojectteamsto
actively joininthenetworkofmini-clusters.Therefore,leadershipthat
can clusterpartiesconcerned in asinglegoalshould bedeevoped for
efficientclustering.



Third,weshoulddevelopgoodconditionsforopticalindustryclustering
such as nurturing of human resources and creation of outstanding
environments. Now,five universities including GIST have produced
opticalindustryexperts,buttheyarenotindustry-specific.Therefore,we
need a good environmentwherehigh-quality human resourcescan be
nurtured.
Fourth,asclustersevolveanddevelopthroughnetworks,basicproblems

ofclusterswhich areclosed in managementshould beovercome,and
connectiveprojectsbetween clustersthatarecomplementary should be
enhancedtoenhancecompetitivepower.
Thisstudysuggeststhat networksbetweenclustershouldbeenhanced
forvariousprojectssuch asfuture-orientedtechnology,developmentof
human resources, creation of joint infrastructures, and informatio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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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산업집적
지와 연구개발단지가 형성되어 있다.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지
방산업단지 및 대덕연구단지가 그것이다.특히 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공업
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구미의 전자공업단지,창원의 기계공업단지,울산의 자
동차공업단지,여수의 석유화학공업단지 등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지금도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등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집적지로서 연구개발
기능이 없으며,또한 대덕에 조성된 연구단지는 연구개발 기능만 집적되어
있을 뿐 생산기능이 없다.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모
두 갖추고 있으나 단지별로 보면 두 기능이 분리되어 산․학․연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혁신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성장하는데 한
계가 있는 것이다.

중국 등 저임금 경제권의 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세계시장의 글로벌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가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대안으로 삼고 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미국은 1990년대 후반 전국을 대상으로 40개의 산업클러스터
지도를 작성하여 실천로드맵을 만드는 �ClusterMappingProject�를 진행
하고 있고,영국은 2001년 전국을 154개의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지도를 완성
하고 있다.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이 강소국(强小國)으로 성장한 비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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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시행하여 현재 19개의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으며,중국에서도 주강 삼각주,장강 삼각주,북경의 중관촌
지역 등을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있다.이외에 싱가포르의 �One-North
Project�등 아시아 각국도 예외 없이 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정책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의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전환하는
것이 최소비용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국가경제 발전을 이
루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4월부터 혁신클러스터 육성 7개 시범단지를 선
정 추진하고 있다.2007년 11월말에는 인천 남동,부산 녹산,대구 성서,전남
대불,충북 오창단지를 추가 지정하여 12개 단지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에 속하는 광주지역 혁신클러스터를 중심
으로 기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구조화하고 조성․활
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가 경제발전의 최우선 정책으로 조성
및 육성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한 지역의 경제를 전반적으
로 혁신 변화 시킬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이를 위해
2005년 4월 혁신클러스터 육성 7개 시범단지 가운데 하나인 광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초로 하여 광주지역의 산업현황과 클러스터 추진과정을 분석․평가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각종 경제연구기관과 국가기관 및 광주단지혁신클

1) 복득규․고유상․고정민․권오혁․김득갑․박용규․심상민,「한국 산업과 지
역의 생존전략 클러스터」 서울 :삼성경제연구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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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추진단에서 발간한 자료를 수집․분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효율적인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지역 혁신에 가장 실절적인 효
과를 가져오는 방법인 클러스터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이 장은 광
주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지역혁신정책을 이해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지
역혁신정책에 대한 기존 단행본 및 논문 등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술하
였다.제3장에서는 국내의 지역혁신정책 및 산업클러스터 실태를 파악해 보
았으며,광주산업단지의 지역산업 현황 및 클러스터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클러스터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제4장 광주산업단지 클러
스터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봄으로써,지역혁신 정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효율적 재정비와 네트워크의 활성
화 방안을 기술하였다.마지막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연구내용 등을 요약정리
하고,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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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 클러스터는 지역 및 산업정책 수립의 도구로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Porter
는 클러스터를 “특정분야에 있어서 관련기업,전문성이 높은 공급업자,서비
스 제공자,관련업계에 있는 기업,관련기관(대학,업계단체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고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클러스터정책은 기존의 경제발전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관점에서 출
발한다.무엇보다도,클러스터정책은 지역개발정책,과학기술정책,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이다.2)현재까지의 지역정책은 지역이
가진 역량 혹은 경제시스템의 실태와는 달리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
다.산업정책은 기존 산업 기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에 초점을 둔
반면,과학기술정책은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부문의 지원에만 초점
을 두는 이원적인 체제로 추진되어 왔다.그러나 기존의 지역정책으로는 지
역의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가 어렵고 기존의 산업정책으로는 새로운 혁신의 원천을 발굴함에 있어 한계
가 있고,기존의 과학기술정책으로는 기술개발의 결과를 산업화로 연계시키
지 못하는 한계성을 각각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클러스터 정책은 이
세 가지 정책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선진 제국,특히 클러스터정책이 명시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온 유럽의 각 국가들에서 클러스터정책은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추진되
고 있다.따라서 클러스터 정책을 획일적인 모델로써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2) Boekholt, P. and B. Thuriaux,"Public Policies to Facilitate Clusters:
Background,Rationaleand Policy Practicesin InternationalPerspective",in
OECD(ed.),BoostingInnovation:TheClusterApproach,Paris:OECD.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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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개별 클러스터의 형태와 존립기반,국가 경제체제 및 국가혁신체제,산
업의 특성 및 비즈니스 환경,거버넌스 체제,문화적 및 제도적 기반,그리고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추진방식 등 다양한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
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혁신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혁신주체간
의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호협력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제제제 111절절절 산산산업업업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개개개념념념

111)))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정정정의의의

혁신클러스터(innovationcluster)란 특정 분야의 수평 혹은 수직적으로 관련
된 기업과 기관(대학,연구소,지자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 혹은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클러스터의 개념을 분해하면,(1)지리적 집중,(2)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존재,
(3)특정 분야에의 특화.(4)기업과 기관의 연계,(5)혁신에 대한 강조로 나눌
수 있다.3)
지리적 집중(geographicalconcentration)은 클러스터 개념의 출발점이다.클
러스터를 형성하려면 일단 기업과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야 한다.어느
정도 모여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너무 적으면 시너지가
발생하기 어렵고 너무나 많이 모이면 지가와 임대료가 높아지고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한다.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있는 점도 클러스터의 특징이다.클러스터의
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Porter는 클러스터에 모인 구성주체들을 다음과

3) 장지상․김왕동․박재곤․복득규․임덕순,「지방이 블루오션이다 혁신클러스터」,
균형발전위원회 2007.11,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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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명하고 있다.클러스터는 완성품 생산업체와 서비스 업체를 비롯한
전문화된 원재료나 부품,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업체,금융기관,연
관 산업에 속한 기업 등으로 구성된다.또한 클러스터에는(유통업체나 구매자
같은)전방산업분야의 기업,보완제품의 생산업체,전문화된 기간시설 공급업
체,정부 등과 전문화된 교육,정보,연구,기술 등을 제공하는 기관(대학,연
구기관,직업훈련원 등),공인된 표준화 기관 등이 포함된다.클러스터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기관도 클러스터의 일원이다.마지막으로 다수의
클러스터는 협회나 클러스터에 참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협의체를 포함
하고 있다.
클러스터 개념의 사전적 의미로는 포도버찌 등 꽃 등의 송이(Bunch),같은
종류의 물건 또는 사람의 떼,무리,집단(Group),사물들의 밀접한 집단(Close
group of things)으로 정의 되며 밀도(Density),상대적 근접성(Relative
nearness),유사성(Similarity)등에 클러스터의 주요개념을 이루고 있다.이러
한 유사성이나 근접성은 지리,기술,사회적 특성 등 특정차원에 국한되거나
특정범위로 제약 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대상에 따라 외생적으로 선택되어지
는 것이다.결론적으로 클러스터 형성이란 포도송이처럼 알맹이들이 연결되
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경제적 의미의 산업클러스터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전개,기술개발,부품조달,인력․ 정보교류 등에서 상
승(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집적지를 의미한다.그러나 단
순히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모여 있는 구성 주체들 간에 다양한
채널이 형성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일어나서,지식과 정보의 상승(시너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대학,연구기관,기
업 그리고 시업의 생산과 경영을 돕는 벤처캐피털이나 컨설팅기관들이 인접
해 있어서 이들 간의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이 일어나
고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되는 현상을 말한다.50년대 이래 급성장한 미국 실
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 7 -

클러스터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정분야에의 특화이
다.클러스터에 모인 기업과 기관들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면 별다른 시
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그렇지만 특화가 한가지의 산업이나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여러 산업이나 기능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
다.어느 경우에도 인력,위치,역사적 유산 등 클러스터 내에 공통의 경쟁기
반을 가지고 있어야 단순합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클러스터의 논의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지식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클러스터의 형성 이유이기 때문이다.네트워크는 클러스터에
모인 기업과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를 맺
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단순히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클러스터의 장
점이 발휘되기 어렵다.
클러스터의 논의에서 네트워크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혁신(innovation)이다.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함께 혁신이 생존조건으로 부상하자 선진 각국은 혁
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는데,그 결과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이다.클러스터가 일정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혁
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knowledge)을 교환하기가 용이하고,혼자서 감당하
기 어려운 개발비용과 개발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클러스터 내에 다양한
구성주체들이 있어 기술의 상업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2)))혁혁혁신신신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이이이론론론의의의 발발발전전전

(1)산업지구론(IndustrialDistricts)

산업지구론은 1919년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셜이 ‘산업과 교역(Industry
andTrade)'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마셜에 의하면 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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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며 비슷한 규범과 가치체계를 가진 주민
들의 공동체와 경쟁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 된다.산업지구에서는 기업들
이 일정한 공간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와 중간재를 거래하기가 수월하
고 필요한 노동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보다 수송
비용이 적게 드는,이른바 “집적의 이익”이 발생한다.4)
그러나 산업지구론은 1980년대 초반까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산
업지구론이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북구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터이다.즉 이탈리아
북구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마셜의 산업지구론이 적용된 것이다.
북구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은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공정별 분업체계의 형
성을 통해 수요변동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이
익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였다.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은 원료와 운송비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관습과 규범,신뢰 등의 독특한 공동체적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마셜의 산업지구론으로
정리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2)신산업공간론(New IndustrialSpaces)

마셜의 산업지구론은 토착 중소기업의 집적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마셜은 당시의 산업화 정도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공정과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산업지구 형성의 핵심주체로 생각하였다.그러나 현대경제에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존재하고,이들간의 관계가 신산업지구의 형
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협력업체,전략적

4) AlfredMarshall,IndustryandTrade,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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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공동 생산,공동 판매 등으로 다양하며,대기업은 벤처와 중소기업의
산실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현대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지구론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집적유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이러한 다양성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이
신산업공간론이다.신산업공간론에서는 기업규모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분업
구조,네트워크,뿌리내림 등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산업지구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론 및 실제 사
례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신산업공간은 산업집적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
을 보여 주고 있다.신산업공간은 산업집적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산업지구론보다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형의 확인
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즉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을 창출할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지역혁신체제론(RegionalInnovationSystem,RIS)

지역혁신체제는 제품과 공정 및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의
네트워크로 정의 된다.5)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혁신체제의 구
성요소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구분되는데,하부구조는 도로,항만,통신망
등의 물적 하부구조와 대학,연구소,금융기관,교육훈련기관 등의 제도적 하
부구조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상부구조는 지역의 조직,문화,규범 등을 의
미한다.상부구조의 요소들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지속시킴으로서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Cooke,RegionalInnovationSystem,UCLPers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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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와 발전된 혁신체제의 특징

구성요소 발전된 혁신체계의 특징

하부
구조

물리적 하부구조
(지방정부,
대학,금융,
기업지원기관 등)

자주적 조세,지출/지역에 뿌리를 둔 민간 금융/
자금조달에 지역적 파트너십 형성의 역량/지
역적 조정과 활성화 역량/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 보유/지역에
뿌리내린 대학/잘 통합된 R&D 시험소/지역
적 직업훈련 역량/지역적인 혁신역량의 존재

상부
구조

조직요소
(기업의 성격)

신뢰적 노사관계/현장 협력/모니터링/외부화/
혁신

조직요소
(통치의 성격) 비 배타적/분권적/자문,상담(비권위적)

제도,문화 요소 협력분위,연합족,학습경향,변화지향,관민
컨센서스

자료 :권오혁,�지역혁신체계론의 이론적 전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응용경제』제6권 제2호,2004.

지역혁신체제는 기술혁신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국가차원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과 예산을 지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혁신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
는 것이다.지역혁신체제론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영국의 카디프대학의 Cooke
교수는 지역과 국가마다 다양한 지역혁신체제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지배구조
(governace)의 형태와 혁신의 공간영역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역혁신체제의
유형을 <표 2-2>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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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지역혁신체제의 유형과 사례

구분
거버넌스 형태

풀뿌리
(Grassroots)

네트워크
(Network)

통제적
(Dirigiste)

혁신의
공간적
영역

지방
(Localist)

토스카니
(이탈리아)

탐페레(핀란드)
덴마크 도호쿠(일본)

상호작용적
(Interactive)

카탈로니아
(스페인)

바덴뷔르템베르크
(독일) 퀘벡(캐나다)

세계적
(Globalized)

온타리오(캐나다)
캘리포니아
브라반트
(네덜란드)

노스 라인
베스트팔리아
(독일)

싱가포르

자료 :Cooke,RegionalInnovationSystem,UCLPerss.1998.

(4)산업클러스터론(industrialcluster)

산업클러스터는 Porter의 ‘국가의 경쟁우위’에서 제시된 이론이다.포터는
“클러스터는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인 기업,전문공급업체,용
역업체,관련 산업의 기업 등과 기관들(대학,공인기관,기업연합회 등)이 지
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결집체로 정의하였다.7)
Porter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도주 클러스터를 예로 들어 클러스터의 특징
을 <그림２-１>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8) 이곳에는 일반적인 와인산업으로
분류되는 1,800호 가량의 포도재배농가와 약680개의 포도주 제조업체가 밀집
되어 있다.또한 기존의 산업과 달리 와인 클러스터에는 주정부기관,캘리포
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소,전문서적업체가 주변에 있으며,와인

6) Cooke,RegionalInnovationSystem,UCLPerss.1998.
7) Porter,M.,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Competition," Harvard
BusinessReview,Nov-Dec.1998.

8) 신동호,「세계의 혁신지역을 가다」,한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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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장비부터 홍보에 이르는 다양한 관련 산업이 집적하고 있다.포터는 이
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쟁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인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2-1>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클러스터

묘목 ↘ ↙ 와인제조정비

주정부기관
(와인생산 및
경영위원회 등)

← 숙성고
비료,살충제,
제초제 →

↓ ↓ ← 병
포도수확장비 → ↓ ↓

↓ ↓ ← 마개

관계기술
↓ ↓

↗ → → 포도 재배
농가 ↔ 포도

가공정비 ← ← 라벨
↓ ↗ ↑ ↑
↓ ↗ ↑ ↑ ↖ ← 홍보
↓ ↗ ↑ ↑ ↖ ↖
↓ ↗ ↑ ↑ ↖ 전문서적(예:와인동

향,협회보)

캘리포니아
농업클러스터 교육․연구․거래관련조직

(와인연구소,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요리연구소 등)

↖
↑ 여행 클러스터
↑

식음료 클러스터

자료 :신동호,「세계의 혁신지역을 가다」,한울,2006.

이밖에도 혁신클러스터와 연관된 이론으로 혁신환경론(InnovativeMilieur)
과 학습지역론(Learningregion)이 있다.9) 여러 이론간에는 강조점과 기본이
론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는 명확한

9) Moulaert and Sekia, "Territorial Innovation Models: A Critical Survey," 

   Regional Studies, pp. 289-3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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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이상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것이 <표 ２
-３>이다.

<표 2-3>혁신클러스터 관련이론

구분 산업지구론 혁신환경론 신산업
공간론

지역혁신
체계

학습지역
이론

혁신
클러스터

혁신의
핵심인자

공통가치
체계 속에
서의 혁신
주체 능력

다른 구성
주체와의
관계를 통
한 기업의
혁신 능력

연구개발
투자 신생
산방식의
적용
(JIT등)

상호작용
하는 연구
개발의 누
적과정

지역혁신
체계와 동
일:기술과
제도의 진
화 강조

대내외적
네트워크
경쟁과 협
력

기관의
역활

사회적 규
범 적용,
혁신과 발
전 촉진

기업,대학,
공공기관
의 역할
중시
지역 중시

기업 간
거래의 사
회적 조정
자

조직 내부
와 외부의
행위 규제

지역혁신
체계와 동
일:기관 역
할 강조

네트워크
연결

지역개발
에 대한
관점

공간적 유
대감,산업
지구의 유
연성 강조

협조적 혁
신 분위기

사회적 규
제와 생산
체제간 상
호 작용

지역은 상
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 규제
시스템

기술과 사
회제도의
이중적 동
학

지역의 경
쟁 우위가
중요

사회문화
에 대한
시각

기업간 가
치 공유
신뢰와 호
혜

신뢰와
호혜

사회적 작
용과 네트
워킹

상호작용
을 통한
학습

경제와 사
회 문화생
활과의 상
호작용

기회주의
방지

혁신주체
간의 관계
유형

네트워크
를 통한
경쟁과 협
력

수요공급
과 파트너
기업 전략
적 관계

기업 간
거래 관계

네트워크
는 상호학
습의 조직
형태

네트워크 혁신주체
간 네트워
크 구축

외부환경
과의 관계
유형

환경변화
는 제약과
동시에 아
이디어제공

환경변화
에 따른
적응

커뮤니티
형성과 사
회적 재생
산

내부관계
와 외부제
약의 균형

지역혁신
체제와 동
일

환경변화
에 민감

자료 :장지상․김왕동․박재곤․복득규․임덕순,「지방이 블루오션이다 혁신클러스
터」,균형발전위원회 2007.



- 14 -

제제제 222절절절 산산산업업업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와와와 유유유형형형 및및및 발발발전전전단단단계계계

111)))산산산업업업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산업클러스터는 기업들이 단순히 함께 모여 있는 상태로부터 상호 네트워킹
을 갖고 사회적으로 고착되며 집단학습이 일어나 혁신을 발생시키는 단계까
지 발전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것을 산업클러스터의 개념적 요
소라 할 수 있다.그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국지화,네트워킹,착근성 및 제
도적 집약,집단학습 및 혁신시너지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진다.10) 이
러한 구성요소들이 하나씩 더해짐으로써 클러스터는 점차 발전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1)국지화(localization)
국지화(또는 국지화 경제)란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들이 한 장소에 집적
함으로써 얻어지는 외부경제 효과�를 말한다.이것은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
된 기업들의 공존으로 인해 나타나는 보다 광범위한 인프라와 지원기관,혁
신에의 접근기회 등의 외부성을 의미하는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와 대비된다.이 요인은 마샬(Marshall)이나 베버(Weber)등의 고
전입지이론에서 집적의 주요 요인이자 효과로 언급되는 것이다.특히 마샬은
산업지구의 네가지 주요 특성 중 첫 번째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이것을 내세
웠다.11)
마샬은 국지화의 효과로 전문적인 기능,숙련노동력,전문화된 기계 등 생산
요소의 공동활용과 공급자 및 고객에의 근접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를 들고
있다.또한 이것은 그가 산업지구의 두 번째 요소로 내세운 지구 내 분업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즉,비전문적인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생산과정

10) CapelloR.�SpacialTransferofKnowledgeinHighTechnologyMilieux:
LearningVersusCollectiveLearningProcesser�.RegionalStudies.Vol.33.1999.

11) 박삼옥,「현대경제지리학」,아르케,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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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분이 전문화된 기업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2)네트워킹(networking)

네트워킹은 기업간의 분업에 의한 협력의 지속적 관계를 의미하며,거래관
계에서 기업조직 내와 기업간 구조가 혼합된 중간적 유형의 거래관계는 물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여타의 모든 기업과의 관계 유형을 포괄한다.원래 유연
적 전문화 이론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이 개념은 수직적으로 분리
된 생산체계에서 사회분업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특정지역을 단위
로 마치 하나의 대기업 처럼 조직화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범세계적 경제운영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못지않게 대
기업조직에 의해 상호 연관되는 공간발달의 조직화도 이 개념에 포함하지 않
을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인 공론이다.네트워킹이 오늘날의 신산업
지구 논의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이유는 이것이 혁신활동을 설명하는 주
요 요인으로 인식되는데서 시작한다.네트워킹에는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협력관계,정보교환 및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관계,창업과 신제품개
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연구․개발․생산의 통합,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지속
적 협력 및 이종 산업간 협력,전문하청의 증가와 하청관계의 질적 변화 등
이 포함된다.12)

(3)착근성(embeddedness)과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thickness)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이라는 두 개념은 그 의미나 연원이 다소 다르지만 사
실상 동일한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고,또 기업을 둘
러싼 비경제적 관계,즉 사회적,정책적 관계 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함께
다룬다.먼저 착근성은 그라노베타(Granovetter)13)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학
에서 출발한 개념으로써 �기업간 관계가 사회적 관계구조 속에 고착되는 것�

12) 김선배,「기업간 네트워크와 산업집적지의 성장특성」,지역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지리학회,1997.

13) 마크 그라노베터(MarkGranovetter)는 1973년 미국사회심리학저널에 "Thestrength
ofweakties(사회적 관계는 친한 친구들이 아닌 약한 관계의 힘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그는 "weaktie"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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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사회관계의 공공화로 인해 기업간의 관계에 신뢰가 형성되면
이것이 기업간 정보 및 지식 이전의 시간과 강도를 변화시켜 경제발전에 기
여한다는 논리이다.
착근성과 산업지구와의 관계는 지리적 근접이 기업간의 비공식적 개별 접촉
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인 및 기업에 관한
신뢰가 보다 잘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거래관계를 갖는 기업의
경제적 행동과 결과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유
연적 전문화 이론의 주장도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14)
한편,제도적 집약이란 사회관계의 총체적 특성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네가
지 측면을 지닌다.첫 번째로 다양한 연관조직(기업,금융,상공회의소,교육,
무역,지방정부,개발기구,혁신지구,회계 등)의 존재와 그들이 해당 지역의
사회관계 속에서 국지적 행동의 관습과 집단적 표출로 나타난 정도이다.두
번째로는 지구 내에서 연관조직들 간의 높은 상호작용이다.세 번째로는 개
별기업이나 업종의 이해에 대한 집단적 표출이나 비용의 사회화 또는 통제를
위한 연합이나 지배구조이다.네 번째로는 공통된 사업에 연루하고 있다는
상호인식이다.
제도적 집약을 달성한 산업지구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성격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식의 공동 풀이 형성되며,학습능력
과 이를 통한 유연성이 증대되고,신뢰와 상호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으며,공감대의 형성이 원활하여 기업간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이 용이한
성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4)집단학습(collectivelearning)
집단학습이란 �개별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혁신지구의 내부에 존재하는 공
통된 지식을 창출하고 이전하는 기제�를 말한다.산업지구가 내부적으로 혁
신의 프로세스와 성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과정의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공공재가 되어 해당 집단에 속한 주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14) 박삼옥,「현대경제지리학」,아르케,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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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어야 한다.그런데,이 과정은 조직적,제도적,사회적 근접성에 의해
원활화되는 경향이 있다.
Capello로는 산업지구내 지식의 공간적 이전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기업
의 규모와 혁신활동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형태가 나타나며 또 집단
학습이 중소기업 산업지구에 새로운 창조적 자원으로 작용함을 밝혔다.그는
집단학습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위한 지구 차원의 조건으로 산업지구내의 높
은 전직률,공급기업 및 수요자와의 혁신협력,그리고 지역 내 높은 분리창업
률 등의 세 가지를 들었다.또한,집단학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조건
으로 지역노동력의 외부유출이 낮을 것과 공급기업 및 수요자와의 긴밀한 네
트워킹이 유지될 것 등을 강조하였다.

(5)혁신시너지(innovativesynergy)
혁신 시너지란 �혁신의 잠재력 높은 지구에서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가 실
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전환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과 여건�을 의미한
다.여기에서는 무엇 보다도 내․외적 학습의 결과를 수익창출로 전환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내적 능력이 중요하다.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문
화적․제도적 기반도 필수적이다.그리고,특히 사회화된 타 기관의 지식을
활용하려는 자세도 큰 역할을 한다.Capello는 집단학습에 대한 기업의 자세
는 개별 기업의 규모와 혁신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론지었다.15)대기업은
기업의 내적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중소기업은 집단학습에의 기
대가 높다.급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창조적 자원이 축적된 지방노동
시장 등의 집단학습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과정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은 기
업내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특정 산업지구가
혁신 시너지를 지니고 있느냐의 의문을 파악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이
를 위해서는 소 사장제,사내 분사 등과 같은 기업 내 각종 혁신지원제도,창
업의 형태 그리고 청업지원기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5) Capello R.1999.�SpacialTransferofKnowledge in High Technology
Milieux:LearningVersusCollectiveLearningProcesser�.RegionalStudies.
Vo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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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산산산업업업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유유유형형형 및및및 발발발전전전단단단계계계
산업클러스터의 다섯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는 산업클러스터의 발전단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국지화,네트워킹,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집단학습,그리고 혁신시너지의 각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산업클러스터는 더
욱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해나가는 것이다.Capello는 이러한 발전을 단순집적
지, 전문화지구, 산업지구, 학습지구, 혁신지구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Capello,1999).단순집적지에서 국지화의 요소가 가미되면 전문화지구로 발
전 하지만,그렇지 못한 경우는 단순한 다각화지구에 머물고 만다.전문화지
구에 네트워킹과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의 요소가 더해지면 산업지구로 발전
하지만,그렇지 못하면 단순히 분자화된(atomized)전문화지구가 될 뿐이다.
산업지구가 집단학습으로 활성화되면 학습지구로 발전하며,그렇지 못하면
단순한 정태적 효율성을 갖는 산업지구로 남는다.학습지구에 혁신시너지가
더해짐으로써 가장 발전된 형태의 혁신지구가 창출될 수 있다..

<그림 2-2>산업클러스터 발전 모형

단순집적지단순집적지단순집적지단순집적지

전문화지구전문화지구전문화지구전문화지구

산업지구산업지구산업지구산업지구
분자화된

전문화지구

학습지구학습지구학습지구학습지구

다각화지구

정태적 효율성

산업지구

혁신지구혁신지구혁신지구혁신지구
잠재적

혁신지구

국국국지지지화화화
유관간업의 집적
안정된 노동시장
거래비용감소

네네네트트트워워워킹킹킹
지역내 전후방연계
기업간 조직적 근접성

착착착근근근성성성///제제제도도도적적적집집집약약약
지원기관의 기반
기업-사회간 문화적 근접성
비공식적 정보교류,신뢰

집집집단단단학학학습습습
지역내 집단학습의 기회
기업간 원활한 기술인력이전

혁혁혁신신신시시시너너너지지지
혁신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자료 :Capello,1999,황주성,「소프트웨어 산업의 입지와 산업지구에 관한 연
구」,대한지리학회지 제35권,제1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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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의 다섯 가지 유형과 발전단계를 단순화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여기서는 산업클러스터 다섯 가지 핵심 요소의 형성정도
에 따라 단순집적지,산업군집,혁신적 산업군집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단순집적지에서 유관산업이 집적되고 안정된 노동시장이 형성되고,국지적
연계와 기업간의 조직적 근접성 등 네트워킹이 형성되며,지원서비스의 발달,
기업-사회간 문화적 근접성,비공식적 정보교류 등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 차
원이 발달하면 산업군집으로 발전된 것으로 본다.산업군집에서 지역내 경제
주체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집단학습이나 기업간 원활한 기술 인력
의 이전 등을 통해 조직적․문화적 근접성이 단순한 연대감을 넘어 학습능력
으로 연결된다.집단적 학습을 통하여 형성된 잠재적 혁신능력을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혁신지원체계가 구축되면 혁신적 산업군집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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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국국국내내내 및및및 광광광주주주첨첨첨단단단산산산업업업단단단지지지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실실실태태태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
계적 수준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생산,유통,금융조달,
연구개발 체계 등을 전문화하고 상호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Porter의 �클러스터는 번영과 혁
신의 동인이다�라는 표현처럼,클러스터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혁신클러스터는 글로벌 경쟁
체제하에서 지역단위의 산업경쟁력 확대와 지식․정보교류를 통한 성장활력
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0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지도화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클

러스터 맵핑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일본은 2000년부터 「산업클러
스터 계획」에 따라 19개 클러스터 조성사업(3,800개 기업,200개 대학 참여)
을 추진 중에 있다.또한 영국에서는 「클러스터 정책조정그룹」을 결성하여
정책개발과 함께 전국 154개 클러스터 지도를 완성하였다.핀란드는 1993년
클러스터 중심 「국가전략산업」을 채택하여 IT 등 8개 산업별 클러스터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제제 111절절절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추추추진진진정정정책책책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8월 �제1
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클러
스터를 추진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12월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2004
년 1월 제정된 지역혁신체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기반으로 하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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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의2호에서는 산업집적을�기업,연구소,대학,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
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4조 에서
는 지역전략산업을�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
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으로 지역혁신을 �지역의 인적
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방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2004년 2월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2004년 6월에는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혁
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 및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지역별 혁신
역량 조사 및 혁신과제 등을 발굴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과 권역간 형평성
을 고려하여 창원의 기계산업단지,구미의 전자산업단지,울산의 자동차산업
단지,반월·시화의 부품․소재산업단지,광주의 광산업단지,원주의 의료기기
산업단지 군산의 자동차 및 기계부품산업단지 등을 혁신클러스터 7개 시범단
지로 선정하였다.2004년 8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산업자원부 공동으
로 혁신주도형 발전기반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
고 산업자원부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위원회� 설치 및 한국산업단지
공단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본부를 확대 개
편하여 각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출범시켜 각 시범단지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조직은 <그림 3-1>,2007년말 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은 <그림 3-2>,시범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발전비전과 목표는 <표 3-1>,
추가로 지정된 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은 <그림 3-3>,추가단지의 발전비전은
<그림 3-4>,추가단지의 추진전략은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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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조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7개 추진단
cnwlseks혁신클러스터추진단

추진본부(산단공)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협의회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산업자원부)

추진기관
산업단지공단

정책협의회

전문위원회

구미 반월시화 광광광주주주 원주창원울산 군산

지원기관협의회
평가위원회

주관사업
자1

주관사업
자2

주관사업
자3

주관사업
자4

주관사업
자5

주관사업
자6

···

자료 :장지상․김왕동․박재곤․복득규․임덕순,「지방이 블루오션이다 혁신클러스
터」,균형발전위원회 2007.

<그림 3-2>전국 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2007)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e-clus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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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개 시범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발전비전과 목표

시범단지 발전비전
성과목표(연간 매출액)
2003년 현황 2008년목표

창원 세계수준의 첨단기계산업 클러스터 24조원 45조원
구미 글로벌 디지털 전자 클러스터 36조원 80조원
울산 자동차부품 글로벌 공급기지 69조원 113조원

반월․시화 첨단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 25조원 51조원
광주 세계적인 광산업 클러스터 1조원 3조원
원주 글로벌 디지털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1,500만불 2,500억원
군산 환황해권 자동차부품 생산 및 물류거점 1.6조원 4.4조원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e-cluster.net)

<그림 3-3>추가지정 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200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e-clus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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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추가단지의 발전비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e-cluster.net)

<그림 3-5>추가단지의 추진전략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e-clus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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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광광광주주주산산산업업업단단단지지지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현현현황황황

참여정부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발전
을 유도하여 다양한 신산업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전환하는 것이 최소비용으로 산업단지
의 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국가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전략으로 클러
스터를 추진하였다.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선진 각국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
였다.
또한,해외 클러스터단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네트워크 모델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별 특화업종을 중심으로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004년
6월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7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였으며,광주 혁신클러
스터추진단은 시범단지중 하나로 지정되었다.정부의 4대 전략산업 육성정책
에 따라 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산업을 특화시키는 이른바
광산업혁신클러스터단지로 2005년도 4월 출발하게 되었다.
광주클러스터는 초기 광주혁신클러스터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세
계적인 광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내걸고,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체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기술집약형 선도기업 육성 및 유치,LED(Light
EmittingDiode,발광다이오드)및 광산업 집적화 추진,전략사업간 융합발전
을 4대 전략으로 채택 추진하여 신산업 창출․확산 및 광융합기술 선도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111)))광광광주주주단단단지지지 혁혁혁신신신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사사사업업업비비비전전전 및및및 추추추진진진전전전략략략

광주추진단은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까지 광주단지를 세계적인 광산
업클러스터로 도약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추진단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를 1단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사업목표를 조직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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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반 구축,산학연 네트쿼크강화,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정했다.특히 1단
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는 그동안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환경 개선과 광역권 산학연계 네트워크를 선진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신
시장 창출 확산과 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1단계 사업성과 가시화,
광산업 중핵기업 육성,광기반 신시장 창출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사업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광산업 고도화 촉
진,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광주단지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광산업클러스터
로 자리잡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광주 혁신클러스터는 초기 광주혁신클러스터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세계적인 광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비전으로 내걸고,�신산업창출 확
산� 및 �광산업 융합기술 선도�를 목표를 선정하였다.이를 실현하기 위하
여 �기업체 중심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기술집약형 선도기업 육성 및 유
치,발광다이오드(LED)및 광산업 집적화 추진,전략산업간 융합발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광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는 기업체
중심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한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고,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기술집약형 선도기업 육성 및 유치하는 것이다.세부 내
용으로는 기술 및 인력의 가치 혁신 추구하고,R&D 경영활동 해결지원을 함
으로써 기업체 기술 및 생산혁신 지원하며,선진클러스터 교류를 통하여 선진
기술 및 시장동향 지원하는 전략이다.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는 LED 및 광산업체 집적화 촉진하는 것이다.틈새시
장을 찾아 자원과 역량 집중하기 위하여 LED 밸리 조성 및 광업체의 집적화
촉진하고,우수인력․근로자 정주 및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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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전략산업간 융합 발전을 시키는 것이다.이를 달성하
기 위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지역혁신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광주 클러스터의 3차년도 목표로는 미니클러스터 발전비전의 보완을 통하여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동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수석코디네이터 및 전문가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
여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또한,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융합기술 및 신제품 개발지원을 위하여 광선업
체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맞춤형 발전전략에 의한 특성화 과제 발굴과 R&D
역량과 인프라 기반구축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222)))광광광주주주지지지역역역 산산산업업업단단단지지지 현현현황황황

광주첨단단지는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연구․
교육․주거․사업․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기지의 건설을 목표
로 광주 첨단지구에 총규모 7,931㎡를 1991년 12월 조성을 시작하여 1998년
12월 준공되었다.16)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단지내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이 광주
시내에 집적되어 있으며,삼성,대우,LG등 가전제품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
자,자동차,기계관련 부품소재 기업이 집적된 광주시 최대생산단지인 하남산
단,평동산단이 국토 13호선을 따라 인접되어 있고 또한 호남고속도로와 광
주 제2순환도로가 통과하여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
에 위치해 있다.현재 광주산업단지는 2개의 국가공단(첨단산단,평동외국인
투자공단)과 5개의 지방공단(하남,평동,본촌,소촌,송암)및 1개의 농공단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현황은 <표 3-2>와 같다.

16)혁신클러스터추진 TF팀,「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계획」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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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광주지역 산업단지현황(2007년)

단 지 명
총면적(천평) 입주업체 현황 취업

자수
생산액
(억원)

수출액
(백만불)총면적 분양 입주 가동 가동율

(%)
국
가

외국인
투자지역 962 875 56 51 83.5 2,267 5,183 35.4
첨단 2,4301,887 368 247 76.7 7,044 37,521 2,456

지
방

하남 5,9624,507 923 905 98.0 24,221 93,813 3,354
본촌 937 763 125 116 92.8 2,087 5,672 50
송암 394 278 65 64 98.5 1,562 314
소촌 189 105 57 54 94.7 657 692 20
평동 2,0431,302 237 236 95.5 4,080 7,203 96

농
공 소촌농공 324 262 47 46 95.7 1,748 453 108

계 13,2419,9791,831 1,673 90.5 41,918 150,398 6,011.4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 (2007)

2004년 광주․전남지역 인구는 338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6.97%,광주지역
의 경우 2005년 12월 현재 14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84％(전체인구 4,926만
명 기준)를 차지하며,면적은 5개구 501.34km²로 국토면적의 0.5％로 국토 서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경제활동인구는 641,000명이며,실업률은 3.8％,2005년
도 재정자립도 57.6%로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다.타 지역에 비해 재
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혁신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구규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도

광주시 지역내총생산액을 보면 15조 5,410억원으로 전국의 2.1%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규모의 영세성이 뚜렷이 나타
나고 있다.2005년도 6월 기준으로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 비중이 4.6%로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고,광업,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국평균 18.4%에 못
미치는 14.3%에 불과하다.2004년도 광주시의 수출액은 약 52억 달러에 불과
해 7대 광역시 중 5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전략사업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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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중 가전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그리고 지자체의 육성의지 속에
광산업이 선정되었다.

333)))광광광주주주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 환환환경경경
광주클러스터의 연구개발 환경을 살펴보면,시험연구기관이 7개,대학부설

연구기관이 16개,기업체연구소가 93개로 총 116개 기관이 있다.2000년 광산
업 육성정책의 시작으로 한국광기술원이 설립되어 광원소자와 능동형 광통신
부품 위주의 기술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광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
술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광산업 2단계 추진과 함께 광부
품 및 묘뮬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ETRI,생산기술연구원,고등광기술원,
Bio-IT파운드리 센터 등의 다양한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입체적인 지원을 제
공하고 있다.

(1)한국광기술원(KOPTI)
광기술 R&D 및 기업지원을 통해 국내 광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광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2001년 4월 개원하여
2007년 1월 현재 연구직 53명을 포함 총 85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광
제품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지원,광 제품 시험․계측․인증 및 신뢰성 평가
업무,창업보육 및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고등광기술연구소(APRI)
200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4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창의적 원천요소

기술 개발연구와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모험기술의 산학협동연구를 통
한 지식기반 벤처기업의 창출,광주 광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산업단지를 광기
술 집약단지로 육성,광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및 국가발전에 기
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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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광통신연구센터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광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고 광통신분야의 전

문기술을 광산업 집적단지와 연계시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립되었으며,특히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FTTH(FiberToTheHome)장비
를 적용한 별도의 실험망을 통해 FTTH 기반 서비스 제공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2009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사업인 FTTH서비스개발 실험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4)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광주연구센터
1997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기술지원센터로 시작되어 2005년 4월

광주연구센터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현재 총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첨단
부품소재산업,광산업 등 신산업 생산기술 지원,서남권 지역산업체의 기술혁
신 역량 및 경쟁력 강화,차세대 성장 동력산업과 연계한 서남권 지역특화산
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전자부품연구원(KETI)광주지역본부
2005년 4월 광주첨단지구에 출범하여 2007년 8월 현재 운영지원 인력을 포

함하여 2개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디지털 컨버전스 부품센터 구축 및
운영,전자부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뢰성 시험 및 분석지원,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시험인증 및 신뢰성 평가,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기술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광주과학기술원(GIST)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소수정예주의에 입

각한 석박사과정만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원으로서 첨단과학기술 이론의 창
출 및 연구개발․정보통신,신소재 등 5개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광주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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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활성화 및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동․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
한 산학협력 활성화로 국토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7)광기술인력교육센터
2000년 5월 광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전남대학교가 선정됨

에 따라 2001년 1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 공학관 내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현
장실무 능력을 겸비한 고급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기능인력 양성,산업체
재직자 신기술 및 능력향상 재교육,산학연 연계를 통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외에도 과학기술응용연구소,한국
Bio-IT 파운드리 광주센터 등의 광산업 유관기관이 있으며 광주디자인센터도
광 관련 업체의 디자인 개발지원,공동개발 뿐만 아니라 디자인 신기술 보유
및 창업지원까지 수행하고 있다.

<표 3-3>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관련 주요 R&D인프라 현황

구분 내용 인원

한국광기술원
광기술개발,기업기술지원
창업보육,장비구축
국제표준화 시험인증 둥

연구직 53명
총85명

고등광기술연구소 광 정보 통신,나노광학 총42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광통신기술 분야 핵심기술 연구
광통신기술의 정보통신 실용화 총44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초경량첨단소재․부품기반 구축
나노기술기반 구축
정밀금형 종합기술지원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총65명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품소재 연구,나노연구
디지털 컴버전스 분야 연구 총11명

광주과학기술원 유․무선 통합 광대역 네트워크 시스템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클러스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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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광광광주주주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기기기업업업지지지원원원기기기관관관

2004년도부터 지역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협력 네크워킹 활성화와
광주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광주단지 혁신클러스
터 추진단이 발족하였다.첨단 산업단지의 정부 및 지자체 위주의 광산업 클
러스터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창업보육 및 시험생산,기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광주테크노파크,광산업의 홍보와 성과 보급,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광산업진
흥회,산업기술정보 인프라 구축과 지역전략산업 발굴 및 지역기술개발사업
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전략산업기획단,광주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이 기업지원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7)

(1)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
입주기업체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적 네트워킹 활성화,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육성 및 선도기업 유치,세계적인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혁신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광주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지역혁신역
량의 결집을 통한 지식 창출,확산,기술혁신 도모와 신규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연구 및 기획업무 등을 수행한다.

(3)광주테크노파크
창업보육,시험생산,기업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매개로한 기술혁
신과 산업진흥을 도모한다.

17)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2007한국산업클러스터백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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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상담 및 해결,각종 정보와 자료 제
공,신기술 개발지원,중소기업제품 공동전시,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단
체 활동 강화,중소기업의 세계화 등을 지원 한다.

(5)한국광산업진흥회
광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보급 및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통하여 광관련
업계의 유대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광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6)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 인프라의 체계적 수집․구축 및 유통을 담당한다.

(7)광주디자인센터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공동개발,장비공동 활용 및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디자인 교류 등을 수행한다.

이외에 지역 전략산업인 광산의 현장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광기술
개발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광기술인력교육센터가 전남대학교를 주관사업자로
하여 2000년에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현장인력의 맞춤형 재교육을 통한 지
역업체의 기술 인력혁신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주전자부품인력양성 사업
단,지역특화산업의 기술 인프라와 시설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광주디지털가전부품개발센터,타이타늄․특수합
금부품개발지원센터,LED/LD(LaserDiode)패키징 시험생산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체적으로 지원활동을 지원활동을 벌이도 있다.
그 외에도 금형산업의 지원을 위한 �Try-Out센터�,광반도체를 조명산
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반도체조명센터�,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
한 �차세대 자동차 전자부품 생산지원센터�등이 기초 시설 및 장비 등을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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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클러스터는 2004년 7월부터 추진TF(TaskForce)팀을 구성하여 핵심클
러스터 사업으로 6개 과제를 선정한바 있다.2004년 말 광주혁신클러스터 TF
팀은 기업체,정부 및 지자체,대학・연구소,지원기관 등 14인의 위원과 17
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2005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첨단단지 및 광주지역의 산업환경분석과 지역혁신에 중점을 두고 6개의 핵
심사업과제를 선정하였고,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를 혁신클러스터 추진
단으로 개편하고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을 시작하였다.이에 따라 6개 미니클
러스터의 구성과 지원기관협의회,신기술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지원사
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표 ３-４>와 같이 2006년 3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제시한 광주클러스터
발전유형과 단계를 보면 하이테크 산업의 ‘신산업창출형’클러스터의 2단계에
서 3단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전국 7개 시범단지가 각각 독특
한 산업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적화 수준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또한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는 지식기반산업인 광산업에 집중하면서 연구,
교육,생산이 기존유관기관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융합클러스터의 특징을 지
니고 있다.

광산업 매출액 규모면에서는 1999년 1천 136억원,2005년 말 4천 7백93억원
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기업체 수는 1999년 47개에서,2005년 251개로
434% 증가했으며,2006년에는 273개사로 증가하였다.종업원 수를 보면 2006
년도 말 4,393명으로 2000년 당시 2,497명에 비해 131% 증가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현황에서는 한국광기술원 25개사,광주테크노파크 29개사,
광주테크노파크 29개사,전남대학 창업보육센터 64개 업체 등 총 118개 업체
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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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광주클러스터의 발전유형 및 단계

자료: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6)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발전단계 및 정책과제』 p.16

광주 광클러스터는 처음부터 첨단 하이테크 산업이라는 신산업창출유형의
클러스터로 기존유관산업과 융합을 도모하는 광융합클러스터의 성격을 지니
고 있으며 정부정책주도형 클러스터이다.그러나 광주 광클러스터는 지리적
인 집적,R&D지원기관 인프라,산학연 연계기능 등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벤처나 엔젤자본 등 창업자본이 취약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창업
및 분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글로벌 연계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광인프라의 원천 기반기술의 활용,선도기업유치와 육성,인
력양성 및 정주환경 개선,광산업과 기존산업의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광클러스터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구구구분분분 신신신산산산업업업창창창출출출형형형
(원주,광주)

구구구조조조고고고도도도화화화형형형
(구미,창원,울산)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융융융합합합형형형
(반월,시화)

기기기업업업유유유치치치형형형
(군산)

1단계 지역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관업종밀집 업종간
교류체계

지역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2단계
창업네트워크구축
초기 창업보육

가치사슬
연계체계 구축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융합기업의
창출
업종간 연계
구축

유치기업의
창출

3단계
기업유치,
벤처창출
창업공간 확대 및
입지공급

생산성고도화
선도기업의 창출
글로벌화

선도기업의
창출
및 글로벌화

협력 네트워크
체제구축

4단계
기업 및 인재의
집적화
호순환구조

글로벌 기업의
확대

글로벌 기업의
확대

집적의 선순환
구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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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미니클러스터는 혁신역량의 평가에서 금형-광산업-전자부품 등이
삼각연쇄구조나 업종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광산업 전문단지로서 관련
분야의 R&D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광주인근지역에 9만3천 평의 LED전용밸리를 조성하여 광산업 생산거
점의 집중육성과 광산업 관련기업의 입주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산업 관련업체수만 보더라도 1999년 47개사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약 268
개사로 약 6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생산 매출액이 7조원,고용인력이 2만 9천
명이 이르고 있다.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는 균형발전정책 현장점검 보고회의에서 시범단지별
로 혁신역량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18) 혁신역량의 평가기준
으로서는 R&D역량(기업체당 R&D투자비,연구원 수,특허등록건수),산학연
연계(산학연 협력사업의 수행여부 및 건수),선도기업(단지 내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수),글로벌 네트워킹(해외기업과의 제휴여부 및 건수),기업간 연계
(지역 내 기업과의 제휴여부 및 건수)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표 ３-5>의 ‘R&D역량평가’를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기업체당 연구개발
투자비 부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연구개발비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연구원 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1.1%증가
하였으나 중하위권이다.그러나 기업체당 특허등록건수를 보면 중상위권을 차
지하고 있어 창원과 구미공단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다.이것은
광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R&D투자비나 연구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등록건수가 많아 연구 성과가 높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8) 산업자원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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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R&D역량평가

자료 :산업자원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2006.

<표 3-6>은 각 시범단지별 산학연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율을 보면 광주가 3위(61.0%)를 차지하고 있어 군산,원주 다음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기업체당 참여건수를 보더라도 2004년도
광주는 0.1건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2006년 9월을 보면 1.7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이것은 광주혁신클러스터가 기업체 참여유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기업체의 산학연 연계에 대
한 참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체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표 3-6>산학연 연계(네트워크)평가(참여기업 대상)
(단위:%,건수)

자료 :산업자원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2006.

기업체당 R&D투자비(백만원) 기업체당 연구원 수(명) 기업체당특허등록건수(건)
2004년3월 2006년9월 2004년3월 2006년9월 2004년3월 2006년9월
울산(852.1) 울산(1,140.4) 창원(36.8) 창원(36.5) 창원(16.9) 창원(12.8)
창원(709.1) 창원(768.4) 구미(14.3) 울산(20.1) 구미(13.8) 구미(12.4)
구미(408.2) 구미(650.8) 울산(11.7) 구미(15.1) 광광광주주주(((333...555))) 광광광주주주(((333...888)))
반월(316.1) 반월(489.3) 반월(6.0) 반월(6.8) 원주(3.0) 원주((3.4)
광광광주주주(((222777555...000))) 광광광주주주(((333555888...222))) 광광광주주주(((555...333))) 광광광주주주(((666...444))) 반월(1.6) 울산(3.0)
원주(232.6) 원주(237.4) 원주(3.8) 원주(4.4) 울산(1.5) 반월(2.3)
군산(46.7) 군산(135.4) 군산(1.3) 군산(4.4) 군산(1.5) 군산(1.7)

참여율 기업체당 참여 건수
2004년 3월 2006년 9월

군산(70.0) 울산(1.5) 반월시화(2.0)
원주(66.7) 창원(1.4) 군산(1.8)
광광광주주주(((666111...000))) 원주(1.2) 광광광주주주(((111...777)))
구미(58.5) 구미(1.0) 원주(1.6)

반월시화(46.5) 반월시화(0.8) 구미(1.6)
창원(45.5) 군산(0.8) 창원(1.5)
울산(40.8) 광광광주주주(((000...111))) 울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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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의 선도기업의 평가를 보면,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에서 광주는 하
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광주지역의 기업이 영세자영업 수준의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광주혁신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
도기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성
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7>선도기업 평가
(단위:개사)

자료 :산업자원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2006.

다음으로 <표 3-8>은 기업체당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평가한 것이
다.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주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참여비율이 37%로 1위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당 참여건수를 보더라도 2004년도 참여건수가 1.4건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2006년도에 2.2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광주는
국제공항이나 항구가 없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외국기업과의 접근성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글로벌 네트워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글로벌 네트워크 평가
(단위:%,건)

대기업(300인 이상)및 중기업(50~300인)수
2004년 3월 2006년 9월
구미(43) 창원(46)
창원(43) 울산(42)
울산(41) 구미(36)

반월시화(31) 반월시화(35)
광주(2) 군산(2)
군산(2) 광주(2)
원주(0) 원주(0)

참여율(%) 기업체당 참여건수
2004년 3월 2006년 9월

광주(37.0) 울산(1.5) 광주(2.2)
반월시화(25.6) 광주(1.4) 원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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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자원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2006.

<표 3-9>는 기업간 네트워크를 평가한 것이다.기업간 네트워크 참여율을
보면 광주지역이 35.0%로 가장 높다.기업체당 참여건수에서는 2004년도에
1.1건을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는 2.2건을 차지하여 구미를 제외
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광주미니클러스터의 혁신역량의 평가를 바탕으로 클러스터의

활동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평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비나 연구원
수에 비해 특허등록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3-9>기업간 연계(네트워크)평가

자료 :산업자원부,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2006.

광주지역 산학연 연계평가에서도 3위로 나타났으며 2004년 출발당시 기업체
당 참여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006년도에는 3위로 대폭 증가했다.광
주지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글로벌 네트워크 평가에서 참여
율도 1위이고 기업체당 참여건수도 1위를 차지하여 해외기업과의 연계를 활
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업간 연계 평가에서도 광주지역은 참여
율 1위,참여건수 2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군산(22.2) 반월시화(1.2) 창원(1.8)
구미(15.0) 군산(1.0) 반월시화(1.5)
창원(9.7) 창원(0.8) 구미(1.4)
울산(8.7) 구미(0.4) 울산(1.3)
원주(3.2) 원주(0.0) 군산(1.0)

참여율 기업체당 참여건수
2004년 3월 2006년 9월

광주(35.0) 구미(8.2) 구미(6.8)
군산(29.4) 반월시화(2.0) 광주(2.2)
구미(26.8) 광주(1.1) 반월시화(2.1)

반월시화(19.5) 창원(1.0) 울산(1.6)
원주(15.6) 울산(1.0) 군산(1.6)
창원(9.7) 군산(0.5) 원주(1.3)
울산(8.7) 원주(0.0) 창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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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서는 광주 광산업을 리드해나갈 선도기
업이 여타 시범단지에 비해 취약하며,특히 광관련 기업간 연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광관련 R&D인프라
구축과 기술원천 및 지식기반 기술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과 광관련 선도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
다.향후 광주미니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선도기업의 역
할을 제고하고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777)))광광광주주주단단단지지지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구구구성성성 현현현황황황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성과 중에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산․
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등 네
트워크를 형성한 점을 들수 있다.19) 미니클러스터는 산․학․연․관의 소규
모 협의체를 의미한다.구체적으로는 업종별,기술별로 대․중소기업,대학,
연구소,지원기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포럼,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네
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규모 협의체
를 말한다.미니클러스터는 기업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혁신활
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상호협력,공동학습,정보공유 등의 활동이 이루
어지는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산업단지의 전략산업에 따라 업종별,기술분야별로 미니클러스터를 구
성하고,지식과 기술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술혁신역량의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산․학․연 네트워크 활동(포럼,업종교류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과
제를 발굴하고 이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를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발굴된 정책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미니클러스터가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는 발굴된 과제를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가

19)김영집․박광서,「광주혁신클러스터 희망을 열다」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혁
신클러스터추진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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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첫째 유형은 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해결하기도 한
다.이런 유형에는 비교적 단순한 지원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
다.둘째 유형은 혁신클러스터사업에서 설정되어 있는 지원자금을 활용하여
해결을 지원한다.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해결,코디네이터 해결,별도팀 구
성을 통한 해결 등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해결은 세미나,정기회의,지원기관협의회 등의 모임을 통
해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코디네이터 해결은 추진단에서 전문가 풀
에 참여시킨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식이다.예를 들
면 현장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해당기업과 그 분야의 대
학교수가 공동으로 과제를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다.별도팀 구성을 통한
해결은 특정과제를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유형은 다른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다.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는 지원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므로 기술개발과제의 금액 규모가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공동핵심기술개발과제
나 중기거점기술개발과제 등에 신청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6> 미니클러스터를 통한 과제 발굴과 해결 유형

(정책수요)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A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B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C

클러스터추진단클러스터추진단클러스터추진단클러스터추진단

- 1유형 :즉시 해결

         (외부전문가 활용)

- 2유형 :클러스터사업으로 해결

- 3유형 :타기관, 타사업으로 해결

자료 :균형발전정책교본 혁신클러스터(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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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광광광주주주단단단지지지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의의의 기기기능능능

미니클러스터는 산업단지를 연구․개발(R&D)과 고급 기업지원 서비스가 결
합된 �집적화단지(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는 클러스터의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하여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는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왔
다.광주클러스터 사업은 세계적인 광산업 클러스터 육성이라는 비전을 실현
하기 위한 신산업 창출 및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니클러스터 회원은 1차년도 111명에서 현재 25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중 기업회원이 207개사로 대다수를 차지,기업중심의 미니클러스가 운영되고
있다.참여 전문가 또한 대학교수와 연구원,지원기관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기업이 보유기술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나타
났다.각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는 정기회의 등 263회의 다양한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회원사 애로과제 발굴 595건,발굴과제 지원 555건의
실적을 거두었다.
미니클러스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장․부회장․총무․운영위원․CM(클
러스터매니저)등 7～1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위원회는
미니클러스터의 사업계획 및 방향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논
의함으로써 향후 미니클러스터가 참여 회원 중심의 자생적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있다.기본 운영방향은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하
여 각종 연계사업과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하고,전문가와 회원사의 역량 발
표를 통해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한다.아울러 광주추진단 산학
협력팀 CM은 산․학․연을 연결하는 전문 브로커링(Brokering)역할과 과제
지원 및 관리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미니클러스터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관련 기업과 지역내 전문
가를 대상으로 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회원 207명,전문가 회원 4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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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과 같이 6개의 미니클러스터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참여 전문
가는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업이 보유기술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0>광주추진단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구성현황

구분 기업 전문가 계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소계
광통신부품 32 2 4 3 9 41
LED 30 2 3 5 10 40
광 응 용 29 2 2 2 6 35
금 형 46 3 1 2 6 52
자동차부품 37 4 1 2 7 44
전자부품 33 4 2 3 9 42
계 207 17 13 17 47 254

자료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2007년도(3차)사업보고서

(1)광통신부품 미니클러스터
클러스터의 핵심기능은 산학연 연계활성화 및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
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광통신부품 미니클러스터는 광주지역 특화
산업인 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능동소자․수동소자․시스템 등의 업체 24개
사와 광주과학기술원,한국광기술원,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소 및 대학의 광
통신부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2005년 4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정기포럼을 비롯해 워크샵․통합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함으로써 그 동안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던 기술개발 및 이전기술사업화
등의 애로과제를 수행 하였다.그 동안의 성과는 회원사들이 신뢰를 바탕으
로 관련정보를 서로 공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며,특히 인적네트워크를 통
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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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ED미니클러스터
LED미니클러스터는 2005년 3월 광주지역 내 LED업체 26개사,대학교수,연
구원,지원기관 등의 전문가 9명 등 총35명으로 회원으로 출발하였다.2008년
3월에는 기업이 30개사,대학이 2곳,연구소 3곳,지원기관 5개 등 총 40명의
회원으로 증가되었다.2005년 창립총회를 계기로 정기포럼,친교프로그램,국
제교류,정기회의,운영위원회,워크숍,이업종교류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
동을 통하여 기업체의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등 회원사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애로과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또한 대학교수,연구소 및
기업체 연구원,업종별 기술전문가,지원기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가
POOL를 구성하여 과제의 타당성,사업성,과제해결방안 등을 모색해 오고 있다.

(3)광응용 미니클러스터

광응용 산업은 분야에 따라 정보통신 및 광계측,조명 및 에너지,의료보건
및 환경,광학부품 및 광가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광응용미니클러스터는
광정보 및 계측 신재생에너지,광학부품 및 가공 등 기업체 23개사와 한국광
기술원,한국생산기술원 광주지역본부,남부대학교 등 지원기관 및 대학전문
가 28명이 모여 2005년 4월에 창립하였으며,2008년 3월 현재 회원사는 기업
이 29개사,대학 2곳,연구소 2곳,지원기관 2곳 등 총 35명의 회원으로 증가
되었다.회원사는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종합해
신소재 및 신기술을 창출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그 동안 광응용미니클러스터는 연구․개
발․마케팅․경영일반․인력 등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 및 포럼․워크샵․ 등
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다.또한,회원사 방문을 통한 현장 애로사
항 청취,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함으로써 정보 교환도 나
누고 있으며,광응용 혁신의 날을 정해 미니클러스터 정착을 위해 협력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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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차부품 미니클러스터
자동차부품미니클러스터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체 대표
30명,대학교수,연구기관,대기업 관계자 7명 등 총 37명 모여 2005년 4월에
창립 하였으며,2008년 3월 현재 회원사는 기업체는 37개사,대학 4곳,연구
소 1곳,지원기관 2곳,총 44명의 회원으로 증가되었다.
자동차부품미니클러스터에서는 정기포럼,기술세미나,워크샵,임시회의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과제 등의 애로과제를 발굴
하여 전문가나 간사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하여 선진국 자동차업계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종합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코자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연수단을 파
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자동차산업은 장기적으로 부품업
체의 대형화,핵심프로젝트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집중지원책 마련,연구
인력 확충 및 산학연간 인적교류,취약 기술 분야인 정보통신,지능형 교통시
스템 등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5)전자부품 미니클러스터
전자부품미니클러스터는 산업 및 가전제품,임베디드솔루션 등 광주지역 산
업단지 내 전자부품 관련 기업,대학 및 연구소의 전자산업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의 회원으로 2005년 4월 창립되었다.2008년 3월 현재 전자부품미니클
러스터 회원사는 기업 33개사,대학 4곳,연구소 2곳,지원기관 3곳 등 총 42
명으로 증가되었다.전자부품미니클러스터는 정기모임을 비롯하여 워크숍,통
합포럼 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였다.이러한 활동은 경영에 필요
한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당면한 기업현안을 해결하는 좋은 창구로 인정받고
있다.전자부품미니클러스터는 그동안 사업활동의 기반을 토대로 전자부품 시
장의 동향 파악 및 아이템 발굴의 기회를 찾기 위하여 타 지역 및 해외 클러
스터와 교류 등의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회원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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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형 미니클러스터

금형미니클러스터는 금형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도약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금형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제품개발,
시제품 제작,금형종사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산학연관의 협업을
통한 금형기술의 선진화를 지향하고자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형미니클러스터는 광주지역 금형산업체 및 전문가 등 32명의 회원으로
2005년 4월 창립되었으며,2008년 3월 현재 회원사는 기업 46개사,대학 3곳,
연구소 1곳,지원기관 2곳 등 총 52명으로 증가 되었다.금형미니클러스터는
정기총회,운영위원회,워크숍,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연구
개발,마케팅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금형미니클러스터는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부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 맞춤형 교육프
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광주지역 금형업체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현
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또한 광주지역 금형산업 지원기관과 유기적으
로 협조함으로서 해외마케팅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혁신주체 간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제제제 333절절절 광광광주주주단단단지지지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333차차차년년년도도도 사사사업업업성성성과과과

111)))산산산학학학협협협력력력 지지지원원원사사사업업업 성성성과과과

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는 ‘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미니클러스
터 활동에 의해 발굴된 애로과제를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해결 지원함으로
써 기업체의 기술혁신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 3-11>과 같이 지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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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사업별 지원 현황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1)R&D지원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성과 제고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사업 및 이전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3차년도까지 53

개사에 대하여 지원 하였으며,R&D 완료과제의 기술적 성과로는 특허출원
15개,특허등록 7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사업화 진행 11개 과제는 2007년
도 24억원,2009년도까지 149억원 매출 등의 경제적 성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구분 지 원 사 업 지원과제(건) 지원금액(백만원)
1차 2차 3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기술혁신
역량
강화사업

①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19 19 11 2,527 2,858 1,549
②이전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 2 - 192 179 -
③시제품제작 지원사업 10 18 17 143 533 605
④인프라활용연계 시험분석 사업 19 22 26 26 46 54
⑤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17 33 41 14 56 66
⑥해외규격 확보 지원사업 1 4 3 4 28 19
⑦제품․포장디자인 지원사업 2 10 9 15 148 129

소 계 70 108 107 2,921 3,848 2,422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①현장맞춤형 교육훈련 사업 13 11 2 73 98 14
②공동마케팅 지원사업 28 73 59 58 208 153
③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6 10 6 22 43 33
④문제해결 멘토지원 사업 19 15 11 60 87 65

소 계 66 109 78 213 436 265
특성화
사업 ①추진단 특성화 사업 - 5 12 - 125 1,450

합 계 136 222 197 3,134 4,409 4,137



- 48 -

<표 3-12>R&D:현장맞춤형 기술개발사업 및 이전기술사업화

과제명 구분 참가
업체수

개발성과(기대치)
매출
(백만원)

수출
(백만원)

수입대체
(천불)

고용증대
(명)

특허
(건)

R&D
1차년도 21개사 99,660 32,470 10,820 510 22
2차년도 21개사 135,890 73,960 28,100 730 22
3차년도 11개사 72,680 30,865 7,955 380 13

합계 53개사 308,230 137,295 46,875 1,620 57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2)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개발기술 시제품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우수제품의 사업화 촉진 및 제품 제

작 지원을 통한 양산체계 구축과 마케팅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광통신 부
품,광응용 미니클러스터 지원비율이 77%에 해당하는 등 광산업체의 신규 시
장창출 지원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3차년도 시제품제작 지원사
업 중 6개 완료 제품의 2008년도 예상 매출은 60억원으로 지원사업비 대비
2,804%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2005년도 1차년도부터 3차년
도까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45개사,제품․포장디자인 사업에 23개사 등
총 68개사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표 3-13>시제품 및 제품․포장디자인 지원사업 실적

과제명 구분 참가
업체수

매 출 증 대
당해매출
(백만원)

향후매출
(백만원) 경제적 효과

시제품
제작

1차년도 10개사 13,272 16,000 매출 20% 증가
2차년도 18개사 15,784 28,490 매출 80% 증가
3차년도 17개사 56,767 139,721 매출 146% 증가

제품․포장
디자인

1차년도 5개사 10,532 16,830 매출 60% 증가
2차년도 9개사 20,125 28,877 매출 43% 증가
3차년도 9개사 15,732 24,830 매출 57% 증가

합계 68개사 132,212 254,74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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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개발기술 제품 성능 및 신뢰도 향상으로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고가장비 활용지원으로 기업체 R&D기술개발 성능평가 등 기술역량 확
충을 지원하였다.지역내 주요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광기술원,
광주TP,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전체 지원사업의 76%를 수행하였다.3차
년도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중 21개 지원 제품의 2008년도 예상 매출액은 2억
원으로 지원사업비 대비 467%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마케팅 지원 활성화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매출증대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국내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상담 1,898건
의 75,935백만원,계약 46건 2,606백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3-14>마케팅 지원사업 실적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표 3-15>해외시장개척 실적

과제명 구분 참가
업체수

상담 및 거래실적
계약
(건)

계약금액
($)

상담
(건)

상담금액
($)

해외전시회

1차년도
(3개 전시회) 6개사 16 830,000 61 905,000
2차년도

(8개 전시회) 10개사 27 1,458,000 86 3,849,000
3차년도

(2개 전시회) 2개사 9 520,000 9 1,070,00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과제명 구분 참가
업체수

상담 및 거래실적
계약
(건)

계약금액
(천원)

상담
(건)

상담금액
(천원)

국내전시회

1차년도
(3개 전시회) 24개사 121 1,215,000 865 6,407,000
2차년도

(9개 전시회) 45개사 11 425,000 737 45,956
3차년도

(41개 전시회)42개사 20 716,000 287 22,5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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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특특특성성성화화화사사사업업업 성성성과과과
(1)선도기업 유치 및 집적화

신산업단지 창출 및 광주지역 전략산업인 광산업을 집적화 시킴으로써 취
약한 지역산업 구조의 집단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 하였다.신산업입
지공간 창출을 위하여 광주첨단단지내 소필지화 부지가운데 LED집적화 단지
로 91천㎡(77필지),광산업집적화 단지 1․2단계로 258천㎡(97필지),연구시설
부지로 30천㎡(1필지)를 조성하였다.
LED집적화 단지 및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LED단지에는 ‘06년
24개사,’07년에는 32개사를 유치 하였으며,광산업 집적화단지에는 ‘06년 10개
사,’07년 14개사,‘08년 5개사 등 61개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표 3-16> LED 및 광산업 집적화단지 현황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2)선도기업 발굴 및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지원
미니클러스터 회원 기업체 가운데 신청을 받아 추진단의 추천을 선도기업

육성지원단에서 사업성,경영여건,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통
신부품에 (주)휘라포토닉스,(주)오이솔루션 등 2개사,LED부문에 엘이디라이
텍(주),대방포스텍(주)등 2개사 등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체의 맞춤

구분 년도 유치업체(개사) 고용창출(명) 투자금액(백만원)

LED
집적화단지

2006년 24 1,101 60,185
2007년 32 1,842 91,242
계 56 2,943 151,427

광산업
집적화단지

‘01～’04 23 557 17,054
2005년 9 65 4,298
2006년 10 106 3,351
2007년 14 132 3,460
2008년 5 29 3,570
계 61 889 31,733

합 계 117 3,832 18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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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발전전략 수립지원기능의 전문컨설팅기관 선정 및 맞춤형 지원 방향을 설
정하였다.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하여 광통신 및 LED 사업의 국내외 시장동
향과 경영여건 분석,기업체별 종합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제시,맞춤형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3)광산업 벤처 생태계 확충사업 성과
창업초기 사업자에게 성장단계별 대응전략 기회 제공과 예비창업자의 성공

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효율적인 전략
관리의 중요성 학습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및 기술개발에서 창업으로 이
루어지는 Spin-off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국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3
회에 걸처 대양주,인도,서유럽지역 시장개척단 파견하여 현지기업 방문 및
진출전략 설명회를 통한 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기
여하였다.또한,현지 시장개척 활동을 통한 상담 559건(102,869천불),계약 6
건(41,400천불)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광
주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IR자료 제작지원과 벤처투자연구포럼 운영으로 수도권 벤처캐피탈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와 유관기관,대학,연구
소의 대표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전문가 초청강의 및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우수기관(기업)벤치마킹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각 미니클러스터별 연계 가능한 대기업의 상생협력업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사례 중심의 강의와 구매전략을 협의하였으며,각 미니클러스터 활동 및 대
중소기업 포럼을 통해 발굴된 실무중심의 공동교육을 대학,지원기관 등 인
프라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또한,기업에서 필요한 6시그마 교육을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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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TPS혁신교육,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다.코세미(주)와
(주)포스코에서는 LG이노텍(주)을 협력기업으로 하여 LED 패키징 기술보유
기업인 LED미니클러스터 회원과 구매조건부 공동협력 기술개발과제 2개 과
제를 지원하였다.

<표 3-17>공동협력 기술개발과제 현황

기업명 대기업 과 제 명
코세미(주) LG이노텍(주) 고출력 투광기용 0.4W급 패키지 LED개발
(주)포스코 LG이노텍(주) 노트북 LCDBLU용 고효율 LED용 형광체 개발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5)Inter-Cluster를 통한 유망신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Inter-Cluster활동을 통한 연관 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 및 R&BD 우수모
텔 창출 기반 마련하였다.또한,서남권 CK(ConnectKorea)협의회 공동주관
으로 기술전시회에 특허기술 200여개 전시,기술설명회 및 기술이전상담으로
특허기술 설명 10개,미국 AOIA 공동대표 등 7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제
및 토론 진행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3-18>유망신기술 발굴 현황

주관사업자 과 제 명 내용

(주)피엔에스
저가형 4G급
WDM-PON

광송수신모듈개발

-광통신-금형 컨소시엄
-해외와 공급계약 완료
-1차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접목시킬 예정

(주)탑엘앤디 근거리 이동용
소형 EV플랫폼 개발

-광-자동차-금형 컨소시엄
-부안군 및 인도네시아 업체와의 MOU체결
완료

-7개의 참여기업,위탁기관,협력업체 참여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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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기기기업업업의의의 혁혁혁신신신역역역량량량 향향향상상상

(1)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생산․수출․고용의 증가 현황
광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생산․수출․고용이 증가세를 보이며 특

히 광산업육성계획 이후 추진된 혁신클러스터사업이 추진이전인 ‘04년도와
비교하여 기업체의 생산증가가 96.6%로 크게 증가하였다.고용인원은 ‘04년
5,649명에서 ’07년에는 7,592명으로 34.3% 증가하였으며,미니클러스터 회원사
의 총매출액은 ‘04년 5,475억원에서 ’07년도에는 1조 767억으로 96.6% 증가하
였다.

<표 3-19>미니클러스터 전체 산업동향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증가율(%)
‘04년대비

총매출액(백만원) 547,509 769,484 1,003,753 1,076,770 96.6
고용자수(명) 5,649 5,952 7,534 7,592 34.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2)혁신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증가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INNO-BIZ협회 등록 증가와 자체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증가로 추진단지 기업체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에 기여하고 있다.혁신중소기업의 경우 ‘06년도 37개사에서 ’07년 12월에는
60개사로 62.1% 증가하였으며,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06년도 57개사에
서 ’07년 12월에는 63개사로 10.5% 증가하였다.

<표 3-20>혁신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증가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증가율(%)
‘06년대비

혁신중소기업 수 20 37 60 증 62.1
기업부설연구소 수 40 57 63 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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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미니클러스터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구분 광통신 광응용 LED 자동차 전자부품 금형 계
기업부설연구소 16 15 9 10 8 4 63
미니클러스터회원사 31 26 30 30 37 41 195
미니클러스터별
연구소비율 51% 58% 30% 33% 22% 10% 32%

자료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2007한국산업
클러스터백서」,2007.자료를 보완하였다.

444)))추추추진진진단단단지지지의의의 성성성장장장

(1)산학연관 협력문화 확산을 통한 사업협력 활성화

광주첨단지역 마케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마케팅
지원 연구모임인 마케팅 포럼 구성․운영을 통해 광주광산업공동브랜드(LUXCO)
와 결합한 광주단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광주클러스터연구회,벤처투자
조합설립연구회 등 지역내 전문가 및 기업체,혁신기관들이 참여하여 혁신
창출,공동학습과 같은 혁신활동을 전개하는 연구모임이 자발적으로 생성되
어 지역혁신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핵심 전략업종 중심으로 기업이전 및 창업 활성화

클러스터 정책이 시작된 2005년도부터 사업 3년차에 해당하는 2007년에 이
르기까지 기업체의 평균증가율은 ‘05년 264개사에서 ’07년 368개사로 약 39%
증가하여 기업체의 집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광주첨단단지를 중심으로 생
산․수출․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또한,‘05년과 비교하여 볼 때
광산업육성계획을 기반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이후 매년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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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연도별 현황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5년도 대비
입주(개사) 201 264 321 368 증39%
생산(억원) 26,685 25,266 35,219 37,521 증49%
수출(만불) 197,900 195,000 263,700 245,600 증30%
고용(명) 5,705 6,303 5,912 7,044 증11%

자료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2007한국산업클
러스터백서」,2007.p557내용에 ‘07년도 통계자료를 추가하였다.

(3)신산업 입지공간 창출
첨단단지내 소필지화 부지 91천㎡(77필지)및 연구시설부지 30천㎡ 등 광

관련 집적산업공간을 확충함으로써 ‘06년도 24개사,’07년도 23개사를 유치하
였으며,취약한 지역산업구조의 집단화 및 광산업집적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3-23>신산업 입지공간 창출에 따른 투자유치 효과

구분 유치업체(개사)수도권이전기업 고용창출(명) 투자금액(백만원)
2006년 24 2 1101 60,185
2007년 23 3 952 67,492
계 47 5 2053 127,677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2007년도(3차)사업보고서」2008.

555)))광광광주주주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사사사업업업추추추진진진 평평평가가가

광주는 90년대 들어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산업구
조를 보이고 있다.90년대 후반 들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한 자
동차산업,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산업,그리고 광산업이 3대 주력산
업을 형성하면서 생산도시로 변모를 꾀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인 중요도는
떨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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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기아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의 생산액
이 2005년 기준 광주시 제조업 생산액의 37.3%를,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31.6%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생산기반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광주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광
산업 집적지구로 집중 육성되면서 국내 유일의 광산업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월출동․본촌동․광산구 비아동 일대에 조성된 광주첨단과학산
업단지는 국가산단으로 연구개발․첨단산업․교육․문화․주거환경의 5대 기
능이 복합된 기술집약형 산업단지이다. 지리적으로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
선․13호선과 인접해 있으며,고속철도가 개통된 광주역과 송정리역,광주공항
이 8km 이내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첨단지역에 위치한 연구 및 산업용지에는 광주과학기술원․한국광기술원․
ETRI광주지역본부․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광주클러스터추진단․광
주테크노파크․광주디자인센터 등 연구개발 및 지원기관들이 집중해 있다.
광산업 연구 및 실용화가 활성화 되면서 첨단산단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며,광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어 입주업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첨단산단의 고용인원은 2005년 6,303명에
서 2007년 7044명으로 급신장했으며,생산 및 수출액도 2005년 각각 2조8685
억 원,19억5000만 달러에서 2007년 3조7521억 원,24억5000만 달러로 성장 했다.
첨단산단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은 원천핵심기술산업으로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에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전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확충과 신규서비스 수요발생과 광정보기(TV시장),휴대폰 부품시
장,반도체 광원(LED)분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지역 광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2000년 47
개에 불과했던 광산업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계획 2단
계 사업이 실시된 2004년도에는 190개 업체로 늘었으며,2007년말 현재 302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매출액 또한 급신장세를 보여 정부차원의 사업이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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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인 2000년 1136억 원에서 2007년 9444억 원으로 900% 급신장했다.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광소재산업․부품․시스템기업이 집중되면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간 상호연계 강화 및 포트폴리오가 형성되고 단일부품의 경우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광주지역 광기업은 부품 위주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부품기업과 시스템기업간의 연계 및 시장
점유 노력도 보이는 성장단계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광주 광산업이 비약적
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5년부터 추진해온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기업
들의 연구와 마케팅,시제품 개발 취약점을 보완해주면서 기업 의욕을 고취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광주클러스터추진단은 2005년 출범 이후 국내 유
일의 광산업클러스터로 광산업체 집적화 촉진사업,미니클러스터사업,산학협
력지원사업,연구개발역량 강화사업 등 지속적인 기업중심 사업들을 펼치면
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클러스터에는 광응용․광통신․LED․자동차부품․전자부품․금형 등 6
개 미니클러스터에 254명의 기업,교수,지원기관 등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각
종 포럼과 과제해결 활동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기업 경영 및 기
술,마케팅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47개 기업에 R&D 지원으로
886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둔 것을 비롯하여 시제품 제작․제품 포장디
자인․마케팅․해외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으로 기업경
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광산업 특성상 광산업 자체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 정보통신․정밀․
의료․자동차 등의 산업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전략이 필요하며,미니클
러스터를 통한 기업지원은 기업들의 요구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니클러스터 내에서도 광산업과 기존 광주지역 전략업종인 자동
차․금형․전자업종 미니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광융합 클
러스터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지역 광산업 발전을 주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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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이 취약한 데다 중소기업의 자금력 부족으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게다가 사업의 전문화․다양화가 아직 미숙해 동종 사업체 난립 등
은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클러스터를 통한 기업들의 자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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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광광광주주주단단단지지지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방방방안안안

제제제 111절절절 광광광주주주단단단지지지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수수수요요요자자자 분분분석석석

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성과 파악 및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 방
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을
중심으로 광응용․광통신․LED․전자부품․금형․자동차부품 등 6개 부문의
�미니클러스터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광주 미니클러스터
207개 회원사 가운데 98개사를 표본으로 조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광주단지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조사한 설문내용은 부록 �미니클러
스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서�와 같다.

111)))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표 4-1>표본 설계 (SamplingDesign)

구구구 분분분 내내내 용용용
모 집 단 광주단지 6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표 본 크 기 207개 회원사 가운데 98개사
표본추출방법 무작위표본추출법

미니클러스터별
표본수

1)광통신부품 :16개
2)LED:15개
3)광응용 :11개
4)전자부품 :18개
5)자동차부품 :19개
6)금형 :18개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 미니클러스터발전전략」,2008.



- 60 -

222)))조조조사사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만만만족족족도도도 평평평가가가

광주클러스터추진단에서 �미니클러스터별 발전전략�에 대해 설문조사한
주요 내용은 미니클러스터 기업의 성과지표인 평균매출액 증가와 혁신활동
지표인 기술적 애로의 도움기관 만족도,미니클러스터 협력관계시 문제점,혁
신활동의 애로사항,미니클러스터 만족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05년 84억원에서 ’06년 101억원,
‘07년 110억원으로 각각 20.1% 및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기업의 평균매출액 증가
(단위:천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매출액 9,660,603 8,438,639 10,138,456 11,027,063
전년대비증가율 -12.6% 20.1% 8.8%
응답기업수 73개 88개 96개 91개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미니클러스터발전전략」,2008.

<그림 4-1>과 같이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사 및 계열
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해 최소한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73%로
나타났으며,응답 결과 �매우 그렇다�23%,“그렇다”50%, “보통”16%, “아
니다”8%,“전혀 아니다”3% 등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지사 및 계열사의 도움

지사/계열사

3% 8%

16%

50%

23%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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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고객 및 수요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
서는 <그림 4-2>와 같이�매우 그렇다�7%,“그렇다”37%,“보통”40%,“아
니다”14%,“전혀 아니다”2% 등으로 응답하였으며,최소한 “그렇다”라고 응답
한 기업이 44%를 차지하여 미니클러스터 기업들은 고객 및 수요업체로 부터 도
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고객 및 수요업체의 도움
고객/수요업체

2% 14%

40%

37%

7%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서비스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는 <그림 4-3>과 같이 �매우 그렇다�5%,“그렇다”8%,“보통”51%,“아니
다”29%,“전혀 아니다”7% 등으로 응답하였으며,최소한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13% 밖에 차지하지 않아 미니클러스터 기업들은 비즈니스 서비스업체로
부터는 거의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비지니스업체의 도움
비즈니스서비스업체

7%

29%

51%

8% 5%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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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경쟁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림 4-4>와 같이
�매우 그렇다�2%,“그렇다”14%, “보통”40%, “아니다”32%,“전혀 아니
다”12% 등으로 응답하였으며,최소한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6%를 차
지하여 경쟁업체로부터 도움은 거의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경쟁업체의 도움
경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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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대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림 4-5>와 같이 기
업이 35%의 응답률을 보여 산학연의 연계측면에서 지식창출의 원천으로 중요한
대학의 역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보통이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62%를 자치하고 있어 향후 대학 역할이 기대되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27% 기업
의 긍정적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응답
률은 �매우 그렇다�8%,“그렇다”27%, “보통”27%, “아니다”30%,“전혀
아니다”8%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5>대학의 도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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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공연구소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림 4-6>과 같이 최소
한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6%를 차지하여 대학보다는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
고 있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9%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잠재력이
충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률은 �매우 그렇다�7%,“그렇다”21%, “보
통”39%,“아니다”26%,“전혀 아니다”7%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6>공공연구소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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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민간연구소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에서는 <그림 4-7>과 같이 �매우
그렇다�1%,“그렇다”9%,“보통”28%,“아니다”45%,“전혀 아니다”17% 등
으로 응답하였으며,최소한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지나지 않아 이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민간연구소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미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민간연구소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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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과 같이 미니클러스터 활동에 있어 타 기관과 협력 관계시 문제
점이나 협력하지 않는 이유?라는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니클러스터 활동에
있어 협력관계 시에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기업들이 최소 40%이상이 협력관계에 있어 문제점이나 이유로 인식하고 있
는 항목은 적절한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 49%,협력 기업 및 기관 보유기술
및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42% 나타났다.

<그림 4-8>미니클러스터 협력관계시 문제점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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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와 같이 미니클러스터를 통한 혁신활동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최소한 “그렇다”라고 응답한 항목은 연구개발 자금 부족 52%,핵심기
술 부족 50%,개발제품의 판로 확보 48%,우수기술인력 부족 47%, 적절한 연
구개발 장비 미보유 43% 순으로 나타났으며,미니클러스터 회원사에서는 연구
개발 자금과 핵심기술부족한 실정이며,우수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인
력관리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아울러 연구개발장비 미보유
응답율도 43%로 회원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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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혁신활동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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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클러스터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그림 4-10>과 같이 “만족”
이라고 응답을 기준으로 정기포럼 등 69%,사업지원 처리 62%,미니클러스
터간 친목 활성화 56%,지원 과제 평가 시스템 49%,기업지원의 독창성
4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미만이었다.

<그림 4-10>미니클러스터 활동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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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클러스터 지원사업 가운데 지원받은 과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림 4-11>
과 같이 만족을 기준으로 현장기술개발 67.3%,해외박람회참가 63.8%,해외시
장개척지원단 파견 60.9%,재산권출원지원 60.5%,시제품제작지원 54%,홍보
판로지원 55.1%,교육훈련53.7%,동영상물제작 50%,제품포장지원 47.5%,규
격확보지원 42.8% ,홍보마케팅인력지원 42.8%,사이버마케팅지원 37.2%,시
험분석 지원 35.8%,이전기술사업화 30.8%,해외마케팅 파견지원사업 37.2%
순으로 만족도가 조사되였으며,불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모든 과제에서
10% 미만이었다.

<그림 4-11>미니클러스터의 과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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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의 희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림 4-12>와 같이 장
기R&D지원,장비임대지원,해외전시경비지원,인증지원제도확대,해외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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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확대,금형시제품제작과 같은 항목에 대해 5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났다.

<그림 4-12>신규사업의 희망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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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술적 어려움에 부딪칠 경우에 도움을 받
는 기관으로는 지사 및 계열사 73%,대학 54%,고객 및 수요업체 44%,공공연
구소 26%,경쟁업체 16%,비즈니스 서비스업체 13%,민간연구소 10% 등으로
조사 되었다.비즈니스 서비스업체 및 경쟁업체로부터는 거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공공연구소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잠재력이 충분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연구소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산학연 연계측면에서 지식창출의 원천으로 중요한 대학의 역할은 아직
미흡 하지만 향후 대학 역할이 기대된다.
미니클러스터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구개발 자금과 핵심기술 등이 부
족하고,정기포럼 활동과 현장기술개발 과제지원에 대해서는 “만족”이라고 응
답한 기업은 각각 69%,67.3%로 조사 되었다.
신규사업의 희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기R&D지원,장비임대
지원,해외전시경비지원,인증지원제도확대,해외전시지원확대,금형시제품제
작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5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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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광광광주주주단단단지지지 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SSSWWWOOOTTT 분분분석석석 및및및 활활활성성성화화화 방방방안안안

광주클러스터에는 광응용․광통신․LED․자동차부품․전자부품․금형 등 6
개 미니클러스터에 254명의 기업,교수,지원기관 등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각
종 포럼과 과제해결 활동 등 미니클러스터를 통한 다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광주단지 클러스터는 성장하고 있다.하지만 지자체,대학 등 지역혁
신 주체들의 혁신의지는 강하지만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혁신역량 취약과
상호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따라서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동에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기관들간의 협조체
제를 강화해야 한다.또한,지역전략사업 추진기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전략
산업기획단,클러스터추진단 등 사업별로 다양한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
나 추진주체간 기능 및 역할을 체계화하고,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
표적인 지역혁신사업들인 지역산업진흥사업,지역혁신특성화사업,지역혁신클
러스터 사업 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정책적 연계
를 위해서는 클러스터추진단과 지자체 및 지원기관들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
한 사업들간의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단지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업단지들
이 단순 기업들의 집적지에서 벗어나 단지별 집중화,특성화하기 위하여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연구개발 인프라와 네트워킹 효
과를 향유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이 강구되
어야 한다.혁신클러스터 사업은 특히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
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네트워크 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서
의 사회자본 형성에 초첨을 두도록 추진단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더욱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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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현재 광주추진단의 경우 겸직단
장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전문적이고 지역
에서 역량이 있는 인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주고 지역사정에
맞도록 일정기간 책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클러스터 회원사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광주단지 클러스터의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광주단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미니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
을 살펴 보기로 한다.

111)))LLLEEEDDD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1)SWOT분석

광주단지 LED산업의 강점요소로는 광주 광산업 1～2단계 사업추진에 따라
광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광원 시험생산센터,신조명기반구축사업 등 LED
조명에 필요한 기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산
업체 등이 첨단에 집적되어 있다는 것이다.또한,산업자원부에서는 2015년에
기존 조명제품 약 30%를 LED로 교체하여 약 1조6천억의 전기에너지 절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외적인 보급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기회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하지만 LED 조명분야에 지역 선도기업이 없다는 것과 대부분 종업원수 10
인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소수 수요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는 약점
요소라 할 수 있다.또한,위기요소로는 고급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감으로
써 지역내 고급인력 부족 문제,대만 및 중국 등의 저가 공세와 기술력 향상
에 따른 치열한 경쟁,건설과 조명 기획 및 인테리어 등 지역내 대형 수요기
업 부재로 마케팅 및 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은 LED 조명산업의 위기요소라
할 수 있다.LED미니클러스터에 대해 SWOT분석을 해보면 <표 4-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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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LED미니클러스터 SWOT 분석

(2)활성화 방안
<표 4-3>의 SWOT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 LED 미니클러스터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창출 제품 및 기업 집중 육성,개발기술의 사업
화,중소기업간 컨소시엄 및 융합산업 활성화,수요자 요구형 제품 생산기술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 및

강점요소(Strenght) 기회요소(Opportunity)

국가․지자체의 강력한 육성의지
2단계 사업추진결과 광산업 제반 여건
기반 구축
가전․자동차․등의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큼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산업체 등
이 첨단에 집적
LED밸리 조성 및 투자유치 정책

LED응용분야의 확대로 인한 수요 증대
지역혁신클러스터 산업으로 선정
지역내 LED기업의 역외입주 증대
지역특화산업인 디지털가전,자동차,문화,
디자인산업과 연계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지식경제부의 2015년 기존 조명제품의
약30%를 LED로 교체 예정

약점요소(Weakness) 위기요소(Threst)
선도기업 부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
대부분
소수 수요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혁신창출환경 열악/지역내 자본형성 미약
다품종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주종을
이룸
LED소자와 디자인 및 설계 기업 부재

고급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지역기업의 부재로 인한 전문인력의 역
외 유출
대만,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가격경쟁
거대 LED 조명기업의 등장으로 시장
독점
서울/경기 지역 거대 LED조명업체 등장
지역내 대형 수요기업 부재(건설,조명
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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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 업체에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도업체를
육성함으로써 부품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개발기술의 사업화을 위해서
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공정기술개발 등 제품 양산을 지원
하여 제품화를 추진해야 한다.중소기업간 컨소시엄 및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기술개발은 과제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
고,건설,자동차,의료,바이오,해양 등 기술과 접목된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수요자 요구형 제품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LED 산업구
조상 대기업 뿐만 아니라,건설,자동차,항만 등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자동차,의료,바이오 등 광주 내외부 클러스터간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지역에는 최근 육성하기 시작한 광산업을 통해 LED관련 기업이 생겨
나고 있으며,산업단지공단의 LED밸리 조성과 LED를 이용한 융합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LED 소자의 국산화율이
낮고 중국 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함으로써 주로 내수 시장에만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거대 조명시장을 선도할 LED 조명에 대한 고효
율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LED 광원 모듈,조명기기
제품을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여 기술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LED 조명기기는 다양한 조명상황에 적합한 렌즈 및 반사판과 방
열구조가 이루어지는 설계기술과 LED동작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원회
로,광색,색온도,광속 제어 등을 위한 제어회로 설계기술이 필요하다.LED
조명시스템에 있어서는 미래 감성 및 웰빙조명을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이 이
루어져야 한다.또한,기존 전통조명과 차별화된 LED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
한 조명 설계 기술개발을 해야한다.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전략
제품군으로 형성할 수 있는 LED 패키지,모듈 광원,일반조명,의료/농업/환
경,LED재료,설계 디자인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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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금금금형형형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1)SWOT분석
중국 금형산업의 급부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았던 선진국의 금형 산업은
점차 둔화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금형 인력 수요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금형 선진국은 금형산업의 쇠퇴로 인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금형생산 실적이 매년 약 10%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금형산업은 급성장하고 고급 기술 인력이 유입됨에 따라 중국의
신규 업체들이 신규 장비와 가격을 무기로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실정이
다.금형산업의 품질수준에 있어서는 선진국 업체들이 과점시장을 구성하고
있고 가격수준에 있어서는 중국업체들의 과점시장이 예상된다.국내 금형산
업의 경우 공정의 세분화,자동화의 영향으로 제조라인에 투입될 인원이 갖
춰야 할 전문지식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또한,품질면에서 선
진국 업체들과 비교하면 중간정도의 수준에 있으며,가격은 중국에 비하여
높고 납기는 어느 정도 외국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다.금형 미니클러스터에 대해 SWOT분석을 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금형 미니클러스터 SWOT 분석

강점요소(Strenght) 기회요소(Opportunity)
-수요기업과의 협력관계
-수주산업으로 하청 의존적 구조
-현장기술인력 양성체제 정도
-금형부품공업 기반
-금형 데이터베이스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지역전략산업과의 협력관계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
-국가 차원의 육성방안
-주력기간산업과의 연관성
-금형전문 인력 인프라
-기술개발 연구기반

약점요소(Weakness) 위기요소(Th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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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활성화 방안
<표 4-4>의 SWOT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형 미니클러스터의 활성
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첫째,신기술에 부응하는 고정밀,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여 IT ,NT 등의
수요에 맞는 금형기술개발을 해야한다.핵심 금형 기술력을 갖지 못하고 수
입 또는 조립하는 산업구조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즉 기존의 표준성과
신뢰성을 가지면서 금형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인 핵심 금형기술
능력이 필요하다.금형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
자가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및 기본 인프라의 확충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또한,기업의 영세성 극복
을 위한 핵심고가장비의 도입을 통한 활용성을 증진 시켜야 한다.
둘째,기술인력 공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신기술인력을 양성
하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여 우수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완제품 위주 산업구조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 하에서 금형기술 및 인적자원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
고 있다.지역내 대학,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인력양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전문가를 활용하여 산업
체 수요에 맞는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내 관련 기업의 수
-자체적인 부품의 공급 안전성
-금형기업의 영세성
-이직률과 숙련공 확보 정도
-납품대금 회수기간
-효율적 관리시스템 정착
-계획적 생산 가능성

-산학연관 협업
-국제적 능력있는 인재 창출/확보
-기술개발 마인드
-금형 품질
-정밀 생산설지 보유
-수출 가능성/능력
-국제적 마케팅 활동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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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금형업체 간에 협업을 통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현재 세계 금형 선진국에서 중국시장을 최대의 시장으로 지
목하고 있으나 초정밀,고생산성 등의 금형산업으로의 재편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금형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가격은
중국금형,품질은 일본금형 수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금형산업의 경우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 추진전략을 구
체화하고 향후 지역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타당성 분석 및 세부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즉,기업지원 최적화를 위하
여 시스템 정비,기술인력 활용,인력․장비 및 기관의 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333)))자자자동동동차차차부부부품품품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1)SWOT분석
광주단지 자동차부품산업의 강점요인으로는 광주시의 자동차 부품 산업 육
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지역내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전북의 군산산업단지의 GM대우 및 대우상용차,전주의 현대상용차
등 자동차 생산기지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또한,기회요인으로는
하남공단의 자동차 및 기계부품단지,평동공단의 자동차부품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 핵심산업인 금형산업,가전산업,광산업 및 디자인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계하여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내 자동차부품산업을 이끌어갈 선도기업의 부족과 산업기반의
취약성과 자동차 부품업체의 영세성 및 기아자동차 의존성이 매우 높은 점은
약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위협요인으로는 자동차업체 사이의 국제적 경
쟁의 격화 및 다국적 부품공급기업의 국내진출로 국내부품업체의 기술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격차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부품 미니클러스터에 대해 SWOT분석을 해보면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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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자동차부품 미니클러스터 SWOT 분석

(2)활성화 방안
광주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방위 산업인 완성차업체와 특장차업체가 4

개사 이상 입주하여 있으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지역경제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연간 생산능력 50만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전북의 GM대우 및 대우상용차,전주의 현대상용차 등의 자동차 생
산 기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남산업단지의 자동차 및 기계부품
단지 및 평동산업단지에 자동차부품단지가 조성되고 있다.그러나 자동차 부

강점요소(Strenght) 기회요소(Opportunity)

-지자체의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지역전략산
업 육성
-미래형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체
가 집적
-완성차 업체 보유
-자동차 부품업체 보유

-국가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따른 핵
심 부품개발 생산분위기 고조
-지역소재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증가
-부품 묘듈화로 시장의 다양성으로 인한
수요자 요구시장의 다변화
-하남산업단지의 자동차 및 기계부품단지
외에 평동단지에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

약점요소(Weakness) 위기요소(Threst)

-자체 기술개발 능력 미약
-고부가 가치 핵심부품생산 능력 저조
-항만의 부재로 수출물류 비용 경쟁력 미약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의 영세성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적인 선도기업 부족
-기아자동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
-고급인력 역내취업 기피

-대 중국 등 후발국가의 경쟁력 증가로
시장잠식
-핵심기술력과 자체브랜드 미확보로 지
역산업체 경쟁력 약화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 글로벌 경쟁력
미확보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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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업체의 영세성과 고부가가치 부품의 외부 의존도가 높고,독자적인 부품설
계능력을 갖춘 부품 벤더가 부족함에 따라 부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급
변하는 첨단부품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표 4-5>의 SWOT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부품 미니클러스터

활성화을 위해서는 첫째,클러스터는 상호 연계되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지역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클러스터가 갖는 근
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상호 보완성을 갖는 클러스터 간의 연계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전북의 GM대우 및 대우상용차,전주의 현대상용차,광주지
역 기아자동차 등의 부품업체 간 효율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네트워
크 활동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기술 및 인력개발,공동 인프라 조성 및 정보
관련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지역내에는 다양한 기업지원기관과 시스템 연계기관 등이 있지만
시․도간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하나의
목표로 묶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의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지역의 부품업체 혁신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주,군산,광주에 위치한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들이 다양한 지식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
다.이를 위해 지역내 자동차 관련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기업 등 효율적
산학연 연계를 위한 자동차부품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통하여 미래 자동차산
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부품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
력,신규인력,현장인력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444)))광광광산산산업업업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1)광응용 미니클러스터 SWOT분석
광주단지 광응용산업의 강점으로는 광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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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고한 의지와 광기술원,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소가 첨단단지
내에 집적화 이루지고 있다는 것이다.광산업의 육성방향이 부품,연구위주에
서 광응용,기업제품 개발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고품질 모바일,유비쿼터
스 등에 소요되는 렌즈 및 정밀기기 부품 수요의 대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약점으로는 지역의 낙후된 산업기반 시설과 광
응용 기업체의 영세성,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판매 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이다.또한,위협요인으로는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로 인력 확보
에 어려움이 있으며,중국의 산업화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일본 광촉매 기술
을 응용하여 대형 산업화로 성장함에 따라 지역내 기업의 발주 물량이 일본
과 중국 등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광응용 미니클러스터에 대해
SWOT분석을 해보면 <표 4-6>과 같다.

<표 4-6>광응용 미니클러스터 SWOT분석

강점요소(Strenght) 기회요소(Opportunity)
-광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

-광기술원,생기연 등의 관련 연구소
가 첨단단지 내에 집적됨

-협업 의지가 강한 기업들이 클러스터
를 형성하며 강한 결속력 유지

-회원사의 높은 연구역량
-지업지원 기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지역 광기술에 대한 높은 인지도

-광산업의 육성방향이 부품,연구위주
에서 광응용,기업제품 개발 위주로
전환

-다양한 광응용 지원센터 설립
-고유가,지구온난화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

-친환경 정부정책 및 웰빙으로의 트렌
드변화로 광촉매 산업 확대

-고품질 모바일,유비쿼터스,유헬스
등에 소요되는 렌즈 및 정밀기기 부
품 수요의 대폭확대

-대형 해양/육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광응용 친환경 사업 육성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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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통신 미니클러스터 SWOT분석
광통신 산업의 강점으로는 광주시와 유관기관들은 2004년부터 시작된 광산
업 2단계 사업에서 반도체 광원과 광통신 부품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
하고,광클러스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감으로
써 광주지역을 아시아 최고의 광 집적지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회요소로는 2005년 광부품 세계시장이 40억 달러로 매년 15% 이상의 성장
률을 보이고 있고,최근 FTTH 시범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입자망에 사
용되는 광통신부품 시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또한 정부에서는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에 광산업 1단계 및 2단계 사업을 통해 광가
입자망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와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점요소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내 광통신 시스템 업체의 부재,
고급인력의 지방근무 기피 현상 심화,높은 수준의 제품 사양 및 신뢰성을
요구하는 선진 시장 진입이 어려움이 있는 점이다.또한 위기요소로는 중국,
대만등의 저가격 제품 수입과잉에 따른 국내 광통신 부품 가격 하락,수년간
의 광통신 시장 침체에 따른 광통신 핵심 인력 이동 및 부족,광통신부품 회
사에 대한 투자 기피현상 등이 있다.광통신 미니클러스터에 대해 SWOT분
석을 해보면 <표 4-7>과 같다.

약점요소(Weakness) 위기요소(Threst)

-회원사의 영세성
-클러스터 회원사간 동질성 취약
-지역의 낙후한 산업적 기반
-수요,공급자간 열악한 판매 조건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

-산업적으로 급팽창하는 중국
-타지역 우량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확대

-지역 대기업 발주 물량을 일본과 중국
등지로 전환

-우수한 인력의 타지역으로 유출 심화
-광주 지역의 산업적 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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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광통신 미니클러스터 SWOT분석

(3)활성화 방안
<표 4-6>과 <표 4-7>의 SWOT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산업 미니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광주 광산업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하여 광관련 원천 기반기술을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
다.즉 대학이나 광주과기원,광기술원,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이 보유하고 있는 광통신 등의 기술을 사업가능한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둘째,선도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사업을 집중해야 한다.광통신분야에서
한국통신이나 대한전선 등의 통신관련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셋째,기술의 융복합화가 활발한 광산업과 광주의 기존 주력 산업인 자동차,
가전산업 그리고 신규로 형성되고 있는 바이오 의료 등의 산업을 결합시킨

강점요소(Strenght) 기회요소(Opportunity)

-정부 지역 특화사업 및 지자체 광산
업 1단계 및 2단계 사업에 의한 집
중투자 및 시장의 활성화 유도

-최근 FTTH 시범구축에 따른 수동부
품의 시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광부품 세계시장 매년 15% 이상의 성
장률

-광통신부품 시장의 증가
-정부 및 지자체의 광가입자망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

약점요소(Weakness) 위기요소(Threst)

-세계적인 경쟁력 기업체 부재
-고급 인력과 높은 초기 투자비용
-고급인력의 지방근무 기피 현상 심화
-높은 수준의 제품 사양 및 신뢰성을
요구하는 선진 시장 진입이 어려움

-중국,대만등의 저가격 제품 수입과잉
-광통신 핵심 인력 이동 및 부족
-광통신부품 회사에 대한 투자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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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복합 산업을 일으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일이다.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중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IT나 자동차산업 등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산
업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응용시키느냐 하는 것에 있다.
넷째,광산업 집적화를 위한 인력양성과 우수한 정주환경 등의 여건 조성이
다.현재 광주과기원을 비롯한 5개 대학에서 광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
으나 산업체와의 맞춤형 인력양성에는 미흡한 형편이다.따라서 고급인력 확
보를 위한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이에 대해서는 광주TP에 과
학기술교류협력센터가 건설중에 있으며 향후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급
인력 주거단지 조성과 지원,그리고 첨단산업지구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광주의 광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광주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
년간을 광산업 육성 1단계 기간으로 정하고 광산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주
력하였다.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진 광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광산업 2단계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부품 그리고 광
통신 부품,서브시스템 기업의 등의 기술개발에 노력하여 지역 광산업의 안
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아울러 LED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중소기업
간 상호 보완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광주첨단단지내에 『LED밸리』를
조성하고 있다.그러나 광산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광원 소자나 광통신 부품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 기반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소자와 부품 및 원천기술 개발
중심의 광산업에서 시스템과 응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광응용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광응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들이 광응
용 산업을 보다 확장하고 사업화 중심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광산업 3단계 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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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전전전자자자부부부품품품 미미미니니니클클클러러러스스스터터터

(1)SWOT분석
전자부품 산업의 강점요소와 약점요소를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등 대량생
산기술과 IT 내수기반이 튼튼한 반면 원천기술이 취약하고 대중소기업간 불
균형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외에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년매출액 5억이
하 영세업체가 많고,내수시장 협소,시스템 설계기술 취약,전문기술인력 부
족,소재기술 취약,광학기술 저조,핵심부품 수입의존 등의 약점이 있다.
위협요소로는 일본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원천기술과 브랜드
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프리미엄급 가전제품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본
의 경우 고령화와 수직적 통합에 의한 생산구조로 효율성 저하,중국의 기술
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에게는 기회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전자부품
미니클러스터에 대해 SWOT분석을 해보면 <표 4-8>과 같다.

<표 4-8>전자부품 미니클러스터 SWOT분석

강점요소(Strenght) 기회요소(Opportunity)
-백색가전 완성품 생산의 대기업 생
산시설 입지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
지털가전산업에로의 대응 가능

-전자업군의 강한 결속력
-자체 기술력 보유 업체 증가
-다양한 업종군으로 업체간 협업가능

-프리미엄급 가전제품 관련 산업의
성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디지털컨버전스부품센터 준공으로
종합적 지원체제 확립

-전자산업과 융합기술에 대한 필요성
증가

약점요소(Weakness) 위기요소(Threst)
-대기업의존도가 높음
-년매출액 5억이하 영세업체가 많음

-고급인력의 수도권 선호현상의 지속
-경쟁국가 중국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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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활성화 방안
<표 4-5>의 SWOT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부품 미니클러스터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글로벌기업
및 기술집약적 중핵기업을 제외 하고는 부품소재 기업들의 혁신역량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따라서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순환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명확한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
술혁신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기업의 역동성을 정책에 반영시켜 현실감 있는 지
원정책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또한,해외 선진국과 후발 추격국들의 주요
부품소재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을 조사․분석하여 국제 산업환경 변화를 감
지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기업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흐름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지역내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자부품산업의 경우,대학의 기초연구 제고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에 주력하고 기술․시장의 불확실성

-대부분이 대기업 납품업체로 자체
기술 개발의 낮은 욕구

-중규모업체 부재 및 기술혁신
역량 취약(전문R&D인력 부족)

- 미니클러스터활동을 위한 공통의
아젠다 미흡

-낙후된 지역산업 및 경제
-대기업의 생산기반 해외이전 가속화
-급격한 융합제품에 대한 수요로 기
존 시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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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를 위한 정부전략의 제시 및 표준의 확립이 필요하다.기업이 지속적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와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명확한 정부전략
의 제시와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융합기술의 수요에 대응하여 발전해 감에 따라
전자산업 분야도 디지털융합가전산업을 이끌어 내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전자부품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경우,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구조로 인해
자체 개발 능력보다는 구매업체인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업체와 독자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전자부품 미니클러스터의 미래를 바라보고 디지털융합
가전산업부문에서의 부품․모듈․시스템 전반에 걸쳐 기술의 방향과 로드맵
을 고려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또한 중소업체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연구비,보유 기술력․장비․인력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계의 가전산업의 시장변화를 예측하여 전자부품 신규 시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신속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84 -

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광주혁신클러스터는 초기 광주혁신클러스터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세계적인 광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기
업체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Collaboration),기술집약형 선도기업 육성 및
유치(Innivation),LED 및 광산업 집적화 추진(Focusing),전략산업간 융합발
전(Convergence)�를 4대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그 후 광산업 및 LED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어 주요 광산업체의 집적이 촉
진되고 BI및 POST-BI입지공간 확충 등으로 창업 및 이전기업들이 성장하
고 있다.그러나,단순 집적화 수준인 지역혁신역량을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광산업의 혁신역량을 기업체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네
트워크를 활성화하고,혁신지원기관들과 연계하여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선도기업을 육성하고,또한 광산업과 전자부품,자동차,금형 및 에너지산업
등 지역산업과 기술연계를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집적화된 벤처형 중소기
업들이 선도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상
태이다.
이에 따라,광주혁신클러스터추진단은 �산학연과 네트워크 활성화,기술집
약형 선도기업 육성,광기술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촉진,광산업 벤처생태계
확충�으로 세부추진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IT혁명의 본격화,WTO 및 FTA체제의 출범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통합화,
국제경쟁의 심화,중국의 급부상 등 급속한 세계경제의 변화,기술혁신,산업
간 융합,고령화,에너지 자원 이슈의 심화 등 국내․외 산업여건 변화를 고
려하여 광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IT,NT,BT,ET 등 신기술과 지속적으로
연계․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통해 광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광주 광산업클러스터가 취약한 특정분야의 원천기술개발과 관련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야 한다.최근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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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는 가운데 차별화하여 경쟁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지켜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광주 혁신클러스터는 광산업 육성을 통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으로 지역산
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궁극적으로�세
계적인 광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특
화분야의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광산업의 특성상 전반적인 신뢰성 향
상 및 공통기반기술력 확보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광주 혁신클러스터의 비전달성을 위한 사업목표는 미니클러스터 운영내실
화,지원사업 성과 창출 및 확산,혁신기반 및 혁신역량확충,단지특화사업
확대,광산업 현황,사업 정책의 효율성,관련기관들의 사업추진 의지,다른
산업과의 중복여부,광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의 본질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
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그 외의 사업 또한 타당성과 세부
사업 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수정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개발 및 규모의 경제
를 꾀할 수 있는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광
주클러스터는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 및 인프라,정부의 지원,내부 업체간 활
발한 네트워크 등의 강점이 존재 하지만,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규모 및 작
은 국내시장 규모,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채널의 낮은 영향력 등으로 인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기술 개척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벤처육성,
R&D지원강화,타 클러스터와의 기술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또한 R&D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야 하며,우수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와 중개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대형화
를 위해서는 Organizer구성 및 선도기업 유치방안으로 구분되며,M&A 및
조인트 벤처의 활성화,정부 차원의 투자유인책 강화가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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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설문문문응응응답답답자자자 연연연락락락처처처 ♧♧♧♧♧

소 속 성 명
E-mail 연락처

1.귀사의 지난 4년간 매출액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상
매 출

2.귀사의 종업원 수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종업원수(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기준)

전체인원
관리인원
생산인원
R&D인원

3.귀사의 생산제품 및 향후 개발 품목의 시장규모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세계시장 국내시장 귀사 점유율
2007년 2012년 2007년 2012년 2007년 2012년

현재 생산제품
향후 개발제품

4.귀사는 기술개발활동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공인된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3년 이상)
② 공인된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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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개발 전담조직 편성 운영
④ 실험실 형태의 조직 운영
⑤ 전담조직은 없고,외부기관에 수시 의뢰
⑥ 문제 발생 등 필요할 때 해결 노력

4-1.전담조직이 없다면 설치 계획은있는가?①( 년 후) ② 설치계획없다.( )

5.귀 사의 지적재산권 현황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건) 실용신안(건) 의장(건) 상표(건)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귀사가 기술적 어려움에 부딪칠 경우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의 어느 기관
에서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기관별 이용 빈도와 도움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
가해 주십시오.

항 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 혀

아니다
①자사내부및계열사
②고객/수요업체
③공급업체(원료,부품,설비및장비,S/W 등)
④비즈니스서비스업체(엔지니어링,컨설팅,법무등)
⑤경쟁업체(인근동품목생산업체)
⑥대학
⑦공공연구소
⑧민간연구소
⑨공공기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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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귀사가 타 기관과 협력 관계시 문제점이나 협력하지 않는 이유는?

항 목 매 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 혀
아니다

①협력연계전문기관의역할및기증부족
②적절한협력아이템발굴어려움
③협력기업및기관보유기술및인력에대한정보부족
④협력기업및기관의기술적해결능력부족
⑤협력에따른기술및노하우유출위험상존
⑥협력과정상의사소통및갈등문제
⑦협력기업및기관의지나친대가요구
⑧협력기업및기관의복잡한내부행정절차
⑨ 기타 의견 ( )

8.귀사가 혁신활동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어느정도입니까?

항 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 혀

아니다

①우수기술인력부족
②적절한연구개발장비미보유
③연구자료및정보부족
④연구개발자금부족
⑤핵심기술부족
⑥개발제품의판로확보
⑦연구원(사원)교육기회부족
⑧기타의견( )

9.기존 클러스터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 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사업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클러스터포럼방법(정기포럼,운영위원회 등)
②전문가 Pool활용방법
③클러스터사업지원처리기간
④지원과제평가시스템
⑤ 중소기업 지원의 독창성(타 기관과 차별)
⑥ 클러스터간 네트워크(친목)활성화
⑦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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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클러스터 지원사업 중 지원받은 과제의 만족은 어느정도인가?또,향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사업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현장 맞춤형(공동)기술개발사업
②이전기술사업화 지원사업
③시제품 제작지원사업
④인프라활용연계 시험/분석지원사업
⑤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⑥ 해외규격확보지원사업
⑦ 제품/포장디자인 지원사업
⑧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사업
⑨ 국내홍보/판로지원(전시회,광고,방송)
⑩ 제품동영상물 제작지원
⑪ 사이버 마케팅지원
⑫ 해외시장개척단파견
⑬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⑭ 해외홍보활동 및 마케팅전문인력지원
⑮ 해외마케팅연수단 파견지원
��경영컨설팅지원사업(세무,회계,법률 등)
※ 향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복수선택가능)
( )
11.클러스터 사업으로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사업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①장기적 R&D지원사업
②장비 임대 지원 사업
③해외전시회참관경비지원
④인증지원제도확대(ISO등국내인증)
⑤ 해외 전시회 지원확대(전시품선적등)
⑥ 금형 시제품 제작 지원
⑦ 기 타 ( )
※ 신설 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복수선택가능)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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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가 경제발전의 최우선 정책으로 조성 및 육성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의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를 클러스
터로 전환하는 것이 최소비용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4월부터 혁신클러스터 육성 12
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광주 산업단지는 시범단지중 하나로
정부의 4대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성과 중에
서 첫 번째로 들수 있는 것은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
해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를 형성한 점을 들수 있다.그러나
광산업 클러스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한계점을 알게 되었다.
첫째,광산업클러스터는 지리적인 집적,R&D지원기관 인프라,산학연 연계

기능 등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벤처나 엔젤자본 등 창업자본이 취
약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창업 및 분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글로
벌 연계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광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서는 광산업을 리드해나갈 선도기업이

다른 시범단지에 비해 취약하고 광관련 기업간 연계망이 미흡한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지역전략사업 추진기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클러스

터추진단 등 사업별로 다양한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추진주체간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또한,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혁신사업들인 지역산업진흥사업,지역혁신특성화사업,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이러한 광주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추진실태를 파악을 통하여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을 고찰해 보았다.
첫째,신기술에 부응하는 고정밀,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

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해야한다.핵심 기술력을 갖지 못하고 수입 또는
조립하는 산업구조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따라서 대학이나 광주과기원,
광기술원,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광통신 등의
기술을 사업가능한 기술로 전환 해야한다.
둘째,광주클러스터는 미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각종 포럼과 과제해결 활

동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광주단지 클러스터는 성장하고 있
다.하지만 지자체,대학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혁신의지는 강하지만 지역혁
신주체인 산학연의 혁신역량 취약과 상호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동에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기관들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따라서 클러스터 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하나의 목표로 묶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의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광산업 집적화를 위한 인력양성과 우수한 정주환경 등의 여건 조성

이다.현재 광주과기원을 비롯한 5개 대학에서 광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산업체와의 맞춤형 인력양성에는 미흡한 형편이다.따라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넷째,클러스터는 상호 연계되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으

므로 지역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클러스터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상호
보완성을 갖는 클러스터 간의 연계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클러스
터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기술 및 인력개발,공동 인프라
조성 및 정보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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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
의 복제,기억 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
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9년 2월 일

저작자 :장 성 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총장 총장 총장 총장 귀하귀하귀하귀하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클러스터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산업클러스터의 개념
	제2절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와 유형 및 발전단계

	제 3 장 국내 및 광주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실태
	제1절 우리나라 클러스터 추진정책
	제2절 광주산업단지 클러스터 현황
	제3절 광주단지 클러스터 3차년도 사업성과

	제 4 장 광주단지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제1절 광주단지 클러스터 수요자 분석
	제2절 광주단지 클러스터 SWOT 및 활성화 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설문서
	국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