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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지역경제 단위의 혁신체
제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와 경제의 양극화 해소라는
양대 당면과제를 안고 있어,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경제적
효율과 형평을 조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가 심화되어 있어
수도권 이외의 상당수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형성ㆍ발전 여건이 양호
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사례인 충북의 경우에도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
이 되는 제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
터의 형성 및 육성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성장이나
재정자립도 개선 등의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인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충청북도를 사례로 클
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 전략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충북은 지역내총생산(GRDP), 제조업 성장 등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인구, 경제활동 인구 등은 최근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기
도 했지만 상당기간 감소세를 경험한 후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재정자립
도 또한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충북경제가 ‘성장
과 정체’라는 복합된 경제성장 특성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외생적 환경변화 및
잠재적 발전역량이 건실하다는 강점요인이 있는 반면, 임계규모 미달로 인한
산업지원 인프라 및 혁신환경 미흡, 지역내 불균형 심화라는 약점요인이 상존
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충북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양호하나, 건실한
혁신환경을 토대로 한 클러스터의 발전은 여전히 미흡하며, 공간적으로는 지역
내 성장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발전 격차 심화, 유기적 연계의 미형성 등으로
성장효과가 지역 내로 원활하게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충북 자
체적으로는 지역혁신의 임계규모(critical mass)에 도달하지 못해, 산업 및 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 인프라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충북 경제의 성장특성과 취약점을 고려할 때, 추세적 발전 시나
리오는 충북의 일부 성장지역은 수도권의 주변지역으로 통합되고 지역 내 발전
격차가 보다 확대됨으로써, 충북의 공간적 분화(Spatial Divide)가 심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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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견된다. 그러나 충청권의 성장지역(청주 일원, 천안ㆍ아산, 대덕)이 상호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성장효과를
권역 내로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형성할 경우, 충청권은 우리나
라 어느 지역보다도 자율적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BIG(BT, IT, Green) 충북 구현을 통한 Bio-IT 산업의 메

카｣로 설정된 충북의 산업발전 비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본 고

에서는 충북의 산업발전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① ‘BT-IT 산업 중심으로 충청권 차원의 글로벌 경쟁거
점 형성’, ② ‘충북의 지역 거점 형성 및 배후지역의 地緣산업 클러스터 육성’,
③ ‘충청권 차원의 자율적 경제권역 형성’을 산업발전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충북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첫째, 향후 클러스터 육성에서 ‘클러스터간의 협력과 경쟁’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므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클러스
터 육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문간 투입-산출관계에 의
한 연계를 고려하기 위해 전후방연관구조에 기초하여 클러스터의 특화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기능적 보완성에 의해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클

러스터는 특화산업 부문의 혁신인자를 고려하여 가치사슬 상의 2-3개 기능으로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청권의 글로벌 경쟁 거점은 IT와 BT 산업을 중
심으로 천안ㆍ아산, 청주일원(오창, 오송, 청주산단), 대덕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구조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거점은 충북내 혁신역량
및 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영동-보은-옥천(농산업 바이오), 충주 기업도시(BIT
융합 산업), 제천(한방 클러스터) 등 3개 거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혁신의 임계규모 확보와 산업 인프라의 공동 구축 및 공동 운영의 활성화,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육성 등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유사한 경
제여건을 가진 충북, 충남, 대전이 경제적으로 통합된 단일 경제권역을 형성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은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시ㆍ
도간 협력 및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NIS-RIS
연계 프로그램 신설, 지역혁신 사업의 국고지원 원칙 및 평가체계, 사업 추진체
계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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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세계경제는 세계화-지방화, 정보화의 촉진과 더불어 시장에서의 경쟁
이 강화되고 기술변화가 극심한 지식기반경제 시대로 불리고 있다. 지식기반경
제에서는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보다는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과 ’
혁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된다(Porter, 1998). 다양한 혁신주체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식과 혁신이 창출․확산․활용되기 때문에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집적경제의 향유를 위해 지역(혹은 도시)단위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국가 경제발전은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
형 경제로 시급히 전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지역경제
단위의 혁신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총요소생
산성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성 도모라는 양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
제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
혁신체제의 구축’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을 위한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지역여건과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있다. 우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
구된다.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문 중심의 접근(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 중심의 접근(areal approach)으로 경제 및 산업정책이 추진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당해 지역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지역혁신의 공간적 범위(scale), 실효성 있는 정책 내용
(contents), 그리고 정책추진 방식(process)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여건에 적합
한 정책 틀(framework condition)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가 심화되어 있어 수

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은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형성ㆍ발전 여
건이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사례인 충북의 경우에도 지역성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클
러스터의 형성 및 육성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성장
이나 재정자립도 개선 등과 같은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상당수 지역이 취약한 혁신환경과 지역내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구축 전략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선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시
급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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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 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
는 클러스터 정책에 기초하여 지역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과
제를 충청북도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클러스터와 지역혁
신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지역혁신 정책모형
을 정립하고 주요 정책이슈를 발굴한다. 둘째,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하고 있
는 충북경제의 성장특성을 분석하고 혁신환경의 구조 및 위상에 대해 살펴본
다. 셋째, 이론적 논의와 충북경제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북의 지역혁신
의 비전과 전략을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충북의 지역혁신과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과제를 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9 -

Ⅱ. 기존 연구의 검토: 지역혁신 이론과 정책모형
본 장에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혁
신체제와 관련된 개념 및 주요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기술혁신체제 및 클러스
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이론의 배경과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지역혁신 모형과 중요 정책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제제 이론의 동향
지역혁신체제 이론은 기술진화에 관한 논의가 선형(線形) 혁신이론에서 상호
작용 혁신이론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혁신체제론과 밀접히 연관되
어 있다. 혁신의 상호작용 프로세스에 기초한 논의는 1980년대 말 국가혁신체
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관한 프리만(Freeman)의 연구와 룬트발
(Luntvall)의 ‘상호작용 프로세스로서의 혁신’이란 논문이 출판되면서 본격화되
었다(OECD, 1999). 이들의 연구는 지금까지 기술혁신 과정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제도적 요인을 강조했고, 이후 파비트(Pavitt), 도시(Dosi) 등에 의해 발
전되었다. 여기서 국가혁신체제는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공헌하고 혁신 프로
세스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물
리적 시설과 제도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혁신체제의 개념
을 통해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혁신 프로세스에 관한 논의를 혁신체
제론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혁신체제는 개념적으로 다양하고 구성요소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 국
가혁신체제의 개념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이로 인해 혁신의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인구 및 경제 규모가 큰 경우에
는 보다는 작은 규모인 지역단위 혁신체제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ooke(1998)는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연구성과가 산업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발전되지 못한 것은 도식화된 시스템을 강조한 데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국가혁신체제가 고유한 것으로서 어느 지역(혹은 국가)에
나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즉, 국가 혹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혁신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간과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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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

Darwin
중심지이론
(Christaller)
Veblen

Schumpeter

기술진화이론
(Nelson,
Winter,Dosi)

기술변동이론
(상호작용 혁신,
Freeman)

산업입지론
(Isar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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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론
(Perroux)

Marshall
산업지구

이탈리아 산업지구 모델
(Beccatinl, Bagnasco)

내생적 발전론
(Friedmann,
Stohr, Weaver)

국가혁신체제론

혁신환경모델
(GREMI,
Aydalot)

산업지구론
(Plore & Sabel)

기술혁신 및 혁신체제 이론

유연적
전문화론

지역역량론
Friedmann
네트워크이론
(Grabher,
Camagnl)

학습지역모델
(Morgan,Cooke)

지역
기술혁신론

거래비용론
(Willamson)

지역혁신체제 모델
Regional Innovation
Systems

지역발전 이론

신산업공간
모델(Scott)

규제이론

클러스터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

공간분업론
(캘리포니아
학파)

산업집적지 및 클러스터 이론

주: Moulaert & Sekia(2003)를 토대로 필자가 수정함.

경제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또 다른 논의로 1980년대 이후 경제지리
학을 비롯하여, 지역경제학, 기술혁신 및 조직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
고 있는 산업집적 및 클러스터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산업지구
(industrial district) 모델,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 모델, 클러스터 다
이아몬드 모델로서 경제주체의 네트워크와 산업발전의 효율적인 공간 형태에
관한 연구들이 해당되며, 산업집적의 성공사례에 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가 다
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마샬의 산업지구론에 토대로 한 산업지구 모델은 동일한 산업과 지역
에 속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지구는 일반적으로 한 산
업부문(특정 활동 혹은 제한된 수의 활동)의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다양한 단
계에 특화된 중소기업 간의 강한 지역적 분업에 기초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국
지화된 생산체계로 정의된다.
둘째,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 모델이 산업지구, 유연적 전문화, 사
회적 규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동태성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스토퍼(Storp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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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트(Scott)에 의해 도입되었다(Storper & Scott, 1988). 이 모델은 유연적 생
산체제에 적합한 생산공간의 형태로 가치사슬 상의 연계된 생산자 집단이 지리
적 집적된 경우로 제시하였다. 유연적 생산체계에서는 적기공급(just-in time)
등 소규모의 지속적인 거래가 증가되기 때문에, 기업은 공간적 집적이라는 입
지전략을 통해 외부거래에서 공간 의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있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포터
(Porter)의 클러스터론이 입지정책은 물론 경제정책 전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게 되었다. 포터는 국가 및 지역의 富는 부존자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비교우
위(comparative advantage)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과 선택에 따
라 창조되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산업집적 및 클러스터론과 혁신체제론은 네트워크론을
매개로 결합하여 지역혁신체제론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유연
적 전문화 생산체계의 논의에서는 기업의 전문화와 네트워크가 핵심요소이며,
이에 적합한 공간적 단위로서 제3이태리, 실리콘밸리와 Route 128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이후 네트워크 조직론(Powell,
1990)을 매개로 클러스터론(Porter, 1998)과 혁신체제론이 결합되어 클러스터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framework condition)로서 지역혁신체제가 부
각되고 있다(김선배, 2001).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산업발전 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제는 산업지
구 및 클러스터 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업발전 요인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는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

산업

전문화(industrial

specialization),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을 통해 지역 내‧외로 산업발전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정책으
로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혁신체제 이론은 혁신, 산업집적, 지역발전
분야의 여러 논의를 토대로 형성되고 있고 개념적 불명확성과 방법론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아직은 미완성 단계의 이론으로 여겨진다. 지역혁신체제 이론은
상호작용 혁신에 적합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기술혁신 및 혁
신체제’ 이론과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계에 효율적인 산업발전의 공간적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산업집적지 및 클러스터’ 이론을 상호 접목하는 통합적 성격의
내생적 지역발전 이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혁신체제는 어느 지
역에서나 활용가능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
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지역혁신의 프레
임워크로서 지역혁신의 정책모형과 추진과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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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와 정책모형
지역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먼저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는 3가지 차원으
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그림 2>). 첫째, 가장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지역 전
략산업 및 연관산업 혹은 지식기반이 된다. 둘째,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식기반

의 혁신환경(innovation milieus)은 지식 및 기술 인프라, 공식적․비공식적 게임
의 룰, 기업지원제도 및 시설, 물리적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전략산업

및 지식기반과 혁신환경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혁신체제의 각 구성요소는 물리
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도 국지적 차원(local level)과 지역적 차원(regional level)으로 서로 상이하
다.
<그림 2> 지역혁신의 구성요소
적
비공식
공식 .

게임 의

룰

기업

지원

제도
적 자본 기업지
및
회
,사
습
관
시설
원기관
도
및
제
)
적
프
식
,
로
민
공
그
(비
램
간자
조례
)
(벤
금
법,
적
조달
처
식
식시 캐
(공
상호연계(네트워킹)
장 ) 피탈 ,
은행
연구기관, 대학
,주
(기초 및 응용연구)
전략산업 및 연관산업,
공공자
지식 기반
금 지원
비즈
니스
(경
영
서비
컨설
스
망
팅,
정보
디자
및
기술
인)
교통
및
인력(노
동시장
입지시설
)
지식
인프
프라
라
적인
리
물

이러한 지역혁신체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의 기능적 관계를 통해 지역혁신체제의 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 참조).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혁신체제는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혁신 인프라와 지역 거버넌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
우 클러스터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수개의 클러스터가 상호 연계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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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국지적 차원의 혁신체제를 말한다. 지역혁신 인프라와 거버넌스는 중층적
으로 연계된 수 개의 클러스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적 차
원에서 작동하게 된다.
<그림 3> 지역혁신체제 구성요소의 기능적 관계

혁신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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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허브 클러스터
중소 클러스터
네트워크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지역혁신체제의 정책모형(개념모형)은 집적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형성, 지역혁신인프라의 정비․확충,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4> 참조).

첫째, 지역혁신체제 모형은 지역산업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및 기업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접합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클러스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산업클러스터는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산업생산체계,
기업지원기관(기술, 생산, 마케팅), 지역산업 플랫폼, 산업입지(집적시설) 등이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는 중소규모 클러스터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과학기술체
계와 기업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되어 있고 나아가 중소규모 산업클러스터
와 상호 연계되고 중첩된 대규모 클러스터이다.

둘째, 클러스터의 형성 및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필요한 지역금융, 교육․훈련,

정보․통신, 물류․유통, 지역문화 등의 지역혁신인프라가 정비되고 확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관리․운영 체

계로서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에 적합하도록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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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체제의 개념모형을 토대
로 운영모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역혁신체제 운영모형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용모형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모형(개념모형)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 사업의
개발 추진

정책 및 사업의
조정. 평가

지자체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지역발전
협약제도

지역균형
특별회계

기획.조정기구

추진체계

지역산업플랫폼

과학기술체계

기술
지원기관

테크노파크,
대학, 기초 및 응용 테크노파크,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
연구기관
등
등

산업생산
체계
전략산업 및
연관기업,
지연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지원체계

생산자 서비스 산업
(마케팅, 경영컨설
공공
공공 및
및 비영리,
비영리,
팅 등)
지원기관
지원기관 등
등

거점단지, 중소 특화단지, 집적시설

지역혁신기반

지역금융

클러스터링
교육.훈련

물류.유통

정보.통신

지역문화

3. 우리나라 지역혁신 정책의 주요 이슈
클러스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산업정책의 패러다
임 전환이 요구된다. 즉, 기존의 부문 중심의 접근(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
중심의 접근(areal approach)으로 경제 및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절
은 우리나라 경제여건에서 지역 중심의 경제 및 산업정책, 즉 클러스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문제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된 정책
적 이슈는 정책의 내용, 정책수행의 공간단위, 정책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클러스터 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
인가와 관련된다. 이는 지역적 필요성과 국가적 효율성 측면에서 클러스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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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수단(및 사업)을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쟁점을 감안할 때,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체제의 정책모형은 개념
모형(RIS conceptual model)과 운영모형(RIS operational model)으로 이원화하
여 정립될 필요가 있다. 개념모형은 한국경제 여건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분석
틀인 동시에 정책모형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지역 여건과 산

업 특성에 맞도록 지역혁신체제 개념모형을 수정․보완하여 지역적 차원의 운영
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적 차원의 운영 모형은 클러스터 육성계획
이 핵심이 된다. 이 경우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망 및 SWOT 분석에 의한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효율적인 지역생산
체계 형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육성계획은 전략산

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을 고려하여 세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특성

화 분야에 대한 혁신인자 분석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수행의 공간단위와 관련하여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 제기되는
쟁점은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기능적 관계 정립과 더불어 지역혁신
체제의 적정 규모의 문제이다. 네트워크형 클러스터의 혁신환경으로서 지역혁
신체제는 그 공간적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공간규모
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적정 공간범위에 관한 논의는 최근 공간경제의 특징으로 나
타나는 분산된 집적형태를 고려하여 기존의 집적이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
요하다. 새로운 집적이론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는 클러스터의 공간
적 형태는 물론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다. 우선 클러스터는 하나의 거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형태보다는 다양한 형
태의 중소 클러스터들이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형태
가 집적경제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즉, 클러스터 효율성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복합된 경제활동의 외부경제(규
모와 범위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네트
워크형 공간구조를 형성해야 하고, 이들의 원활한 운영과 작동을 위해서는 임
계규모의 확보가 가능한 공간단위에서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지역혁신체제의 적정 공간범위는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구조
적 특성분석에 기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또 다른 쟁점은 지역혁신 정책의 추진방식
(Process)의 문제이다. 즉,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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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대 위에서 경쟁과 협력의 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혁신의 거버넌
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혁신의 상호작용(interactive innovation process)과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집합적 학습
(collective learning)에 관한 논의들은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R&D 기능
과 생산기능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에
서 기능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정 지역의 범위에서 집적
의 외부경제와 규모의 경제가 결합이 되어 집합적 효율성(collective efficiency)
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로서 거버넌스(governance)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의 지역정책은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와 관행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이
후에도 본질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경제
행정능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지역단위
의 구심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지적 차
원에서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틀(framework condition)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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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충북 경제의 성장특성과 지역 혁신환경
본 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북의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
축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충북경제의 현황과 성장특성, 그리고 혁신환경의 구
조와 위상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충북경제의 사례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 본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논의 및 정책모형과 더불어, 충북의 클러스
터 육성전략과 지역혁신체제의 적정 공간범위를 논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경제 현황 및 전략산업 현황
2005년 기준으로 충북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25조 5,200억원(전국 총생산액의
3.14%)이며, 이는 2000년 3.37%에 비하여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2003년 이후
3.1%와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GRDP 증가율은 전국의 5개년 평
균 7.4%에 비하여 다소 낮은 6.3%를 보이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사업체수 증가
율 또한 전국 1.27%를 하회하는 0.51%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출액(2.0%), 경
제활동인구(2.9%), 취업자(3.0%) 등을 볼 때 전국 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
며, 특히 시ㆍ군을 포함한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31.7%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표 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 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전 국
2000

충 북
2005

2000

2005

578,665

810,516

19,521

25,520

45,985

47,041

1,505

1,502

1,258

1,723

1,306

1,716

3,013,417

3,204,809

94,736

97,142

172,268

284,419

4,649

5,664

15세이상인구(천명)

36,186

38,300

1,150

1,175

경제활동인구(천명)

22,134

23,743

687

698

취업자(천명)

21,156

22,856

665

682

59.4

56.2

37.0

31.7

인구(천명)
1인당GRDP(만원)
사업체수(개)
수출액(백만불)

재정자립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충북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은 높아지고, 농림어업 비중은 5%대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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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농림어업은
2000년 7.8%에서 2005년에는 5.3%로 줄어들었고, 생산액도 1조 5,220억원에서
1조 3,45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광업은 총생산액 대비 0.5% 내외의 낮은 점유율
을 보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생산액과 점유율 모두 하향 추세
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5년 동안 비중은 55.4%에서 60.1%로, 생산액은 10조
8,080억원에서 15조 7,420억원으로 늘어나,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다.

충북의 제조업은 200년부터 2003년까지 36.2%→34.5%→34.4%→33.5%로 미세

한 하향 곡선을 나타내다 2004년부터 반등세를 보이다 2005년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는 등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은 진천군
과 음성군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접근성과 물류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2006년 말 현재 충북에서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총 9개소

에 14.882㎢(국가 산업단지 2개소 8.578㎢, 지방산업단지 11개소 6.304㎢)에 이
르는데 이들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면 충북의 제조업의 비
중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표 3-5> 충북의 산업구조 추이(GRDP기준)
(단위 : 십억원, %)
연도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2000

19,521
(100.0)
20,044
(100.0)
21,500
(100.0)
23,039
(100.0)
25,419
(100.0)
25,520
(100.0)

1,522
(7.8)
1,370
(6.8)
1,452
(6.8)
1,487
(6.5)
1,460
(5.7)
1,345
(5.3)

126
(0.6)
113
(0.6)
95
(0.4)
109
(0.5)
130
(0.5)
115
(0.4)

7,065
(36.2)
6,924
(34.5)
7,397
(34.4)
7,723
(33.5)
8,832
(34.8)
8,718
(34.2)

10,808
(55.4)
11,637
(58.1)
12,556
(58.4)
13,720
(59.5)
14,997
(59.0)
15,342
(60.1)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통계청, 각년도.
충북의 클러스터 형성 실태를 살펴보면(2007, 산업연구원 외), 충북은 전 산
업부문에 걸쳐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밀기기를 제외한 6개 지식기
반산업에서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에서는 2001년을 기준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과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
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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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은 1995 년 이후 청주와 충주지역이 클러스터의 핵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 년
에 들어서는 기존의 청주와 충주 외에 제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클러스터와 음성- 진
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핵이 부상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1995 년 이후 청주와 음
성- 진천지역이 클러스터의 핵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 년에 들어서는 음성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가 보다 넓게 확산되면서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5> 충북의 주요 클러스터 현황

자료 : 산업연구원 외(2007).

충북 전략산업의 주요 산업집적지 현황 및 육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
송 생명과학단지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 최초의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연구, 생산, 행정이 결합된 동북아 바이오메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오창 과학단지는 IT 클러스터가 중심이 된 첨단기술산업 집적지로서 IT 및 BIT
융합분야 발전의 중심역할이 가능하며 이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 전국에서 충북지역 지식기반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밀화학(8.6%), 전자정
보통신기기(6.8%), 정밀기기(5.3%), 생물(4.2%), 메카트로닉스(3.7%) 등의 순으로 충북지
역 지식기반제조업 전국점유비중(3.4%)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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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주산업단지는 1969년부터 조성되었고, 섬유, 전기․전자, 식품, 석유화학,
도자기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다. 넷째, 충북 남부권의 영동, 보은 옥천군
은 농생명 바이오(Agro-Bio)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제천에는 제천 바이오밸리와 전통의약센터를 중심으로 한방 클러
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 경제성장 추세와 인구성장 패턴
2005년 기준 충북 경제의 생산관련 지표(GRDP 등)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충북경제의 양호한
여건이 지속가능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장 추세와 인구성장 패턴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GRDP 지표2)를 사용하여 경제성장 경로와 그 변화과정을

전국대비

누적성장률을 분석으로 살펴보았다3). 전국대비 누적성장모형은 등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G N0T과 G i0T는 각각 전국 누적성장률과 i 지역의 누적성장률을
나타낸다.
y iT = y i0 e

G N0T + G i0T

= y i0 e

G N0T

e

G i0T

(1)

여기서 y iT는 T기간동안의 i 지역 소득(GRDP)이고, G oT는 성장률이다. 등식 (1)
은

y iT/y i0
G
= e 로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전국평균과
y NT/y N0
i

0T

비교되는 i 지역의 누적성장률 지수는 등식 (2)와 같이 된다.
G i0T = ln(

y iT/y i0
)
y NT/y N0

(2)

<그림 6>은 시․도별 GRDP의 누적성장률 지수, G i0T을 보여주고 있다4). 2005
2)

G RD P 지표는 생산적인 측면을 나타내므로 실질적인 주민소득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의 성장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3)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수성장모형(exponential grow th m odel) 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각 지역 경제지표의 누적성장률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는 Blanchard and K atz(1992)
가 사용한 방법을 원용하였다.
4) 통계청 G RD P 자료가 이용가능한 1985 년을 분석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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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기준으로 충북의 GRDP 누적성장률 지수는 111.5를 기록하였다. 1985～
2005년 기간동안에 충북의 GRDP 성장추세는 1991년 이후 모두 전국평균 이상
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성장지역에 해당한다.

<그림 6> 수도권과 충청권 시․도별 GRDP의 누적 성장률 지수(전국=100)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 내 총생산’(2000년 불변가격 기준)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등의 대도시권의 전국대비 생산능력의
성장 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충북, 충남지역의 경우
1989년 이후 생산능력의 누적 증가율의 측면에서 약진을 보이고 있다5). 특히,
충북의 경우는 지역내 GRDP의 증가와 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인
당 GRDP의 누적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전체로는 전국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
5) 충남의 경우는 대전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기존의 누적 성장패턴과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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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청권의 성장추세를 견인하는 지역은 충남과 충북이고, 이는 천안, 아산,
진천, 음성, 청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의 성장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주요 산업별 GRDP의 누적성장 패턴을 살펴보면 <그림 7>와 같다. 1985～
2005년 기간 동안에 충북에서 지역평균 이상의 누적성장 패턴을 보여주는 산업

들은 제조업, 고차서비스(금융․보험업, 부동산ㆍ사업서비스업), 도소매, 음식ㆍ숙
박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이다.

<그림 7> 충북의 주요 산업별 GRDP 누적 성장률 지수(전국=100)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 내 총생산’(2000년 불변가격 기준)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은 1990년 138.2 수준에서 가파르게
성장하여 2004년 229.7을 정점으로 2005년 209.3을 기록하였다. 충북 제조업은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업종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크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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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5년도 제조업 누적 성장률 하락은
LG전자(주) GSM단말기 생산라인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여겨진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내수침체 지속으로 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었으며, 공공서비스(교육,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운수통신 등은 전국 평균정도의 누적 성장률을 유지하
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첨단의 TFT-LCD(초박막 액정화면)용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세계적 독일기업 쇼트사로부터 대규모 외자유치를 하였고, 2006년에는 SK케미
컬, 영보화학(주), 현대알루미늄과 투자협약을 체결 등 총 10,082억원을 유치하

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산업자원부, 2007). 또한 충청북도 오송에 건설 중인
생명과학산업단지(4,633천㎡, 2008년 완공 예정)와 오창에 조성된 IT 중심의 대
규모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8>와 <그림 9>는 각각 인구의 누적성장 패턴과 고용의 누적성장 패턴
을 보여주고 있다6). 충청권과 충북 지역의 인구 누적성장률 지수는 2006년 기
준으로 각각 73.5와 65.4이었다. 이처럼 충북의 인구 성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및 산업 부문의 성장 추세가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인구 누적성장의 하향 추세는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별 고용의 누적 성장률 지수도
1998년 이후 하향 추세로 반전되어 2006년에는 89.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인구의 하향 성장추세는 고용의 하향 성장추세와 연결되어 생산가능인구(15～
64세)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구 성장 추세는 인접한 충청남도 동일
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농산촌 지역이 포함된 충청권 지역이 유사한 문제에 직
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유입 또는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Pezzini, 2003),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노령화 추세까
지 심해질 경우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산업육성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6) 분석 기점을 1989 년부터 시작한 것은 고용( 취업자 기준) 통계가 구득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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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역별 인구의 누적 성장률 지수(전국=100)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별 추계 인구‘

<그림 9> 지역별 고용의 누적 성장률 지수(전국=100)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별 취업자수‘

3. 지역 혁신환경의 공간구조7)
다음은 충북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이 충북의 경제발전 및 지역혁신에 효

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연구원ㆍ충북전략산업기획

단(2005)에서는 주요 혁신인자 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Moran I와
이에 기초한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통계량8)으로 충북의
7) 본 절은 산업연구원ㆍ충북전략산업기획단(2005) 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8) M oran I 통계량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준호ㆍ김선
배ㆍ변창욱(2004) 를 참조하기 바람.
I =

n
S0

∑∑w ij( x i - x)( x j - x)
i

j

∑( x i - x ) 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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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환경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충북경제에 영향을 미치
는 인접 경제권을 포괄하기 위해 분석 공간단위를 수도권과 충청권의 시․군․구

로 하였고, 혁신인자의 대리변수로 재정자립도, 고등교육인구, 민간연구개발을
변수로 사용하였다9).

혁신환경의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Moran I 통계량은 +1～-1의 값을 가지며,

+1은 정(+)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0은 무작위 패턴을, -1은 부(-)의 공간적 자기
상관을 의미한다. 전 지역에 걸쳐 인접한 공간단위들의 값들이 유사하면
Moran I 통계량은 정(+)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그 값들이
서로 다르면 Moran I 통계량은 부(-)적 자기상관을 가지게 된다.
<표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수준, 재정자립도, 민간기업 연구개발
등의 순으로 높은 공간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립도, 고등교육수준,
민간기업 연구개발 모두 Moran I값은 1% 유의수준에서 정(+)의 공간적 상관관
계를 나타나고 있어, 혁신환경의 공간적 분화를 일정 정도 예견할 수 있다.

9) ‘재정자립도’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 고등교육수준 = 지역의 고
졸이상 가구 수/ 지역 총가구수’ 와 ‘ 민간기업 연구개발 = 지역 민간기업 연구소수/ 지역 총사
업체 수’ 변수는 새로이 정의된 값을 이용하였다. 통계자료는 2003 년이고, 통계분석에는 각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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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도권+충청권 혁신환경 변수의 Moran I 통계량
변수

I 통계량

Z값

p값

ln(재정자립도)

0.3163147

10.451009

0.00000

ln(고등교육수준)

0.378747

12.397445

0.00000

ln(민간기업 연구개발)

0.1261225

4.501549

0.00000

그러나 Moran I 통계량만으로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내부적인 지역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Moran I 통계량을 관측값(Z값)의 벡터와 이웃하는 값의 공간
가중평균값 벡터로 요소분해하고, Moran 산점도의 지도화를 통해 네 가지 특
징적인 공간형태, 즉 혁신환경의 공간적 이질성을 파악하였다. 핵심지역(H-H
유형)과 낙후지역(L-L 유형)은 정(+)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임으로써 혁신환경
변수의 높은 값 혹은 낮은 값으로 인접지역과 유사한 값을 보이는 경우이다.
고립중심지(H-L 유형)와 주변지역(L-H 유형)은 부(-)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임
으로써 혁신환경 변수의 값이 인접지역과 서로 이질적인 값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정자립도, 고등교육수준, 민간기업 연구개발 변수의 Moran 산점도의 공간
분포를 볼 때, 수도권과 충청권을 통합한 혁신환경은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
로 혁신환경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수도권 및 충청권 혁신환경의 핵
심지역(H-H 유형)은 서울, 부천, 시흥, 안산, 성남, 안양, 수원, 오산 등 서울과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 남부 시․군에 형성되어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천

안, 아산, 연기 진천, 음성 등 경부 간선교통망을 따라 핵심지역이 확대되고 있
지만, 재정자립도 및 고등교육인구의 지표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시․군으로 핵심
지역이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핵심지역(H-H 유형)은 한국경제발전을 선도해야 할 지역으로써,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이 강조된
다. 즉, 국내외 다른 핵심지역과 경쟁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역내의 인근 중
심지들과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낙후지역과 인접되어 고립중심지(H-L 유형)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천안, 청주 및 청원, 대전 등이며, 핵심지역과 인접된 주변지역(L-H 유형)은 경
기, 충남, 충북 등의 일부 시․군이 지표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고립중심지
(H-L 유형)와 주변지역(L-H 유형)의 발전전략은 당해 지역의 특성화 발전전략
과 더불어 인근 지역과의 보완성에 기초한 연계발전 전략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핵심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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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후지역(L-L 유형)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충남과 충남의 대부분
농촌 및 산간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들은 안정적 정주기반 형성이라는 형평
성의 관점에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물론 낙후 지역은 현실적으로 독자적
인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인접한 낙후지역과의 통합발전과 특성화 발전을 꾀하
면서 인근의 고립중심지(H-L 유형), 주변지역(L-H 유형)과도 기능적 연계를 강
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은 고등인력, 재정자립도, 민간기업 연구개발 활동 등이 모두
양호한 혁신환경의 핵심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중심지인 청주 및 청원
지역의 혁신환경은 고립중심지 유형에 해당된다. 청주와 청원을 제외한 여타의

충북 시․군은 혁신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민간기
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표에서는 진천과 음성이 핵심지역(H-H 유형)에 포함되

어 있고, 충주․괴산․보은이 핵심과 인접한 주변지역(L-H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
다.
<그림 10> 고등교육수준 Moran 산점도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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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민간기업 연구개발 Moan 산점도의 공간분포

<그림 12 재정자립도 Moran 산점도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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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충북산업의 여건과 발전전략
1. 산업발전 여건 및 전망
충북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발전 잠재력이 양호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
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 여건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동북아 경제권

의 부각을 들 수 있다. 국제 분업구조가 한․미․일 중심에서 한․중․일 중심으로 재

편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의 교류거점으로써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
이다10). 한반도, 중국, 일본, 러시아가 위치한 동북아 경제권은 북미경제권과 유
럽경제권을 능가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국토의 중심
부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권은 동북아경제권의 생산 및 교역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화 추진, 광역 교통망 개선,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라 충청권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발전 기회가 다
10) 중국 황해연안의 성장과 함께 동북아경제권이 급부상함에 따라 1999 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이 매년 40%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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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고 있다. 충북은 21세기 첨단산업입지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BT, IT,

Green 충북’의 구현에 중심을 두고 IT․BT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충북지역은 BT(오송생명과학단지), IT(오창과학산업단지), 내륙지방
최대의 물류센터 설치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며,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하여 고부가가
치 신산업지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T․BT를 중심으
로 하는 서비스업 부문의 지속적 성장, 인력수요와 고용구조 고도화에 대응하

는 인적자원개발, 청주국제공항․고속철도, 초고속정보망 구축 등 국토 중심지

기능의 강화, 역사․문화적 자산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문화산업의
육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충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산업 및 경제환경
상의 취약한 부분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경제는 지역성장의 근

간이 되는 제조업이 가파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인구성
장은 전국 평균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지역의
혁신환경이 수도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중심지(청주 일원)가
고립형 중심지의 특성을 보임에 따라 충북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점은 몇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해 볼 수 있다.

먼저, 충북의

산업발전이 구상과 실행기능이 분리된 공간분업형 대기업에 의해 주도된 것이
지, 건실한 혁신환경을 토대로 한 클러스터의 발전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
가된다. 둘째, 지역내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의 발전 격차 크고 유기적 연계가
형성되지 않아 성장지역의 발전효과가 지역내로 확산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충북 자체적으로 지역혁신의 임계규모(critical mass)에 도
달하고 있지 못해, 산업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거
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충북발전의 강점요인
은 유리한 외생적 환경변화 및 잠재적 발전역량이 건실하다는 점이며, 약점요
인은 산업지원인프라 및 혁신환경 미흡(임계규모 미달), 지역내 불균형과 관련
된다. 기회요인은 동북아 경제권 부각 및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며, 위협요
인은 정책기조(국가적 효율성 강조) 변화 및 지역의 응집력 약화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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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요인(Strengths)

약점요인(Weaknesses)

• 수도권 근접입지 및 접근 용이

• 산업전반의 총요소생산성 저위

• 지역혁신역량 개선

• 산업간 연관관계 취약

• 지식기반산업 특화도 양호

• 산학연계 네트워크 미흡

• 교통･통신망 등 성장인프라 양호

• 기업지원서비스 취약

• 지자체의 첨단산업 육성의지 확고

• 지역인재 역외 유출 심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세종시)

•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회귀가능성 상존

• 수도권 기업 이전 수요의 증대

• 혁신역량의 지역간 격차 심화

• 첨단기술분야의 산업화 확산

• 지역간 IT․BT클러스터 육성 경쟁심화

• 중추관리기능의 이전촉진

• 전통산업과 지식기반산업간 효율성격차 존재

• 지식기반산업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이전

• 지역내 산업불균형 상존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자료: 산업연구원 외(2007)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 발전 여건과 취약점을 고려할 때, 충북의 발전전망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첫째, 추세적 발전 시나리오는 충북내 공간적 분
화(Spatial Divide)에 따른 지역내 성장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
다. 고속철도와 광역 간선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충남북의 일부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기능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규
제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국제 분업의 심화로 천안, 아산, 연기, 진천,
음성, 청원지역이 IT, 바이오, 자동차 산업 등에 의해 수도권 남부지역과 기능
적인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산업이 집적되는 당해 지역의 혁신환
경 및 역량보다는 수도권 규제, 구상 실행 기능을 분리하는 공간분업형 기업전
략, 중국경제의 부상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충북의 산업발전이 이러한 추세적 시나리오로 진행된다면, 충북지역 내 불균
형발전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된 지역은 성장 속도
가 가속화되지만, 충북의 내륙 및 산간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중

심지역과의 발전 격차가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주․연기

지역에 입지할 예정이어서 행복도시건설 지역, 대전지역, 오송, 오창, 청주지역
등이 발전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 경우 중심(발전)지역과 주변지역간 격차
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충북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성, 유기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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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등에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충북이 공간적으로 단절되는 부정적인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선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 공간구조 형성을 통해 충청권이 자율적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발전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행정중심복
합도시를 행정․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충청권이 하나의 자율적 경제권역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청권 북부지역에는 행
정중심복합도시의 edge city(예 : 미국 워싱턴 DC의 주변 배후지역이 IT산업
집적지로 각광)로서 첨단산업이 집적하고, 충청권의 남부, 서해안, 내륙 산간지
역에는 신행정수도의 배후 지역이자 자원중심형 바이오(동물자원, 기능성 식품,
한방), 관광․여가, 실버산업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 충북,

대전의 각 도시 및 지역간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혁신을 위해 요구되는 임계규모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구조를 형성할 경우, 충청권 일부 지역이 수도권에 흡수되어 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이 통합적으로 자율적 경제권역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율적
경제권으로써 충청권의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가교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경제의 혁신주도형 경제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혁신 비전과 산업발전 전략
충북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역발전 목표로 설정된 ｢바이오토피아(Biotopia)

충북｣을 보다 한차원 구조적으로 고도화시킨 ｢BIG(BT, IT, Green) 충북 구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 특화육성’, ‘신기술융합 거점화’,
‘맞춤형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의 중간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으면서 시
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충청북도, 2007).
이상과 같은 충북의 발전 비전 및 주요 전략들은 그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

< 그림 13> 충북의 산업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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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IT를 근간으로 한 Bio-IT 산업의 메카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통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 전통기술의 BT, IT화

핵심 신산업 발굴

신기술의 융합 발전

• 미래핵심기술 개발

• 산학연과 네트워크 강화

• 기능성 제품개발

• 산업화지원 인프라 개발

• 정보교류 확대

• 환경친화적 제품 발굴

• 인력양성 기반 확충

• R&D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 정책간 연계 강화
– 지역산업+지방과학기술+지역개발=정책혼합(Policy Mix)
•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 IT•BT산업내 비교우위업종 선정
– 목표지향적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특화성 확보
– 지역특화산업 발굴을 위한 기획력 배양
–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제도적 역량’ 강화

자료: 산업연구원 외(2007) .

충북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혁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핵심 전략산업(BT․IT)의 지역산업 발전 선도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발전
효과를 지역내에 효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클러스터 기반
의 지역혁신에 필요한 성장 임계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
는 인접지역인 충남, 대전지역과 동일 경제권역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러한 발전전략은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북산업의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충북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충북의 핵심거점
(허브)은 오창, 오송, 청주산단을 연계하여 구축한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수도권
및 해외지역의 혁신성과를 수용하고 교류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며, 권역

내에서는 충북의 배후지역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천안․아산, 대전(대덕)과 유
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충북 남부지역(영동)과 충북 내륙 및 산
간지역(충주, 제천)에 3개 정도의 중소 거점(스포크)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소거점은 충북내 2～3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소권역의 중심지 역
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허브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조는 기능적 연계를 통해 집적 효과를 상호 전파함
으로써 집적경제의 효율성을 배가시켜 인접 도시간의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
는 형태이며(정준호․김선배․변창욱, 2004), 광범위하게 펼쳐있는 낙후된 배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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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적합한 구조가 될 것이다.
둘째, 충북의 배후지를 구성하는 대다수 농산어촌 지역은 충북의 핵심거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이 강구되어야 한
다. 농산어촌 지역의 향토산업 육성 및 발전시책이 당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

원중심형 바이오, 관광․문화산업 등 육성하기 위한 중소규모 거점지역이 향토산
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농산어촌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및 향토산업

의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2～3개 시․군을 연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성장 임계규모(critical mass) 확보를 위해 충청권 차원의 자율적 경제

권역 형성이 요구된다. 현재 충청권의 3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지역혁신에 필요

한 각종 시설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구규모 및 산업기반이 취

약한 상황이다. 충청권 지역은 바이오(생물의약), IT(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ㆍ
전자부품), 첨단문화 산업에서 가치사슬 상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
을 갖춘 완결형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 인력양

성, 정보화, 물류․유통 등 혁신 인프라의 공동 구축 및 공동 활용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충청권 지역을 자율적 경제권역으로 발
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효율과 형평을 조화시키는 경제발전의 지
역화 전략으로써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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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클러스터 기반의 충북 지역혁신 과제
1. 전후방연관 구조에 기초한 전략산업의 특화
산업클러스터는 구매자-공급자 관계에 의해 연계된 산업집단을 의미하므로,
클러스터 육성 전략은 연관산업간의 투입-산출 관계로 구성되는 산업생산체계
를 지역적 차원에서 형성하는 것이 핵심 요체를 이룬다. 이러한 특성화된 지역
산업의 생산체계는 외부 지역과의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클러스터 전략에서
나타나기 쉬운 지역적 고착(lock-in)과 폐쇄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준다. 또한 산
업의 성장 전망과 SWOT에 의한 필요성 및 당위성에 입각한 클러스터 육성전

략이 갖는 문제점(중복․과잉투자, 사업 성과의 부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공급
자 주도의 사업)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산업의 생산체
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구조를 고려
하여 클러스터의 세부 특화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후방 연관구조를 고려하여 전략산업의 세부 특화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시․도의 전략산업별로 클러스터 현황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클러스터에 특화 가능성이 있는 유망 산업부문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클
러스터 현황은 기존의 산업집적지 분석과 혁신자원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하
고, 성장 잠재력은 기업체 수요조사와 기술 및 산업발전 전망을 참조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앞서 도출된 특화 유망분야들 간의 전후방연관구조를 파악한
후 경제권역 차원에서 특정 클러스터의 특화와 여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고려
하여 특화해야 할 세부 산업부문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전
략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통계분석(요인분
석 등)과 전문가 및 기업 면담조사에 의한 정성적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정량
적 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자료로 주성분 요인분석에 의해 주요 연관부문을 도출
하고, 네트워크 분석기법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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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략산업의 특화분야 선정 방안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현황

성장 잠재력
기업체 수요조사

산업집적지 분석

기술 및 산업발전
전망 (RTRM 등)

혁신자원조사

1 단계 : 통계적 • 정성적 평가
시•도 단위로 특화유망분야 도출

특화 유망분야 도출
(가능한 한 구체적인 분야 설정)

유망분야의 포지셔닝
(전후방연관구조 상의 상대적 위상)

지역산업의 발전
비전과 전략

해당 전략산업의
전후방연관구조분석
정책적 육성의지
(지자체 및 중앙정부)

전문가 의견수렴
(지역내•외)

세부 특화 분야 선정
(5 digit 혹은 핵심 품목 수 개를 결
합하여 결절성이 큰 분야로 선정)

2 단계: 전략적 평가
경제권역 차원에서의 특화 및 연계 전략 수립

클러스터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전략산업의 전
후방 연관구조의 토대 위에서 지역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에 적합한 세부 특
성화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이는 산업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생산체계를 형성
하기 위해 전후방 연관구조의 어느 부문을 내부적으로 보강하고 어느 부분을
외부 클러스터와의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지역산업진흥사업계획(2008-2012)의 일환
으로 수립된 ‘충북지역산업발전 로드맵’에서는 전후방연관구조를 토대로

세부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충북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대전과 함께 생물의
약 분야가 제2기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세부 특화분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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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바이오산업의 연관 관계와 충북 바이오산업의 특화분야 선정결과

자료 : 산업연구원 외(2007)

2. 혁신인자를 고려한 클러스터 기능의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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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육성계획에서 산업부문의 특화와 더불어 중요한 또 다른 분야가 산

업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확충하는 것이다. 즉, 산업생산-과학기술체계의

시스템 연계기관 혹은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혹은 산업생산-기업지원체계
의 시스템 연계기관의 세부 사업분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 금융, 정보․통신, 물류․유통 인프라 등의 지역혁신 인프라의
사업 우선순위는 어떠한 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림 16> 클러스터의 기능적 특화를 위한 혁신자원 확충방안

혁신인자 분석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소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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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응용연구, 생산체계, 인력양성, 기
업지원체계, 네트워킹 등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 여러 종류의 혁신인
자들이 필요하며, 육성하고자 하는 세부 특성화 분야에 따라 혁신인자의 중요
도 및 우선 순위는 달라진다. 또한 각기 지역마다 산업발전 정도, 혁신 역량 및
자원의 보유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혁신인자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
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5개년 계획으로 클러스터 육성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를 감안할 때, 클러스터
육성계획은 전략산업의 육성 방향(비전)과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혁신자원 확충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중점 산업부문(세부특화 분야), 가치사슬 상의 특성화 기능, 타 클러스터
와의 연계 방안 등이 육성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평
가하는 해당 산업의 주요 혁신인자 분석, 기업의 수요조사, 기존 혁신자원의 평
가 등 해당 클러스터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특정 클러스터가
특화해야 할 2-3개 혁신 분야와 여타 혁신분야에 대한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자원의 확충 방식도 개별 클러스터마다 자체 신규
확충 뿐만 아니라, 기존 혁신자원의 운영방식 및 시설 보완, 인접 클러스터와의
연계 및 공동 확충 방식 등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충북지역산업발전 로드맵(2008-2012)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경우, 앞서 제시된
혁신자원 확충방안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발전 비전을 ‘동북아 바이오산업 허

브 구축’으로 설정하고, 발전전략을 ‘의약산업의 전․후방산업 및 산업지원 인프

라 연계 강화’,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체계 보완․확충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
성’, ‘글로벌 바이오 시장창출을 위한 국가 Bio- Medi Park 기반 조성’으로 수
립하였다. 그리고 응용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산업화 기술개발지원,
국제특허획득 지원 등 선도기술의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창업, 대
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아파트형공장 입주시설, 의약생산전문시스템(CMO) 구
축) 분야의 기능적 특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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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충북 바이오산업의 혁신인자 분석 및 혁신자원 확충 우선 순위

산업차원
혁신
분야

세부 혁신인자

산업
혁신
인자

① 기초기술개발
기술
개발
(A)

② 응용기술개발

③ 현장애로기술지원

④ 기술이전 및 산업화 지원
①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생산
체계
(B)

② 전문 중소기업 유치

③ 대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

④ 중견 및 스타기업 육성(기존 업체)
⑤ 산업집적화 유도

① 연구개발인력 양성

인력
양성
(C)

② 전문기술인력 양성
③ 숙련생산인력 양성

④ CEO 및 관리인력 양성 및 재교육
① 국내 마케팅 지원

② 글로벌 마케팅 지원
기업
지원
체계
(D)

③ 지역금융 지원(펀드, 벤처캐피탈 등)
④ 기술ㆍ경영 정보 제공

⑤ 비즈니스 서비스(경영, 법률, 회계, 디자
인, 특허, 장비임대 등) 지원

⑥ 기업 정보화 지원

⑦ 물류, 공동 판매 및 전시시설 확충
① (지역내) 기업간 연계 강화

② (지역내) 산학연 연계 강화

네트
워킹
(E)

③ 국내외 연구ㆍ생산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 네트워크 중개 및 알선(Brokering) 기능
강화
⑤ 우호적 산업문화(노사관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차원
기존
혁신자원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산업의 혁신인자 분석(산업연구원 제공)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2) 지역내 기업 및 전문가 수요조사 평가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3) 지역내 기존 혁신자원 보유 현황 : ●(매우 양호), □ (양호), △ (보통), X(미흡)
4) 혁신자원 확충 우선 순위(혁신분야(대분류)의 2-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충)
:

●(1순위), □ (2순위), △ (기타)

자료 : 산업연구원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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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우선
순위

수요
조사

3. 글로벌-지역거점(Hub-Spoke)형 클러스터 연계구조 형성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형성기, 도약기, 성장기, 안정 및 정착기의 발전단계
를 거치면서 성장한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발전단계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다수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북의 클러스터 발전단계는 형성ㆍ도약 단계에 해
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1년 이후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혁신여건이 미약한 지역경제에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클러
스터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특성 및 혁신환경의 공간구조를 고려할 때, 여타 비 수도

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북지역 역시 혁신환경이나 제반 클러스터의 형성ㆍ발
전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산업분야에서 집적지의 공간적 패턴
이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대다수
지역이 구상하는 첨단산업 중심의 자체 완결형 구조의 클러스터 육성계획은 많
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실패의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
다. 각각의 클러스터가 폐쇄적 운영을 다짐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하나의 클
러스터에 완결된 가치사슬을 갖추려는 현재의 클러스터 육성 계획은 성공 가능
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산업집적지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산업집적지에서의
경쟁요소 도입 필요성이 높다는 점과 집적효과의 공간적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11). 이러한 연구결과는 클러스터의 형성이 미약한 우리나라
여건에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지간의 경쟁과 연계를 조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집적경제 효과가 공간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클러스터 육성 전
략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즉, 클러스터 내의 산업생산성 향상
이 공간적 외부성을 통해 인접된 클러스터로 혹은 긴밀하게 연계된 클러스터로
이전되어 일정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공간적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공간규모에서
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분산-연계형 집적경제 효과가 가능한데, 이러한 집적
경제의 공간적 외부성을 우리 산업에서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1) 먼저, 우리나라 산업집적지들은 주로 특화에 의한 집적경제성(M A R 가설)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집적지의 집적경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Porter 가설) 이 필요
하다. 둘째, 우리 산업에서 집적경제 효과가 공간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므로, 산업집적지 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집적이익의 공간적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준호김선배변창욱
․
․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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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클러스터가 성장기, 나아가 안정 혹은 정착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클러스터를 상호 경쟁과 연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거점 혹은 지역거점으
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거점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골격에 해당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점 클러스터(Hub Cluster)를
의미한다. 지역거점은 지역내 여타 산업 및 시ㆍ군 지역의 지연(地緣)산업 발전

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내 글로벌 거점과 연계하는 지역경제 차원의 중소 거
점 클러스터(Spoke Cluster)를 의미한다. 개별 클러스터가 보유하는 핵심 산업

부문의 규모나 성장 잠재력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의 형성․발전
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최소요구치
(threshold size)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육성 목표를 글로벌 거점과
지역 거점 클러스터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글로벌-지역거점 클러스터
는 임계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경제권역) 차원에서 상호 연계하는 네
트워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을 연계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해 향후
클러스터 육성 전략은 글로벌 거점 형성에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글로벌 거점 클러스터는 하나의 거대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리
적으로 인접되어 있고,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이루어진 상호 보완성을 가진 클
러스터가 상호 연계된 형태를 의미한다. 즉, 글로벌 거점 클러스터는 산업 및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중소규모 클러스터의 네트워크형 구조로서 충북 차원이
아닌 대전ㆍ충남ㆍ충북을 포괄하는 경제권역으로서 충청권 차원에서 3개 시ㆍ
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육성되어야 한다.

충청권의 글로벌 거점은 청주 일원(오창, 오송), 천안ㆍ아산, 대덕 지역의 IT

산업과 BT 산업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제 2기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충청권 IT 산업은 대전의 무선컨버전스기기, 서비스ㆍ국방 로봇, 충남의 디스플

레이 및 차세대 소자, 디지털 컨테츠 및 어플리케이션, 자동차 전장 부품, 충북
의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등이 세부 특화분야로 선정되어 있다. BT 산업은 충

북의 생물의약, 대전의 생물의약, 나노ㆍ화학소재 등이 세부 특화분야가 선정되
어 있다.

충북의 지역 거점은 충북내 균형발전과 인접 시ㆍ군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고

려할 때, 충주, 제천, 영동의 3개 지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부 권역의
경우에는 응용(산업화) 연구기반 및 기업지원체계가 존재하는 영동을 지역거점
(스포크)으로 하여, 옥천(물류의 중심) 및 보은(청정 생산기지)을 잇는 바이오
농산업(Agro-Bio)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부권역의 경우에는

충주의 기업도시(BIT 융합산업)와 제천의 한방산업을 중심으로 인접 시ㆍ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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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충청권의 글로벌 거점과 연계를 통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7> 충청권의 글로벌거점 클러스터 육성(안)

<그림 18> 충북의 글로벌 - 지역거점 클러스터 육성(안)

자료: 산업연구원ㆍ충북전략산업기획단(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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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권 경제권역 차원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앞서 제시한 글로벌-지역 거점형 클러스터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
별 기업은 물론 각각의 산업클러스터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충ㆍ운영하기 위한 임계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인접한 광

역 시ㆍ도를 포괄하는 경제권역으로 지역혁신체제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포터의 클러스터 모형(Porter, 1998)은 국지적 차원의 클러스터로서

연관산업 및 다양한 기업 지원기관의 유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사업환경으로서 기업의 경쟁전략 및 환경, 생산요소 여건, 수요여건이 상호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포터의 다이아몬드 형은 하
나의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클러스터를 대
상으로 한 혁신환경 구축으로 해석해야 한다.
<표 5> 주요 OECD국가의 지역단위 인구 및 혁신체제 현황(2001년 기준)
국가

인구(천명) TLⅡ*의 수

TLⅡ당

혁신체제 현황

한국

47,008

16

인구수(천명)
2,938

미국

275,372

50

5,507

50개 주(RIS) + NIS

일본

126,926

47

2,701

6-12개 道州制 (RIS)+ NIS

독일

82,205

16

5,138

9개주로 통합(RIS)+ NIS

프랑스

58,893

22

2,677

영국

58,655

63

931

이탈리아

57,189

20

2,859

6개 계획권역(RIS)+ NIS
잉글랜드 9개 (RIS)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NIS
RIS 중심

스웨덴

8,872

21

422

NIS 중심

핀란드

5,181

6

864

NIS 중심

덴마크

5,340

14

381

NIS 중심

16개 시․도(RIS) + NIS

주 : TL은 공간단위(Territorial level)이며, OECD는 TLⅠ은 국가단위(national level),

TLⅡ는 지역단위(regional level), TLⅢ는 소지역(local level)으로 구분함.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광역적인 의미에서)을 전략적인 단위로 설정하여 지
속가능한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세계화와 지방화의 거센 압력에 대응하고 있
다.

Ohamae(1995)는

500～2,000만명

인구규모의

4C

(Communication,

Corporation, Capital, Consumer)가 어우러지는 경제권역이 세계화 시대의 효
율적인 경제단위임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인구 및 경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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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큰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혁신체제인 NIS와 지역적 혹은 국지적 혁
신체제인 RIS와 클러스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핀란드, 네덜
란드 등 강소국에서는 RIS 보다는 NIS와 혁신클러스터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
는 소규모 국가에서 NIS와 RIS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19> 혁신주도형 경제와 국가경제발전의 지역화 전략

자료 : 김선배(2003)

우리나라의 산업집적 및 혁신환경 여건에서 16개 시․도 단위로 지역혁신체제

를 구축하는 경우, 지방 13개 시․도는 평균인구 200만 명 내외로 혁신체제 구축
에 필요한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혁신자

원의 경우에는 중복․과잉으로 오히려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집합
적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몇 개의 경제권역을 설정하고, 이
러한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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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의 산업집적과 혁신환경의 공간적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경
제를 인접한 2～3개 시․도를 포괄하는 수 개의 경제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혁
신체제(RIS)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혁신체제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0>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의 연계

이를 위해서는 NIS-RIS 연계 프로그램을 새로이 마련하여 경제권역내 시ㆍ
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골
격 형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NIS 프로그램은 국
가과학기술의 혁신, 산업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
을 두고, RIS 프로그램은 지역 거점 역할을 담당할 중소규모 클러스터 육성에
중점을 두고 거점 클러스터와 다양한 지연산업(地緣産業)과 상호 연계에 주력
하는 것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클러스터간 연계 및 협력 강화,
다양한 혁신 인프라의 공동 구축 및 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복된 부문별
혁신관련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협력과 경쟁’, ‘자율과 책임’의 원리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국고지원 원칙, 사업평가체계, 추진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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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미 FTA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충북경제에 대한 영향
2. 대응방안

요

약

□ 충북지역 산업발전 방향 및 비전
○ 고령화 사회 전개, 근로시간 단축, 무한경쟁에 따른 투자리스크 증대로
요소투입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경제전반의 혁신활동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
- 충북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
산업에 생산․기술․자원배분을 집중해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

□ 충북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 BT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 차별화를 통한 지역특성화 추진: 중부권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북부권의 한
방바이오산업, 남부권의 기능성 식품 개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IT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 R&D기능 확보로 IT산업 클러스터의 고도화 추진: 대기업 연구소, 공공연
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R&D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
□ 충북 소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 및 과제
○ 북부권역은 자연환경 및 부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의약품 및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 중심의 혁신활동을 전개
- 전통의약품 클러스터를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생산, 가공, 소비 기
반을 강화하고 21세기 한방생물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
-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는 기존의 자원다소비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
단산업인 신소재 산업으로 이행하는 기반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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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권역은 공공연구기관을 BT산업 클러스터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권
역별 BT, IT산업 발전을 지원
- 중부권의 IT․BT, 남부권의 기능성 식품, 북부권의 신소재, 전통의약품과의
연계를 강화해 핵심기술의 개발지원, 연구지원 등을 선도
- B․IT융합기술 개발 지원, 연구개발-상업화까지의 실질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인접 광역권과의 교류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
○ 남부권역은 취약한 산업발전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고려
- 저공해 산업 및 자연친화형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청정환경하에서 차별
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
- 대학의 기술개발 기능 강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산학협력활동의 특
성화, 마케팅 지원을 통한 안정적 판로개척 지원, 기술과 자원조달을 위한
광역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충북 소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과제
○ 북부권역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특화 클러스터, 석회석 신소
재 클러스터, 한방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중심의 혁신활동 전개
- 충주기업도시는 충북의 BINT산업정책 등을 기준으로 환경친화․융합형 부
품소재부문을 중심으로 융합형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의 핵심적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석회석 신소
재 연구소의 조기 설립을 추진하여 기술력 강화
○ 중부권역은 하이닉스를 연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음성과 진천
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묶는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
- 반도체산업의 후방산업인 소재․장치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
대적으로 취약한 전방산업(TV, PC, 통신장비 등) 기반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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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지역내 R&D 연구소를 설립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충북 R&D펀드 조성
○ 남부권역은 바이오농산단지 구축, 벤처농업 기술지원센터 설립, 와인 클
러스터 등 농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
- 바이오농산단지에는 기능성식품과 천연물 소재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고, 오창 및 오송을 연결하는 첨단산업 삼각벨트를 형성
- 남부권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및 기술개
발을 지원하는 벤처농업지원센터 설립하고, 지역농업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작목반을 비롯한 생산조직, 품목별 주산지 및 특산단지 등을 와인
클러스터로 육성 발전
□ 한미 FTA의 충북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 한미 FTA 타결로 충북 농업 생산액 및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며, 특
히 인삼, 한육우, 포도, 사과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규모의 영세성으
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하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
대도 예상
○ 그 반면에 한미 FTA는 수출가격인하에 따른 수출증가로 생산 및 고용창
출, 고용창출은 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정착 기회
○ 한미 FTA를 충북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선진화,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
축을 통한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기회로 적극 활용
- 지역 특성화에 바탕을 둔 농산업 클러스터 등 소규모 클러스터를 육성하
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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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북지역 산업발전 방향 및 비전
1.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추진방향
(1)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2004. 2)
□ 계획의 배경 및 목표
○ 산업의 집적과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전반의 혁신활동을 창
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 필요성 대두
- 고령화 사회의 전개, 근로시간의 단축, 무한경쟁에 따른 투자리스크의 증
대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

-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집중육성하기 위해 기업․대
학․연구소를 집적시킴과 동시에 생산․기술․자원배분을 집중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
○ 이를 위해 `02. 12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동 법률에 의해 5년 단위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
□ 계획의 주요내용

○ 산업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지역별로 특화하고
연계하는 방안
○ 산업의 집적과 연계강화 등 클러스터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운영,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권

역별 클러스터 연계사업의 추진 등
○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기반제공을 위한 산업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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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발전전략
○ 수도권 : 금융․물류․첨단산업간 상승작용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 충청권 : IT․BT분야 신기술․신산업 창출 기지

○ 서남권 :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대중국 진출거점

○ 동남권 : 주력기간산업 구조고도화 및 관련 부품․소재산업 발전
○ 대구․경북권 : 기계․철강․전자부품의 부품․소재 클러스터
○ 강원․제주권 : 생물․의료기기 등 신산업 육성발판 마련
(2)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계획(2005. 1)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산업단지는 요소투입형 성장시대에 수출과 고용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
으나,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한계에 봉착
- 기술 융합, 제품수명의 단축 추세에 맞춘 R&D 역량이 취약한 단순 생산
집적지
- 인프라, 물류, R&D, 지식기반서비스 취약과 기업의 다양한 수요충족 곤란
- 교육, 문화 등 배후시설이 분리되어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고, 장
기 미분양 단지의 발생
○ 각국은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이 통합된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성장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추진
-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클러스터 연구모임,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육성계
획을 마련
○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가 연구개발기능을 보완하여
할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경제도약을 견인

- “혁신+기업가정신+네트워크”의 3대 요소를 통해 혁신적 지식․기술창조 및
생산성혁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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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주요 내용
○ 산․학․연간 긴밀한 협력적 개방형 네트워크
- 구성방안 : 업종․기술분야별 산학연이 참여하는 단지별 5~10개의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구성
- 기능 : 포럼․업종교류회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 및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
전․사업화, 산학협동연구 활성화

- 운영 :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발굴된 정책과제 해결
․1단계(초기)에는 미니클러스터 활동(포럼, 업종교류회)과 S/W 성격의 산학
연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

․2단계 이후 인프라, 핵심원천기술개발 과제 수행
○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
- 해당지역에서 추진 중인 기존 R&D 인프라 구축사업과 클러스터사업을
연계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및 지역의 R&D 수행조직과도 연계하여
추진

․지역진흥재단, TP, TIC, 중진공, 대학, 연구소, 지방중기청 등이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지원
- 공공연구소 분원설치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연구역량 보완
․추진단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육성 차원에서 분원설치대상 연구소를
선정하고 국가계획과 조율
-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기업이전체제 마련
․기술보유 대학․연구소와 추진단간 업무협약 체결

․산학협력펀드(산자부, 지자체, 산단공)를 통해 기술교류, 대학이 보유한 특
허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
○ 우수인력의 정주 및 근무환경 개선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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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단지별 구조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리
기본계획 변경

․`05년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조고도화
절차 간소화 추진
- 해외기술자 등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게스트하우스, 산학연 포럼 활동공간 조성 등

․문화시설, 근로자 복지공간 등이 마련된 클러스터 종합지원센터 설립
-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시범단지 인근에 문화․교육․주거환
경이 조화된 신도시 조성
○ 국내외 우수 클러스터와 교류․협력
- 국내 우수 대학, 연구소 등과 교류․협력 확대
- 시범단지별로 연관성이 높은 선진 우수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 지원, 정보교류 등

․클러스터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성공사례의 전파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하여 지방에 대한 지원비
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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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북의 산업발전 비전 및 추진계획
(1) 충북산업발전 비전 21(2003. 12)
□ 충북의 산업발전 비전
○ 충북은 국가 산업발전 비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충북이 비교우위를 점하
고 있는 BT 및 IT산업을 집중 육성
- 자본투입･외형성장에서 혁신･질적성장 위주로 전환하려는 산업성장 전략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산의 비효율성 문제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극복
- 산업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으로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
래전략산업의 차별화,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특성화 지향
○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역발전 목표로 설정된 충북의 산업발전 비전인
『바이오토피아(Biotopia) 충북』구현에 초점을 맞춤.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공공
기관이 중심이 된 바이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조성
-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연계하여 신기술 융합기술(BT･IT･NT) 거점
화 유도
- 산업간 연관관계 및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기업지원체계를 구
축함으로서 산업발전 인프라를 강화
○ 향후 10년간 충북의 주요 산업유형별 발전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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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3년 충북 주요 산업유형별 발전비전

산업

전통주
력산업

지식
기반
제조업

지식
기반
서비
스업

2001년
국내점유율
1.5%
(사업체)
1.9%
(출하액)
3.0%
(사업체)
3.5%
(출하액)

3.1%
(사업체)

주요 전략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세대 메모리분야
의 전략부문을 선정, 집중 육성
◇성장기반산업인 음식료, 화학산업을 지식기
반산업인 정밀화학산업과 연계 발전
◇바이오토피아(Biotopia) 충북건설과 관계가
깊은 생물건강산업 중에서 의약, 한의약, 의
료용품제조업 등의 경쟁력 강화
◇IT생산에서 생산성이 높은 특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육성전략 모색
◇지식기반경제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도모하
고 인재유출을 억제
◇특정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연구현장교육
을 강화하여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교
육시스템 구축

2013년
발전비전
3.2%
(사업체)
3.7%
(출하액)
5.7%
(사업체)
6.5%
(출하액)

3.5%
(사업체)

□ 충북의 산업발전 목표 및 전략
○ 추진전략에는 지역산업정책을 근간으로 하되, 지방과학기술 및 지역개발
정책을 고려한 정책혼합(policy mix) 추구
○ 전략적 목표는 전통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핵심 지식기반산업 발굴,

신기술의 융합발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BT･IT를 기반

으로 한 Bio-IT산업의 메카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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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충북산업의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BT-IT를 근간으로 한 Bio-IT 산업의 메카
전략목표
전략목표
전통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 전통기술의 BT, IT화

• 미래핵심기술 개발

• 산학연과 네트워크 강화

• 기능성 제품개발

• 산업화지원 인프라 개발

• 정보교류 확대

• 환경친화적 제품 발굴

• 인력양성 기반 확충

• R&D의 통합시스템 구축

핵심 신산업 발굴

신기술의 융합 발전

추진전략
• 정책간 연계 강화
– 지역산업+지방과학기술+지역개발=정책혼합(Policy Mix)
•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 IT•BT산업내 비교우위업종 선정
– 목표지향적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특화성 확보
– 지역특화산업 발굴을 위한 기획력 배양
–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제도적 역량’ 강화

□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 오송생명단지를 국내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육성
- 오송지역은 인구 63만명의 청주와 인접해 있어 지방 대도시 등 거점지역
과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주변지역을 한데 묶어, 하나의 통합된 성장거점
으로 육성가능
- 지방광역권의 중심지이며 국내외적 경쟁력을 지닌 산업발전의 거점이 되
기 위해서는 광역권의 중심도시인 지방대도시를 특정산업 부문의 수도기
능을 갖도록 육성하는 산업수도화 전략 강구
○ 산학연계 특화단지 조성: 메디컬 파크
-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이와 관련된 메디컬 파크 등을 패키지로 연계, 사업
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기업 등 민자를 유치
- 메디컬 파크는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궁극적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휴
양개념을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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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과학 산업단지를 Bio-IT의 거점으로 육성
- 융합화 진전과 함께 전개될 다양한 사업을 선정, 장기적으로 관리함
- 생체기능을 단순히 이용･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생체기능을 전자소재･부
품으로 대체하는 신제품 발굴(실리콘 뇌 기억칩, 인공세포)을 추진
- 전자기기･부품의 역할을 생물재료가 담당하는 등 IT ･BT의 통합제품 창
출
○ 식품성분안정성분석센터 설립
- 독립된 식품관련 분석센터를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설립하거나, 식품법규상 중립의 위치인 도내 대학에 설립 유도
- 각종 기본 분석장비를 구비하고 숙련된 분석연구원을 배치한 후, 분석센
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고정적인 위탁분석비용 등을 마련
□ 전자정보산업 발전전략
○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범지역 지정
- 세계적으로 다양한 차세대 단말기술과 정보․가전장비들을 상호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
한 연구를 수행
○ IT중심의 산학연 공동프로젝트 발굴
-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충청북도와 전략산업기획단, 충북개발연구원을
비롯 대학 및 기업체를 망라한 연구단을 조직
- 과학기술부가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구성토록 하여 적
극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지역내 거점 기업연구소를
발굴, 집중육성
- 또한 정보통신부의 대학IT연구센터(ITRC) 지원 방침에 부합하도록 산학협
력 및 지역혁신을 주도할 지방대학의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 IT인력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SCM(Supply Chain
Management) 방식을 도입, 수요지향적 IT핵심인력 양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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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 차세대 비메모리분야 전략부문 선정 및 집중육성
- 차세대 비메모리기술의 최종목표는 DRAM과 Flash를 대체할 차세대 비메
모리 기술개발
- 신물질 연구 및 Process Technology 개발, Integration 그리고 상용화 가
능한 MRAM, FRAM 및 PRAM 개발
- 차세대 비메모리 양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
학연 공동노력에 의한 전략마련
○ 반도체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 반도체 제조업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도

입․활용․확산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 충북지역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공동연구기반 구축의 구성요소로는 반도
체 제조업체, 장비생산업체, 장비제조에 필요한 각종 부품생산업체 및 가
공업체, 지역대학, 기술개발연구소,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
○ 정보통신대학 설립: 오창과학산업단지내
- 지역의 미래 주력산업인 정보통신산업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
문인력 양성체계를 공고히 하는 대학설립 전략이 바람직
- 이를 통해 분산된 연구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및 지역
특성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 집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2) 제1차 충청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 8)
□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충북의 산업특성과 첨단전략산업의 발전 및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
원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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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성장산업인 IT, BT산업을 중심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세부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산업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원으로 활용

-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정비

○ 충북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비전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명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
-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기술 융합(BINT)의 거
점화를 유도
- 또한 산업 간 연관관계 및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기업지원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지역혁신체계를 위한 인프라 강화
□ 충북의 지역혁신 전략
○ 바이오산업의 메카「Biotopia 충북」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를 벤치마킹하여 국가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바
이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조성
○ 상생의 활력「Network 충북」
- 실질적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 발굴
- 기업간 정보나 기술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의 개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유도
○ 인재양성의 요람「Brain 충북」
- 전략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개발부터 산업
화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대학의 기능 활성화
-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단순기능인력 양
성에서 우수인재 양성으로 무게중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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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문화의 전통「Culture 충북」
- 미래형 관광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직지로 대표되는 우수한 중원문화의 전통을 기반으
로 충북 문화의 세계화 추진
<그림 2> 충북 지역혁신전략

□ 클러스터 구축방안
○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생명산업종합지
원센터(249억원)를 설치하고,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조성(250억원 투자)
하며 바이오벤처임대공단을 조성(150억원 투자, 20년간 임대)할 계획
-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오송생명 과학단지-제천전통의약산업지원센
터-영동바이오지역기술혁신센터(TIC) 등을 연계한 지역내 바이오 트라이
앵글 클러스터 형성
- 한편 BIT나 BINT 등의 융합산업은 오송생명 과학단지-오창과학 산업단지
-청원․진천․음성을 연계한 차세대 성장 동력 벨트로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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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권에 대전(생물의약)-오송(보건의료)-제천(한의약)-논산(동물자원)영동(기능성식품)으로 형성되는 바이오클러스터는 각각 R&D, 인력양성,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생물산업발전 여건을 조성하며, 중장기적인 발전토
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바이오벨트”로 연계
<그림 3> 충북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충북 바이오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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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
- LG전자 등의 대기업을 충북 이동통신 산업 발전의 중심 기업으로 삼고,
이동통신 단말기에 활용되는 전자정보부품 업체들을 네트워크 하여 기업
체-기업체 간 공동 협력관계의 기회 제공
- 지역내 정보통신 관련 전공교수의 기초/응용기술을 연구지원 및 기업체와
공동 제품 개발을 통해 협력 관계 구축
- 지역 내의 대학교에서 이동통신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 확립.
○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 하이닉스반도체와 동부아남반도체를 지역 반도체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
으로 삼고 에이디텍, 아트칩스 등의 반도체 설계전문업체 및 네패스 등
반도체 개별소자 생산전문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연구개발 과
제를 다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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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
-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LG화학을 중심으로 전지전문 중소기업,
대학 및 전지산업진흥센터가 긴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 개발 과제 발굴 및 기회 제공
-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전지를 위한 벤처단지 건립, 창업 지원 및 전지 성능
시험 장비 등을 구축하고 산학연관 및 전지 산업발전 지원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3) 충북 Agenda 2010(2007. 1)
□ 계획수립의 배경
○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도정 로드맵의 제시를 통해 도정운영에 대한 도민
의 이해와 협력 도출
○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대안 도출과 바람직한 전략적 정책추진방향의
제시를 통한 실천역량 결집
○ 도정 중점추진 과제별 추진방안과 구체적 사업계획의 제시를 통한 연도
별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으로의 정책기조 변화
-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산업클러
스터 육성
○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발전 견인
- 지역별 비교우위와 혁신 잠재력에 기초한 전략산업 집중 육성
- 충북 경제의 성장동력(IT산업)과 차세대 신성장동력(BINT) 육성
․오창(BIT : IT와 BT의 융합) 및 오송(BT : 차세대신약, 의료기기, R&D시설
및 기능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발전기반 확보
□ 산업클러스터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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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적이고 일관된 프로세스의 구축
- 체계적인 Work Process의 개념에 의한 선순환 모형 구축 및 시행
<표 2> 클러스터 구현의 주요 당사자 및 역할 분담
유형에 따른 역할
유형
기
능
연
구
개
발
생
산
Cluster
유
통
Hub &
금 융
Spoke
행 정
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 당사자별 역할 : ○(중심), △(지원)

산업체
△
○
○
○

대학/ 연구기관

○
△

○
△

지자체

△
○

△

비고

△
○
△

□ 오송․오창 R&D 클러스터 구축
○ 오송․오창단지 R&D특구 지정 지속 추진
- 오송․오창을 포함하는 대덕특구 확대 방안 강구

- 오송․오창단지의 R&D특구 지정여건 충족시 단독 지정 병행 추진
○ 오창과학산업단지 기반의 차별화된 IT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한 BINT 융합분야 발굴․육성
○ 혁신․기업도시, 바이오 농산단지와 연계한 협업관계 강화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메카로 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글로벌 기업, 바이오 관련 박람회 유치 등을
북아 바이오메카로 육성

통한 동

○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5
대 국책기관 조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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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초광역 IT 클러스터 허브로 육성
○ BT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 입주예정 국가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BINT 융합(convergence) 분야 발굴ㆍ육성으로 R&D특구 지정 유도

○ 반도체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필요
-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등 IT관련 대기업 유치를 기반으로 100만평 규
모의 반도체산업 집적화 단지(가칭 하이닉스 타운) 조성
□ 충북의 전략산업으로서 미래 성장원천산업의 발굴 및 집중 육성
○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 및 장기 등 4대 전략

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수정 및 보완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 비교우위에 입각한 전략산업별 세부특화분야 발굴로 ‘선택과 집중’의 육
성정책 실현
<표 3> 아젠다 2010의 클러스터 구축관련 주요 정책과제
중점과제

주요사업

중점과제

주요사업
임상이행시험센터
충북바이오평가협의회
u-플랫폼 운영센터

R&D 기반
중부권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지식산업 벨트 조기 구축
Grid 인프라 구축오송
( )
U-Bio City 구축오송
( , 오창)

BIT 클러스터

기술지원 플랫폼(Network Hub) 구현

구축을 통한

Bio관련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산업구조
고도화

Bio 국책연구소 유치
Bio 중심 대학캠퍼스
(
) 유치

오송오창단지
․
연구시설 유치
( )
오창단지 IT관련 기업 입주벤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유치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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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충북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1. 선진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원리
□ 탄탄한 과학기술 개발 여건
○ 클러스터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도연구기관 또는 대학 및 우수
과학자들이 풍부하게 존재
-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미국의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우 UCSD, Scripps, Salk, La Jolla Cancer Center 등 세계적 수준의 대
학 및 연구소를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 충만한 기업가 정신
○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업가 배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들은
성공모델을 제시
-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협력네트
워크를 통한 R&D활성화
- 샌디에고 지역 바이오 기업의 40%는 UCSD로부터의 스핀오프
□ 기업수의 지속적 증가
○ 스핀오프 또는 신규창업회사의 증가 및 안정기에 접어든 성공회사의 모
델이 존재
- 세계적인 제약회사, 생명공학 기업 및 신생기업의 존재함으로 성공한 생
명공학회사가 새로운 기업 투자 및 육성자 역할 담당
-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함으로 틈새시장 진입 활성화
□ 핵심인재의 유입력 강화
○ 일정수준 이상의 풍부한 고용기회가 존재하고 매력적인 주거 및 생활환
경을 제공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및 자연환경,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구조, 실업자의 생산현장 복귀시스템 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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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인프라의 구비
○ 연구기관과 인접한 인큐베이터, 실험시설 및 건물의 공급, 수송, 교통 등
인프라가 적합하게 구축
- 신생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의 해결 및 창업보육을 위한 연구기관이 존재
하고 기업-연구소-대학간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 물적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SOC 확충, Pilot-plant 등 실험생산시설 구비
□ 지역내 풍부한 자금 조달원
○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성공확률이 낮은 벤처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엔젤클럽 등의 풍부한 자금 공급원 존재
- 2000년 샌디에고 지역의 벤처캐피탈은 165개로 US$ 2bil 투자
□ 사업 지원서비스 및 연관산업 대기업의 존재
○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의 발달 및 수요처가 될 수 있는 연관
산업의 대기업 존재
- 특화된 전문서비스 기업을 통해 기업은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이 가능
- 수요 연관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 숙련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 숙련 기술자들의 원활한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
응함과 동시에 지역내 고급인적자원 확충
- 대학 등의 인력양성기관의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현장의 요구에 부
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 대학과 산업체의 인사교류 및 산학협력활동 활성화
□ 효율적 네트워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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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연합, 동호회, 각종회의 및 교류기회가 존재
- 클러스터 참여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효율적 의사결정과 정보교류
체계 구비
- 네트워크를 통해 제휴, 합병, 기업신설 등의 실질적 경제활동이 활발히 전개
□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 및 혜택
○ 정부(또는 지자체)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반 인프라의 조성 및 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클러스터 지원을 전담하는 전담기구 조직 및 제반 행․재정적 지원기반
정비

2. BT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 차별화를 통한 지역특성화 추진
○ 산업자원부는 바이오(BT)산업의 발전과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리적
으로 인접한 일정지역에 대학연구소업체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지역
거점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 권역별지역별로 다양한 바이오 발전기지를 마련하되 거점별로 특정 바
이오분야에 특화하는 한편, 거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바이
오 벨트 형성을 지원 및 거점별 특화유도
- 3개 권역, 16개 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
․대전충청권 : 생물의약, 보건의료, 동물자원 활용기술 등
․전라제주권 : 바이오농업, 바이오식품, 식물자원 활용 등
․강원경상권 : 생물환경공정, 기능성소재, 해양자원 활용 등
○ 따라서 정부의 정책추진과 일관되고 타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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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특성화 전략
이 필수적임.
-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구비된 바이오산업 발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
함과 더불어 충북
○ 이러한 특성화 전략은 충청북도가 보유한 특성화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권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 BT산업의 인프라가 양호한 중부권역의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기술개발 및
지원의 중심업무를 담당하면서 북부권의 한방바이오산업, 남부권의 기능
성 식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 바이오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 지식기반 산업의 혁신활동은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유
망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개별 혁신주체간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리나라의 바이오 벤처기업은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였으나 지역적 분
산 및 기업간 네트워크가 미미하여 집적화된 특성을 찾기는 어려움
- 대다수의 바이오 벤처기업이 수도권과 대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충북은
바이오산업 인프라의 강점을 집중부각시킴으로 해당기업의 유치를 활성화
하고 기업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지역
토착화를 유도할 수 있음
□ 풍부한 자금 및 인력 확보
○ 바이오 산업은 단기 연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 연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충분한 투자자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
- 바이오 기업의 적극적 육성 없이 클러스터를 지역내 토착화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기업육성에 지원될 수 있는 민간자금 및 정책자금 확보 방
안 수립
- 민간자금 조달을 위해 (가칭) “충북 바이오산업 R&D 펀드”나 엔젤클럽을
통해 국내 투자자 및 외국기업의 자금유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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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내 인력양성 기반확충과 인재 유입력 강화
-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단순 기능인력에서 고급인력까지의 역내 양성기반 확충
- 또한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대학의 인적․물적 교
류활성화

3. IT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 R&D기능 확보로 IT산업 클러스터의 고도화 추진
○ 하이닉스반도체, LG정보통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 및 부
품, 전자정보기기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
- R&D 등 핵심기술개발 기능은 열악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향후 IT산업
클러스터가 토착화되고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연구소, 공공연
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R&D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
-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클러스터 구성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클러스터 구
조를 고도화 시키고 지식정보의 창출․파급․활용 메커니즘을 정착

○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충북 IT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적 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 반도체 테스트 센터, LG화학 TP, 전자정보 부품 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IT산업의 전후방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네트워크 구축
□ I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충북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은 아직 취약하고 수요계층 역시 미미하
여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 집중적 육성전략 필요
- 하드웨어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어플라이언스(Appliance)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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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하드웨어의 발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기반 강화는 양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적․물적교류 확대
○ 신기술 변화를 동반한 지식기반경제의 전개는 산․학․연 혁신주체간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이 필요
- 신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이
필요로 하고 동 시스템 내에서는 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적인 학습과 탐
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혁신주체간의 연구개발 파트너십(Partnership)형성은 연구개발에 따른 리

스크의 분담, 연구개발 역량의 보완적 활용, 기술의 확산․활용에 효과적으
로 기여

- 산․학․연 협력을 장려해 왔으나 연구개발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연구협력
활성화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매우 미약
- 따라서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으로써 이를 지역 기술개발의 핵심동력으로 적극 활용
○ 충북대, 충주대 등 반도체 및 IT관련 특성화 대학의 인력과 장비 등 제반
인프라가 양호하여 실질적 인센티브 및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협력네트워크 역시 산․산, 산․학, 산․연, 학․학 등 다양한 형태로 접
근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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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충북 소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
1. 북부권역
□ 전통의약품 및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 중심의 혁신활동 전개
○ 충북 북부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부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혁신활동을 전개
- 제천지역은 전국 약초 생산량의 30%, 유통량의 70%를 점유하는 약초생
산-유통의 중심지
- 단양지역은 전국 석회석 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회석 신
소재 클러스터가 건설예정임
- 충주지역은 충주첨단산업단지 건설이 추진중에 있어 동산업단지를 중심
으로 환경 친화형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유리
○ 전통의약품 클러스터가 지역내에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소비
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21세기 한방생물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
- 한약재의 생산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업
체들을 중심으로 현대화․대형화를 추진

- 한약재를 이용한 의약품 제조는 아직 전통적 단계에 머물러 있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형 의약품 제조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한방관련 제조
업 기반을 강화
- 시장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
○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는 기존의 자원다소비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
단산업인 신소재 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석회석 산업이 고부가가치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을
청정 환경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
- 또한 석회석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고기능화를 위해 NT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개발을 병행
- 따라서 석회석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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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인프라 강화
○ 권역의 핵심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물적 기반과 더
불어 인력, 자금, 기업지원서비스 등 제반 혁신 인프라를 강화해야 함
- 인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교육기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능별,
직능별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기관의 비교우위에 맞
게 적절한 배분을 통해 프로그램 수행의 지속성 확보
- 신규 벤처창업이나 기존 업체가 R&D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필요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 확보
- 기업체의 세무, 회계, 법무, 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지역내 공
급체계구축을 최종적 목표로 추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아웃소싱 기반
강화
□ 네트워크 강화
○ 지역내 인력, 기술,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체간 특화 및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 업체의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산․학․연 협력 활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
며 지역내 대학 및

전통의약산업센터, 신소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개

- 또한 산업별 시장동향, 제품개발 현황 등에 관한 정례적 세미나 및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
○ 전통의약산업센터가 한방분야, 신소재 연구소는 석회석 관련 분야의 네트
워크 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센터나 연구소내에 지역내 기업, 대학 등 구성주체간의 협력활동을 조정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고려
□ 클러스터 구성주체간 역할분담
○ 클러스터 구성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만 성공
적 클러스터 구축 및 토착화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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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북 북부권의 클러스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전 제시자가 부재함
으로 인해 단순한 기업집적지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임
- 비전 제시자는 선도적 대기업, 연구소, 지자체등이 담당할 수 있는데 현
재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은 지자체가 비전 제시자 역할을 담당하고
향후 연구소나 대기업이 담당
□ 광역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는 다시 초광역권 협력네트워크로 발전시킴.
- 전통의약품 산업의 경우 충북 중부권역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및 인접
한 강원도의 생명․건강클러스터, 충남의 대덕 단지와의 초광역권 협력네

트워크 구축
- 초 광역권 협력네트워크는 관련 시장 동향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교류
의 장으로 활용

2. 중부권역
□ 공공연구기관을 BT산업 클러스터의 구심점으로 활용
○ 오창과학 산업단지 내에 설립예정인 생명공학연구원 오창 캠퍼스, 오송
생명 산업단지의 국립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책연구기관을 클러스터의 구축 및 네트워킹의 구심점으로 활용
- 바이오 산업분야의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유치는 향후 클러스터의 발전
및 지역 토착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따라서 이들 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지역
내 바이오 산업체 및 대학과의 연계기능을 강화
- 이들 연구기관은 사업체 인력의 재교육, 실험의뢰, 안정성 테스트 등 다
양한 측면에서 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충북의 권역별 BT, IT산업 발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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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권의 기능성 식품, 중부권의 IT․BT, 북부권의 신소재, 전통의약품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지원, 연구지원등의 충북 첨단산업 혁
신을 선도하는 기능을 담당
- 또한 기업지원시스템, 체계적인 창업지원 및 육성, 연구개발을 위한 산․
학․연 협력체제 구축,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전체로
파급
□ BIT융합기술 개발 지원
○ BT산업과 IT산업의 양호한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기술 개발
촉진
- 오창과학 산업단지의 IT, 오송생명 과학단지의 BT산업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융합기술 개발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참여
하는 BIT기술 개발 활성화
- BIT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참여기관에 대해 실질적 혜택
을 부여
○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시스템을 구축
- 지역내에서 기술이전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
- 테크노파크 등을 이용하여 기술거래소 설립
□ 연구개발-상업화까지의 실질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 지역간-산업간 네트워크 구축
- 중부권역을 중심으로 충북의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파급효과와 혁신활동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교육기관간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재양성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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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산업분야 핵심인재를 양성
- 특히 대학의 IT, BT관련 학과와 연구소, 산업체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체는 즉시 활
용 가능한 인력을 공급받음.
○ 업체의 기술개발 수요 발생시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합협정체결을 통해 연구실이나 실험장비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
-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등과 같이 고가의 실험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해 장비의 공동활용 및 실험의뢰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실험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벤처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
□ 클러스터 구성주체 간 역할분담
○ 비교적 생산기반이 양호한 IT산업과 달리 BT산업은 가시적 성과를 보이
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별적 전략을 수립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IT산업은 기업간 전후방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현재의 생산기반을 체계적으
로 조직
- BT산업은 국내외 유수의 바이오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에 집중하여 생산기
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
- 바이오 관련 국내 국책연구기관의 지역내 이전은 향후 유치활동에 커다란
장점을 부여할 것이므로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 비전 및 활용방안을 다각
도로 검토하여 집중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중부권 전략산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비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 대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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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 또한 기업이 핵심분야에 주력하고 비핵심영역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 가
능하게 제반 기업지원서비스 공급기반을 강화
- 특히 벤처기업의 설립이나 개발된 기술의 특허등록 과정을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지자체가 수립
- 지역의 경영전문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광역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 오창, 오송단지가 IT, BT, NT 등 첨단산업의 중핵지대로 부상하기 위해
서는 인접한 광역권과의 교류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함.
- 우선적으로 인접한 대덕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도권으로
확대
- 대덕지역으로부터는 기술 및 인력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수도권과는 자금조달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
크를 추가적으로 구축
- 국제교류활동은 청주국제공항을 BT산업 국제교류 관문으로 적극 활용

3. 남부권역
□ 취약한 산업발전 여건 강화
○ 충북의 3개권역중 산업발전 여건이 가장 취약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상수도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대규모 산업단지
를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환경적 제약하에서 산업기반의 강화는 저공해 산업 및 자연친화형
기업유치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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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유력한 대안은 청정환경하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기능을 강화시킴으
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임.
○ 또한 생산방법 역시 대량생산을 지양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를 추구
- 이러한 생산체계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 벤처기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
- 따라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활성화 및 생산품목별 영농법인
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기술개발 기능 강화
○ 연구기관 및 대기업의 부재로 권역내 대학이 기술개발을 선도하여야 하

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은 충북의 다른 권역에서 원활히 조
달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

- 지자체는 남부권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수립
□ 산학협력활동의 특성화
○ 남부권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
는 연구협력활동에 특성화
- 남부권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는 기능성 식품분야에 집중 특화함으로
써 효율성 증진
- 또한 자금의 집중투자를 통해 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확대
○ 소규모 기업의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의 특성상 현장 밀착형 기술지
도 및 자문서비스 제공
□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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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 이미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안정
적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수요를 확대
할 수 있는 지원기반 강화
- 상품의 포장 등에 필요한 디자인 관련 서비스를 지원
□ 광역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능성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자원조달을 위해 충북의 여타 권역
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특히 BT산업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된 중부권역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
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의 생물산업클러스터, 북부권의 전통의약품 클러스터 등과도 협
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협력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
-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덕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및 인력 조
달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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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충북 소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과제
1. 북부권역
(1)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특화형 클러스터 육성
□ 필요성 및 목적
○ 기업도시는 기업․대학․연구기관․자자체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의 공급체계가 마련되고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이 용이
- 산․학․연 연계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의 역량확대와 상용화가 이
루어져 기업의 핵심역량 발굴과 경쟁력 제고
○ 충주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으로 개발되어 부품소재산업정책, 충북의 BINT
산업정책 등을 기준으로 환경친화․융합형 부품소재부문을 중심으로 융합

형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 최근 자동차 부품의 충주이전이 활성화 되고 있어 클러스터 형성의 기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
-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엠코가 충주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추진전략
○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관련 협력사의 유치활
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 특화형 산업 클러스터로 성공하기 위한 비전제시 및 기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전략 수립
- 수직적 및 수평적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는 대기업의 협력사를 중심으로
확산형 네트워크 구축
○ 기업유치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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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어
유치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타지역 클러스터 및 이업종 클러스터와의 교류 확대
- 충북 중부권역의 IT클러스터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제품 및 기술개발의
보완체제 구축
□ 기대효과
○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기업도시를 성공으로 이끌 토대를 제공함
으로써 충북 북부권의 경제활성화로 연결
○ 비료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충주를 비
롯한 충북 북부권 경제의 활력 증대
(2)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 중심의 혁신활동 전개
□ 필요성 및 목적
○ 충북 북부권 산업클러스터의 구축의 가장 현실적 대안인 석회석 신소재 산
업단지의 조성계획을 조기에 착공․완공하여 관련 산업의 집적지를 형성

- 석회석 신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물적 인프라의 조기 확보
○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의 핵심적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석회석 신소
재 연구소의 조기 설립을 추진하여 기술력 강화
□ 추진전략
○ 산업단지 조성 세부계획 수립에 사업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
렴과정을 거침
- 동 산업단지는 구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중앙정부, 지자체, 민자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확보하고 특히 민자 유치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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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에는 단지내 사업체를 조직화시키고 내적 정보유통경로를
확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 신소재 연구소 건립을 위한 TFT를 조직하여 관련 업무처리를 일원화시키
고 역량을 결집
- TFT는 해당 자치단체가 구성을 주도하고 충북 테크노 파크는 간접지원
을 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반영 및 구체적 운영방안 수립에 대한 자문을
수행
- 또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이산의 인적 네트워크
를 적극 활용
○ 연구소내에는 산업체 관계자 및 연구원들 간의 상시적 미팅을 위한 공간
을 마련하고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 동 조직은 협력활동의 Coordinator로서의 기능과 함께 업체의 애로사항
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
□ 기대효과
○ 산업단지 조기 구축으로 지역의 산업발전 기반 강화 및 신소재 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북부권의 신소재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산업발
전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한방산업 중심의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국내 한약재 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약재 생산 및 가공 산업의 현대화가 필
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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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역은 제천시를 중심으로 약초재배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생산기
반은 비교적 양호하게 갖추어져 있음.
- 따라서 동 생산기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클러스터 구축은 관련 기업의 집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한방약재를 이
용한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기업들의 지역내 이전을 통해 기술개발 협력 및 혁신활동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음.
□ 추진전략
○ 기업체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은 물기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지자체 단위에서 공간확보 계획 수립
- 클러스터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이용하거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 신규 조
성을 검토
○ 생산기반 현대화를 위한 지원지금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한약재의 품
질 향상 및 다양한 약초생산 기반 확보
○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충북 테크노 파크 사업단의 역량을 적극 활용
함으로써 한약재 가공기반 강화
- 기업유치에 필요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
- 유치 대상 기업체를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
□ 기대효과
○ 충북 북부권이 전통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여 혁신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기업유치는 지역주민에게 고용기회 및 소득증진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지역의 안정적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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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부권역
(1) 하이닉스를 연계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하이닉스 반도체가 300mm웨이퍼 패킹공장, 후처리 공정 공장 등을 증설
함에 따라 IT생산기반이 획기적으로 개선
- 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로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 IC
부문은 2005년 초에 매그나칩 반도체에 매각하였고, 매그나칩 반도체는
DDI와 CIS를 제외한 시스템 IC를 ABOV에 매각
- 충북의 반도체 산업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동부아남반도체가 위
치해 있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발전
○ 반도체 산업의 후방산업인 소재․장치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
대적으로 취약한 전방산업(시스템 산업: TV, PC, 통신장비 등)기반을 강
화
- 도내에 위치한 파운드리 회사는 삼성전자와 같이 직접적인 전방산업과
연결된 셋트 업체가 없음.
- 따라서 전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현재 추진중인 ‘하이닉스 타운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관련업체의 설득작업 병행
- 하이닉스 타운이 조성될 경우 청주산업단지-하이닉스 타운-오창산업단지
를 연계시킬 경우 중부권 최대의 IT․BT클러스터 구축 가능

- 추후 예상되는 2차 및 3차 생산라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
- 200여개의 하이닉스 반도체 하청업체들의 지역내 이전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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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세계적인 생산기업과 부품․소재 업
체간 네트워킹을 통한 초광역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대
- 충북은 반도체 소자 및 설계업체, 충남은 삼성반도체, 대전은 반도체 설
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네크워크 형성이 매우 유리
- 또한 대전, 천안, 청주,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지역혁신기관
이 입지하고 있어 반도체 R&D 및 기업지원혁신에 유리
□ 기대효과
○ 지역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기반으로 초광역 클러스터로 확대함으로
써 중부권 IT클러스터의 성공모델 구축
○ 반도체 후방 및 전방연관산업의 동시적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기여
도 제고
<표 4> 충청권 소재 반도체 산업 기업지원기관
기관명

주요 생산제품

소재지

전략산업기획단

지역전략산업 기획 및 지역공통 및 중짐기술개발과제 운영

대전, 충남,
충북

KAIST 나노팹

차세대 나노공정기술 개발

대전

ETRI MEMS팹

MEMS제조 및 공정기술 개발

대전

반도체부품 및
장비공동테스트 센터

반도체부품(DDI등) 기능 및 신뢰성 테스트 지원
반도체장비 모듈 및 부품개발 또는 테스트 지원

충북 오창

전자정보부품지원센터

EMI 테스트 지원
반도체모듈개발 지원

충북 오창

반도체임베디드시스템
기술개발센터

임베디드시스템 개발지원
설게지원 IP개발 및 기업지원

충북 오창

충북대아날로그회로
학부중심의 아날로그설계인력 양성
고부가가치인력양성센터

충북 청주

호서대
반도체장비개발센터

반도체장비개발 지원

충남

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석박사과정의 설계인력양성사업

대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반도체장비교육센터

반도체장비 운영 교육 및 인력양성

충남

주성대
맞춤식 반도체공정기술자양성
반도체기술인력양성센터
자료: 충청권전략산업기획단, 「충청권 IT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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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음성, 진천 등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
- 클러스터 업체 상호간의 입체적, 유기적, 수평적 상호협력을 강화함으로
써 수평적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
-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 가장 큰 이득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 산업
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 추진전략
○ 소재지역의 낮은 밀집도를 극복하기위한 기업간 네트워킹을 중재할 클러
스터 선도기구의 역할을 강화
- 이러한 선도기능은 충북 테크노 파크 등 연구기관이나 선도적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담당
- 일차적으로 클러스터간의 상호연락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범사업
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이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며
상호협력의 바탕이 되는 기초여건구비를 위해 통일된 형태의 DB 구축
- 또한 클러스터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대외적으로 협력을 요하는 프로젝
트를 발굴해내 상호간에 연결을 통해 성공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도 매
우 중요
○ 지역내 구축된 클러스터의 역량을 바탕으로 클러스터회원사들을 대상으
로 세계적 자동차메이커들과의 협력방안 강구
- 세계 각국의 선진자동차부품회사들을 전시겸 기술이전 상담회에 초청해
기업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글로벌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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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를 통해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과 IT기술을 합
친 “텔레매틱스 클러스터”와 같은 전문클러스터도 육성
□ 기대효과
○ 지역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기
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및 자동차
부품 선진 클러스터와의 교류 확대

(3) 충북 R&D 펀드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클러스터를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창업활성화와 외부로부터의
기업유입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장기 투자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실패의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기반을 강화를 통해 역내 창업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
가 있음
- 클러스터의 기술개발 촉진은 R&D에 필요한 자금을 자금조달 비용을 줄
이면서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가에 크게 의존
○ IT, BT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지역내 R&D연구소를 설립하
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충북 R&D펀드 조성

□ 추진전략
○ 펀드 조성에는 지자체, 대기업 등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데 지자체의 솔선수범과 주도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
- 대기업 출자를 유도할 수 있게 출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조달된 자금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개발 및 유망 벤처기업에게 제공

- 92 -

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부담을 경감시키며 개발된 기술은 세계
유수 기업에게 공개 및 제공, 자체적 상업화를 통해 회수
- 정책자금 성격의 R&D펀드이외에 지역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엔
젤클럽 조직이나 기업공개 활성화
- 중견기업의 기업공개시 필요한 제반 법률적, 회계적 지원안 마련
□ 기대효과
○ 지역내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창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클러
스터 토착화에 기여

3. 남부권역
(1) 바이오농산단지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2014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바이오농산단지는 남부권역의 발전
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바이오농산단지에는 기능성식품과 천연물 소재업, 화장품 제조업, 지역
특화 업종 등을 유치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삼각벨트를 형성
-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등 농업 관련 기관들과 바이오농산단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전통 방식에 의존하던 농산업이 한 차원 업그레
이드됨으로써 남부지역 농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
○ 남부권역은 보존상태가 양호한 청정환경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
로 특화시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남부지역에 성장 거점이 마련됨으로써 지역 균형발
전의 활로를 확보
- 해당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소득원 창출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개발의 계기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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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바이오농산단기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주
민의 협력 유도
- 토지보상, 주민 거주지 이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해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 기업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바이오농산단지 입지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것임.
- 하지만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주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의 BT산업 네트워킹 구축
- 오송생명단지를 중심으로 구축된 BT산업 클러스터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을 전통적 산업에서 첨단 바이오산업으로의 발전도모
□ 기대효과
○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취약해진 지역의 성장동
력 확보
○ 전통적 산업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벤처농업 기술지원센터 설립
□ 필요성 및 목적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산 농
산물의 차별화 및 가공을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이 필수적
○ 남부권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및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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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지원하는 벤처농업지원센터 설립
- 기능성 바이오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
를 상업화함으로서 전통적 농업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화 촉진
○ 벤처농업 기술지원센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구체
화하고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연구 공간, 실험장비 등을 제공
□ 추진전략
○ 벤처농업 기술지원센터는 남부권의 강점인 청정환경하에서 생산되는 농
산물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기술을 지원하고 농업벤처 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코어(Core)시설임.
- 벤처농업 기술지원센터는 바이오 벤처농업 창업활성화 및 육성 환경 조성
을 통해 남부권 청정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반 지원 기능을 담
당
- 남부권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벤처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경우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
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확보할 수 있음.
○ 벤처농업 기술 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시장 개방 등 우리나라 농업
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1차 농업 생산품의 단순 판매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
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를 충족시켜줄 건강 기능성 제품의 개
발은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고용창출, 지역 소득창출로 이어짐.
-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기존의 제조업이 발생시키는 환경문제를 최
소화하여 남부권의 청정환경을 보존하면서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벤처농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조성
- 상품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기술 개발과 판로개척등 경영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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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산․학․연 협력체
제를 강화하는 인프라 구축
○ 창업활성화로 남부권의 취약한 고용구조 안정화 및 농산물의 경쟁력 강
화
- 충북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기반을 가진 남부권의 산업구조를 활발한 창업
을 통해 역내 소득증가, 고용창출 등을 달성
○ 남부권의 기술혁신체제 확립의 기회
- 기존의 바이오 농업벤처 기업과 실험실 창업형 벤처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산업정보, 기술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여 남부권 기술혁신의 거점 역할 수행
(3) 와인클러스터 등 농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지역농업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작목반을 비롯한 생산조직 및 품
목별 주산지 및 특산단지 등을 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발전
- 특히, 영동 포도, 보은 대추 등 특산물의 초보적인 형태의 산업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음.
- 농림부는 2004년 5월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발표
○ 생산품목의 지역적 특화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능력 확충
- 기후나 풍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수성
을 최대한 살린 품목에 특화하고 특산단지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능력 강화
○ 영동대학교 등 연구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
품개발 비용 절약 및 지역특화시험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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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바이오 농산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가공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농산물의
단순가공 및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직적 네트워크 형성
- 또한 생산, 유통, 관광 및 서비스업체 등 관련주체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주력
○ 지역단위의 물류센터나 정보화센터를 설립하여 생산요소와 상품 및 지식
정보를 클러스터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전문적 생산조직이 품목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능 뿐만아
니라 유통기능을 가져야 함.
○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역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생적 발전 토
대 확보
- 농산업 클러스터는 산․학․연․관 등 정부와 민간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
는 거버넌스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클러스터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추진기구 설립이 필요
□ 기대효과
○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안정적 농
업생산 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업경영체의 조직화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개별농가에서 실현하기 어
려운 규모의 경제추구와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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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미 FTA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충북경제에 대한 영향
(1) 한미 FTA가 충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농업부문의 피해 불가피
○ 한미 FTA의 농업부문 협상대상 품목은 1,531개로 쌀은 제외되었고 나머
지 품목은 관세양호 또는 쿼타 제공
- 미국 측의 관세인하(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제품의 가격인하 미국소비
<표 4> 한미 FTA 타결 농업부문 주요 내용
품 목

타 결 내 용
․쌀:16개 세 번 협상 제외
․식용대두(487%): 현행관세 유지, TRQ제공(무관세)
쌀, 곡물
․감자, 보리, 옥수수, 전분, 팥, 녹두, 고구마, 메밀, 율무 등 7~15년
ASG적용
․쇠고기(40%): 15년, ASG적용
․돼지고기(22.5~25%): 냉장(10년), 냉동(7년). ASG적용
․계란, 기타 육류: 5~15년
축 산
․분유(176%): 현행관세유지, TRQ제공
․천연꿀(243%): 현행관세유지, TRQ제공
․오렌지(50%), 포도(45%): 계절관세(포도 17년)
과 일
․사과(45%): 10~20년, ASG적용
․배, 복숭아(45%): 10~20년
․양념채소(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생강 377.3%):15년,
ASG적용
․딸기, 토마토(45%): 종류별로 즉시~15년
․멜론, 수박(45%): 12년
채소, 특작
․오이, 가지, 호박(27%): 즉시 철폐
․당근, 무, 배추 등 엽근채류(27~30%): 즉시~10년
․인삼(222.8~754.3%): 수삼, 홍삼, 백삼 등 주요 품목 18년, ASG적용
․참깨(630%), 땅콩(230.5%): 15년, ASG적용
주: ASG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TRQ는 관세율쿼타, 년수는 관세철폐기간, %는 관세율임.
자료: 국회 한미 FTA특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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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액 및 농가소득 감소
○ 경쟁력 상실에 따른 전업 및 폐업은 지역 농축산물 생산액의 감소 및 농
가소득 감소로 연결
- 특히, 충북의 민감품목인 인삼, 한육우, 포도, 사과 등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부문별로는 축산부분의 생산액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과수,
채소․특작의 순

- 축산부문의 경우 협정발효 후 5년차 174억원, 10년차 396억원, 15년차 762
억원의 생산액 감소
- 과수부문의 경우 포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수부
문 전체로는 협정발효 후 5년차 74억원, 10년차 176억원, 15년차 277억원
의 생산액 감소
- 채소․특작부문의 경우 협정발효 후 5년차 21억원, 10년차 29억원, 15년차
34억원의 생산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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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미FTA에 따른 충북 주요 품목별 생산 감소액
( 단위: 억원)

축산

전국대비 충북지역

10 년차

15 년차

1 ～5 년

6 ～10 년

11 ～15 년

보리

0.14

0.38

0.86

0.08

0.27

0.62

2.7

두류

1.48

7.48

13.40

0.87

5.13

11.31

11.31

기타

5.66

12.51

12.51

3.54

9.68

12.51

23.6

소계

7.28

20.37

26.77

4.49

15.08

24.44

마늘

0.35

0.47

0.59

0.26

0.41

0.56

1.2

양파

1.55

3.15

4.80

0.80

2.40

4.10

5.0

고추

1.11

2.54

4.68

0.59

1.82

3.84

6.5

6.43

10.08

10.08

3.74

9.28

10.08

4.2

인삼

7.92

9.09

10.02

7.46

8.62

9.79

23.3

기타

3.50

3.50

3.50

2.12

3.50

3.50

9.2

소계

20.85

28.82

33.66

14.96

26.03

31.86

사과

25.86

53.25

99.58

20.35

38.91

82.30

12.8

배

3.00

9.18

19.50

1.62

6.30

15.06

6.0

포도

25.87

67.91

112.31

13.82

50.72

94.82

14.7

복숭아

18.45

44.33

44.33

12.15

32.85

44.33

22.5

기타

0.60

1.10

1.50

0.37

0.90

1.33

2.3

소계

73.78

175.77

277.21

48.31

129.67

237.84

쇠고기

49.65

208.01

232.88

27.01

148.67

226.29

7.4

돼지고기

83.45

106.82

106.82

49.93

104.25

106.82

5.7

닭고기

33.67

68.72

68.72

20.84

56.79

68.72

6.9
8.6

채소 특작 과채류

과수

평균

5 년차

구분

곡물

연간

기타

7.31

12.13

16.00

5.16

10.23

14.53

소계

174.08

395.68

424.42

102.94

319.94

416.37

275.99

620.64

762.06

170.70

490.72

710.51

총계

비중(% )

주: 1) 한․미 FTA 는 2009 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행기간이 15 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
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2) 보리는 수매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 식용대두의 TR Q 물량의 일부는 국영무역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3) 곡물의 기타는 잡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의 평균 비중, 채소 특작의 과채류는 수박 참외 딸기 오
이 호박 토마토의 평균 비중, 채소 특작의 기타는 참깨 들깨 땅콩의 평균 비중, 과수의 기타는 단감
의 비중, 축산의 기타는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의 평균 비중임
자료: 충북개발연구원, “ 한 미 FTA 가 충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 충북경제 Issue & Trend 제2 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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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가 충북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효과
○ 수출가격인하에 따른 수출증가로 생산 및 고용창출
- 미국 측의 관세인하(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제품의 가격인하 미국소비자
의 수입수요의 증가로 수출확대가 기대
- 대미 수출물량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 증대 및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져
○ 지역경제의 선순환 메카니즘 정착
- 고용증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소비증가
로 이어지고, 소비증가에 따른 생산증가와 고용증가는 다시 소득증대로
연결
○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 투자와 서비스 부문에서의 추가개방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의 선진화
를 통해 한국에서의 사업여건이 개선됨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예
상
- 제조업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경제통합, 시장확대 및 국제 무역 및 투
자관련 거래비용감소가 가능하고 이는 미국 및 역외국가들의 한국내 투자
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한미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방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이에 따른 투자
위험감소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
<표 6>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추이
( 신고기준, 단위: 백만달러, % )
2000 년

2002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3,928

15,250

2,268

9,093

2,847

12,792

3,427

11,564

1,499

4,915

충북

33
(0.8)

166
(1.1)

22
(1.0)

48
(0.5)

39
(1.4)

1,060
(8.3)

33
(1.0)

389
(3.4)

16
(1.1)

87
(1.8)

자료: 산업자원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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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
- 미국산 수입품의 가격하락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기업
의 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
□ 부정적 효과
○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한미 FTA로 인해 기업들은 과거 국내 기업끼리의 경쟁에서 미국을 비롯
한 외국제품과 경쟁 심화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인수․합병 또는 퇴출 같은 구
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산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단기적 실업증대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구조조정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중소
기업의 고용의존도가 높은 충북의 경우, 노동시장 불안요인 가중될 우려
가 큼
(3) 한미 FTA의 주요 산업별 영향
□ 전기․전자산업
○ 전기․전자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업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는 전기전자 관련기업의 매출 및 수출증대가 전
망되지만, 미국의 우리나라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0.2%12)로 관
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12) 전국경제인연합회,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득실분석,”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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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산업
○ 대표적 노동집약적 상품으로 해외이전에 따라 지역내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한미 FTA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섬유관련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대미수출환경
개선에 따라 수출 증가가 예상
- 수입의 경우 9.3%수준의 관세가 폐지되더라도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역차원에서는 섬유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지역 노동시
장의 불안정성 증대가 우려
□ 기계산업
○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수입기계류 제품의 시장잠식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중․저급 분야의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매출 및 수출 증가효과가 기대되
며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정밀기계 등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부품산업은 2006년 기준 충북 전체수출의 2.7%를 점유하고 있으
며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2006년 전년대비 21.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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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미 FTA가 충북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관세인하효과+생산성효과)
( 단위 : 천달러, 연평균)

화학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7 개업종합계
제조업합계

수출
1,034
990
252
19
6,504
11,273
506
20,579
23,980

대미
수입
8,016
1,215
73
54
2,822
4,782
3,288
20,250
25,910

무역수지
-6,982
-225
179
-35
3,682
6,491
-2,781
329
-1,930

수출
3,295
1,253
269
163
26,266
10,652
1,079
42,977
51,653

대세계
수입
5,111
1,037
19
-12
-426
4,505
1,558
11,792
7,990

무역수지
-1,817
216
250
175
26,692
6,148
-479
31,185
43,663

자료: 충북개발연구원, “ 한 미 FTA 에 따른 충북경제의 영향과 과제,” 충북경제 Issue & Trend 제2 호, 2007

2. 대응방안
□ 한미 FTA를 충북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단기적 관세인하효과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각
종 정책의 목표를 설정
- 가격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동차 부품 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이 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
- 시장개척단, 박람회 등 지역소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지원
하는 현실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
-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시장개척에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
○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계기업 및 한계업종의 퇴출비용을
최소화
- 퇴출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전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
련 프로그램 공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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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적극 대응함으로
써 지역 주민의 안정적 소득 창출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및 가계의 마인드 함
양
-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의 기업과 개인의 마음가짐이 필요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선진화
○ IT․BT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유수기업의 유치임.
-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첨단산업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역에 유
치함으로써 클러스터의 기술경쟁력 강화
- 충북이 보유한 IT․BT산업의 양호한 인프라를 강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적극
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오송단지는 BT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이주가 예정되어 외국기업의 투자 환
경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창의 외국인투자단지도 적극 활용
- 충북도 투자유치팀의 대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집적지와
의 교류활성화
- 교포 등 가용할 수 있는 인맥을 최대한 가동하여 충북의 강점을 알리는
로드쇼

같은 행사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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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 한미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자동차부품 등 수혜품목 중심으
로 미국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
- 충북의 경우 완성차 수출비중(2006년 기준 전국 자동차 수출의 0.1%, 대
미 자동차 수출의 0.3%)이 낮으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006년 기준 우리
나라 대미 수출액의 5.2%점유
- 미국업체로의 조달증가와 함께 국내 완성차 업체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
- 지역내 자동차 부품회사와 울산 등 자동차 관련 산업 집적지간의 기술 및
인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활성화하여야 함.
□ 지역 특성화에 바탕을 둔 소규모 클러스터 육성
○ 세계화 시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음.
- 초광역 클러스터 등 대규모 클러스터와 함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특성화된 소규모 클러스터 육성도 병행
-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소규모 클러스터는 농산업 클러스터가 대표적 사례
가 될 수 있을 것임.
□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 농산업이 품질제고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으로 이어지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생산기반 강화는 농업의 기계화, 자동화, 규모화를 통해 달성하고 이를 가
공산업으로 연결
-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고기능성 농산물 가공제품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임.
○ 농산업 클러스터는 보은지역에 조성예정인 바이오농산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 천연재료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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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기 위해 바이오 농산단지의 입주기업 및 지역내 BT관련 연구기관과
의 네트워크 형성
- 지역소재 대학을 산․학․연 협력활동을 통해 기술개발과정 및 제품화에 참
여 유도
○ 현재의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목반에 클러스터 운영원리를 도입
함으로써 농업 생산클러스터 구축
-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 유통, 홍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
고 교육 및 훈련 체계 구축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지역
농업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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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1. 서론
2. 경제성장과 지식외부효과
3. 분석모형
1) 이론 모형
2) 실증 모형
4. 분석자료
5. 자료의 분석
1) 모형의 추정
2) 정책적 제안
6. 결론

요

약

오늘날 지식 및 기술의 혁신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연구개발
(R&D)에 대한 투자가 혁신적 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의 확산을 통하여
현대시장경제는 성장한다. 최근 들어 지식의 외부확산 즉 지식의 외부효과
(knowledge spillovers)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지식의 외부효과 관점에서 볼 때 한 지역의 지식 및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경
제성장은 당해 지역의 내부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지역내 지식외부효과와 타
지역의 지식발전으로부터 유래하는 지역간 외부효과에 좌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 내부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내 혁신 메커니즘 즉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
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타 산업집적지의 혁신에 의하여 유출되는 지식외
부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성공적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지식의 외부효과와 지역의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지식외부효과와 지역간 외부효
과가 지역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여기
서 지식외부효과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인 특화도, 다양성, 경쟁도 등에 의
해 좌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같은 지식기반산업이라 하더라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
기반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변화와 관련된 지식외부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지식이전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는 구조가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지역간 지식외부효과의 측면에서도 산업특화도만이 두 부문간에 동일한 효
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지식의 지역내 외부효과와 지역간 외부효과가 동시에 고용변
화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도시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분석결과는 한 도시의 총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지역 내부를 겨냥한 전략과 타 도시와의 관계 설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
이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먼저 도시 자체를 겨냥한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가능하면 산업특화도와 산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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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증가시키고 동종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이와는 달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도시의 경제구조가 지
식기반서비스업으로 특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동시에 지식기반서비스업 동종 기
업간에 경쟁이 격화되는 구조를 지양하는 것이 도시의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도시의 산업육성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
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타 서비스산업부문의 기업들을 육성하거나 유치하는 것
이 유리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타 도시와의 전략적 제휴관계에 관한 정책방향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도시의 고용변화는 타 도시의 산업구조와 지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타 도시로부터의 영향도 역시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별로 상이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지식
기반제조업이 특화되어 있거나 이 산업부문의 기업간 경쟁도가 높은 구조를 갖
는 타 도시가 도시의 고용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제조업으로
특화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동시에 동종 기업간 경쟁이 강한 구도를 갖춘 지
리적으로 근접한 타 도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식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
는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관련해서
는 이 산업부문의 기업간 경쟁도 보다는 산업특화도가 높은 도시를 전략적 제
휴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 도시가 지역간 지식이
전과 외부효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제조업부문에서는
특화도와 기업간 경쟁도가 높은 도시,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업부문에서는 높
은 특화도를 갖는 도시를 전략적 제휴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고용증대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일반적 차원의 경제정책 및 전략을 충북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자체의 경제구조 구축방향에 관해서는 일반론적인 정책을
수정 없이 충북지역의 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지역간 외부효과
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도시의 선택을 위해서는 충북 외부
지역 도시의 경제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즉 외부 인근지역의 각 도시들이 가지
고 있는 구조적 특성, 즉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산업특화
도와 산업경쟁도를 감안하여 적합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수도권의 도시들과 충남의 도시들이 충
북 도시에 대한 주요 제휴대상 후보 도시로 부각된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서울과 대전 등 지금 까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
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특화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대전이나 서울은 아예 제휴 대상 도시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산업경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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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과 대전이 제휴 후보 도시군에는 포함되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충북의 도시들이 지식기반
제조업부문에서 서울이나 대전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더라도 충북 도시의 고
용성장에는 별반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지식기반서비
스업부문에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도시 및 대전 등과 충북의 도시
들이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할 경우 충북 도시의 고용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서울과 대전이 전략적 제휴대상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지식기반제조업과 크게 대조되는 점이다.
이와 같이 충북의 도시들이 고용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별
로 차등화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는 충북 도시 자체의 내부적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문제는 물론 지역간 지식이전을 위해 타 지역의 제휴대상 도시를 선
정하는 문제에까지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한편 전략적 제휴도시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이 시간을 고려한 동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도시의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간 지식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략
적 제휴 대상도시의 선정은 충북지역과 인접한 타 지역 도시의 산업구조가 변
화하는 양상에 대응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혁신체제(urban innovation system)에 관한 정책이다. 충북
지역 도시 자체의 산업구조로부터 산출되는 지역내 지식외부효과와 타 지역의
도시로부터 산출되는 지역간 외부효과를 충북지역의 도시들이 효과적으로 수용
하여 도시경제의 성장과 고용증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부 및 타 도시
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지식외부효과를 산출하고 수용하는 다양
한 경제주체 및 기관들이 직접적 대면접촉을 통한 긴밀한 상호관계와 지식교환
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밀도의 상호관계를 통해 암묵적 지식
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를 확립하
는 것은 물론 문화, 행태, 관행 등 비공식적인 제도의 영역까지도 지식외부효과
에 순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지식의 지역내 외부효과 및 지역간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을 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도시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변화가 공간적 외부효과를 매개로하여 도시의 고용변화에 미치는 구조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식의 외부효과는 지리적으로 도시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리적 거리에 따라 영향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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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타 도시로부터 유래하는 지식혁신도 특정 도시의 경제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간경제에서 지역내 및 지역간 외부효과가 작용하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된 관련 문헌의 주장과 일치하는 관
점이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충북의 경제를 전제로 할 때 충북
도시의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공간적 지식외부효과의 메
커니즘을 고려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제조업과 지
식기반서비스업에 따라 구별되는 산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지역 도시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도시와 선택적인 전략
적 제휴가 필요하다. 이 때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따라 제휴를
위한 대상 도시가 전략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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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지식 및 기술의 혁신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연구개발
(R&D)에 대한 투자가 혁신적 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의 확산을 통하여
현대시장경제는 성장한다. 최근 들어 지식의 외부확산 즉 지식의 외부효과
(knowledge spillovers)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지식외부효과의 중요성은 최근의 경제성장 메커니즘을 조명하기 위해 개발된
경제성장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식외부효과에 대한 강조는 기업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술진보에 비해 기업
내부 연구개발(in-house R&D)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술외부효과로 발생하는 기술투입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
를 가져 오게 된다.
한편 기술외부효과는 지리적 거리에 따라 점차 감소함으로써 그 영향이 지
리적으로 일정한 영역에 국한되는 일종의 국지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
식된다(Audretsch and Feldman 1996). 따라서 기술 인력과 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음으로 해서 직접접촉의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지식의 확산이 촉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식확산의 물리적 거리 의존 논리에 따르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타 산업집적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기술혁신이 지리적 외
부효과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지식의 외부효과 관점에서 볼 때 한 지역의 지식 및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은 당해 지역의 내부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지역내 지식외부효과와
타 지역의 지식발전으로부터 유래하는 지역간 외부효과에 좌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 내부의 기술혁신
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내 혁신 메커니즘 즉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타 산업집적지의 혁신에 의하여 유출되는 지식
외부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는 성공적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즉 산업클러스
터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내는 물론 지역간
지식외부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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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식의 외부효과와 지역의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식
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지식외부효과와 지역간 외
부효과가 지역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측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식외부효과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인 특화도, 다양성, 경
쟁도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계량경제모형의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충북지역의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경제성장의 맥락에서 기술혁
신과 지식외부효과가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체계와 지식 및 기술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
는 지식외부효과와 고용성장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하기 위한 계량경제모형을 유도한다. 제4장에서는
원시자료의 수집과 이를 이용한 분석 자료의 구축과정을 설명하고 구축된 자료
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제5장에서는 구축된 실제자료를 이용한 모형추
정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설명한다. 아울러 모형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충북지역
도시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2. 경제성장과 지식외부효과
지난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특
정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지역간 경제적 성장의 격차가 수렴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지역적 수렴을 주장하는 신고전경제성장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ies)의 예측과는 상치되는 현상으로써 신고전경제성장모형의 이론
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성장의 지역적 발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출구로써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내생적 경제
성장이론(endogenous economic growth theories)이 대안이론으로 출현하게 되
었다.
신고전경제성장모형이 전제하는 핵심적 가정은 생산과정에서 규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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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과

외생적(exogenous)

기술변화

(technological change)이다. 완전경쟁체제하에서 기업들이 주어진 기술수준에
따라 이윤극대화 목표에 따라 투입요소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생
산체감을 함축하는 보수불변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고도성장지역의 생산투입요
소가 저성장지역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지역격차가 해소된다고 보
는 것이 신고전모형의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체계에 의거해서는 최근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신성장지역의 출현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신고전모형의 한계를 보
수불변의 원칙과 기술의 외생성에서 찾고자하는 이론이 신경제성장이론이라 할
수 있는 내생적성장이론이다.
신성장이론은 지역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양 극단적 이론이라 할 수 있
는 지역격차의 종국적 해소를 옹호하는 신고전성장이론(Solow 1956; Borts and
Stein 1964)과 지역성장의 양극화를 주장하는 누적적 순환이론(Hirschman 1958;
Myrdal 1957; Kaldor 1970)이 갖는 현실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원칙을 수용하여 실세계에서 관측되는 경제성장의 지역적
분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있다. 신성장이론은 보수증가를 수용하기 위
한 방편으로 기술의 진보를 생산의 내생적 요소로 취급한다. 기술요소를 내생
화함으로써 비로서 산출량이 기술투입요소의 증가비율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는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보수증가의 논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술의
진보가 빠르고 따라서 기술요소의 투입이 더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요소의 내생화와 규모의 보수증가 원리를 수용함으로써
최근 관측되는 경제성장의 지역간 발산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은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결국 기술의
진보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제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에 바
탕을 둔 지식기반경제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성장에 관한 담론에서 혁신과
기술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은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수준이 낮은 지역에 있어서 기술의 획기적 진보를 이루지 못할
경우 선진지역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이론전개의 핵심적 요소인 기술 혹은 지식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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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론이 차별화된다. 우선 지식을 순수한 공공재로 보는
관점이다. 이에 의하면 지식은 이를 산출한 기업의 외부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
으로 보기 때문에 타 기업이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간주한
다(Arrows 1962; Lucas 1988). 따라서 지식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볼 때 외부
효과(externalities)가 되기 때문에 기업수준의 생산에서는 보수증가 효과를 나타
내지 않지만 개별 기업을 망라하는 산업의 수준에서 보면 기술의 외부효과로
인하여 보수증가의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Shaw 1992; Fingleton 2001;
Acs and Varga 2002).
한편 이와는 달리 기술이 개별 기업수준에서 생산이 규모의 보수증가를 나
타내는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전개되었다(Romer 1986, 1990). 이 경우 지
식을 완전히 비배제적인(non-exclusive) 공공재라기보다는 배제적 속성과 비배
제적 속성을 동시에 지닌 부분적으로 배제적인(partially exclusive) 유사 공공재
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지식 혹은 기술혁신의 일부는 혁신을 산출한
기업의 외부로 확산되어 어느 기업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순수 공공재가 되고 나머지 일부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만 귀
속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와 같이 내생적 성장모형의 경우 이론의 핵심인 규모의 보수증가 논리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기술의 외부효과는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은 내생적 성장의 일차적 요소가 될 뿐
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보수증가를 가져오는 주 원천이 된다(Greunz
2005). 구체적으로 지식 및 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입과
혁신성과와의 관계는 규모의 보수감소(decreasing returns)의 관계를 갖는다. 그
러나 생산투입요소로서의 혁신 즉 지식과 기업의 생산과는 규모의 보수증가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결국 기술의 변화는 생산에서 규모의 보수증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내생적 성장이론은 최근의 두드러진 경
제지리적 특징인 경제성장의 지역적 분화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이론의 중심에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기술외부효과가 위치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신성장지역의 형성과정에서 지식외부효과가 차지하는 역할에 관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식의 외부효과는 기업, 산업, 기관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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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 주체들 간에 발생한다. 지식외부효과란 어느 특정한 주체에 의하여 개
발된 지식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타 주체가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의 증
가를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Glaeser,

et

al.

1992;

Van

Stel

and

Nieuwenhuijsen 2004).
그런데 지식의 외부이전은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빈
번한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촉진된다고 알
려져 있다. 지식의 이전에서 대면접촉이 중요한 이유는 혁신적 지식이 갖는 암
묵성(tacitness)에 기인한다. 따라서 암묵적 지식의 성격이 강한 혁신적 기술의
경우 지식외부효과는 대면접촉이 가능한 지리적 범위에 국한되어 발생되는 경
향이 있다(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 1993; Feldman and Florida 1994;
Audretsch and Feldman 1996).
한편 지식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원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가
산업의 특화에 의해 야기되는 특화외부효과(specialization externalities)이다. 이
는 한 특정 산업의 내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식의 이전을 말한다. 특화외
부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지역에 특정 산업 중심의 특화지역이 형성되
는 이유는 특화산업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식외부효과 때문이다(Marshall 1920;
Arrow 1962; Romer 1986). 단일 산업군내에서 일어나는 지식의 외부효과를 연
구자들의 이름을 따서 MAR 외부효과라 부르기도 한다. 두 번째는 다양성에
의한 외부효과(diversity externalities)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산업간에 일어나는
지식외부효과 즉 산업이 다양해짐으로써 발생되는 지식이전이다(Jacobs, 1969).
이는 한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산업이 입지함으로써 산업 활동의 밀도가 높아
지고 이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다양성외부효과는 지
식의 외부효과와 기술의 혁신에서 산업 활동의 다양성과 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시장의 독점적 구조 혹은 경쟁적 구
조와 지식이전과의 관계 즉 경쟁외부효과(competition externalities)에 관한 내
용도 중요한 관심사이다(Porter 1990; Glaeser et al. 1992; Henderson, Kuncoro,
and Turner 1995; Lim 2004). 일반적으로 기업간 경쟁이 심할수록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지식외부효과가 촉진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Porter 1990).13)
13) 이와 같이 경쟁과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는 달리 경쟁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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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한 지역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의 규모에 대한 보수증
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서는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는 지
식의 외부효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신성장이론에 따르
면 지식외부효과가 산업의 공간적 집중을 가져오는 근본 요인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여기서 혁신적이고 창의적 지식이 지니는 암묵적 속성 때문에 지식
의 이전은 대면접촉을 통하여 촉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식의 외부효과는
지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혁신적 지식 혹은 기술은
공간적으로 이전되지만 지식이 확산되는 범위는 지리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지식의 공간적 외부효과(geographic knowledge spillovers)가 지
역의 산업집중 및 경계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지
역의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이 타 산업지역과의 지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지식의 지리적 외부효
과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Acs and Varga
2003; Audretsch 2003; Fingleton 2003; Lim 2004; Greunz 2005).
지금까지 최근의 경제지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성장의 공간적 분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내생적 경제성장이론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분파
이론들을 조명하여 보았다. 이는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 기술
변화의 내생화, 지식이전, 지역간 지식외부효과 등을 통합하여 논리적으로 모순
이 없는 이론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서 형성되는 공간경제구조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체계는 최근 지
역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식 및 기
술의 혁신, 지역혁신체계 등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전략의 적정성을 검
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지식이전의 공간적 의존성과 도시고용과의 관계도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맥락
에서 형성되는 연구의제라고 할 수 있다.

위축시키기 때문에 지역의 독점적 산업구조가 기술외부효과와 기술혁신에 유리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
다(Marshall 1920; Arrow 1962; Rom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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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1) 이론모형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성장과 지식혁신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해서는 실제 추정할 계량경제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량경제모형은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고 그 준거가 되는 이론모형에 따라 설정되어
야 한다. 따라서 실증연구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높은 이론모형을 설정하는 일
은 연구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지식외부효
과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모형은 기술을 투입요소로 포함하
는 Cobb-Douglas 생산함수로부터 유도된다. 시점 t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

에 속한 한 개별기업의 생산함수 P 를 노동 l 과 기술 A 의 함수로 나타낼 경우
생산함수는
P ( A t, l t)= A tf( l t ) (1)

가 된다. 제품가격과 노동가격 w t 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개별기업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되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즉
max A tf( l t )- w tl t
lt

(2)

식 (2)에 대한 제1차 극대화 조건(first order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A tf' ( l t )- w t =0

(3)

식 (3)을 성장률(growth rate)의 관점에서 다시 쓰면 식 (4)와 같이 나타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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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 AA ) = log ( ww ) - log ( f'f'((l l )) )
t+1

t+1

t

t+1

t

t

(4)

기술수준 A 가 전국적 부분과 지역적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기술수
준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A = A localA national

(5)

이 경우 기술성장률은 해당 산업의 전국 기술성장과 지역 기술성장의 합으
로 나타내진다. 즉

log

( AA ) = log ( AA
t+1

local, t +1

t

local, t

) + log ( AA

national, t +1
national, t

)

(6)

국가의 기술성장이 해당산업에서의 기술변화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격변화까
지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지역차원에서의 기술변화율은 개별기업의 입장
에서는 외생적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지식외부효과가 작용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지역기술변화율은 앞에서 살펴본 지식외부효과의
발생원에 관한 이론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함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log

( AA

local, t +1
local, t

)=

g ( specialization, competition, diversity, initialconditions )+ε t + 1

노동과 생산과의 관계를 f ( l)= l

1 -α

(7)

(단 0 < α < 1 ) 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

내고 이 식과 식 (3), (6), (7)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함으로써 식 (8)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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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log

( l l ) = - log ( ww ) + log ( AA
t+1
t

t +1
t

national, t +1
national, t

)

+ g ( specialization, competition, diversity, initialconditions )+ε t + 1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노동시장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임금의 증가율
이 지역별 구분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기술의 전국부분 증가율 또
한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임금 변화율과 전국기술의 변화율이
지역별로 구분 없이 일정할 경우 식 (8)은 지역의 고용증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즉 지역의 고용증가는 지역 산업의 특화도, 다양성의 정도, 경쟁 혹
은 독점의 정도, 지역경제의 여건 등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식 (8)
은 지식의 혁신이 지역의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지식외부효과 메커니
즘을 통하여 구현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형구조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과 부
합한다.

2) 실증모형
본 연구는 지식외부효과와 지역고용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의 절에서 유도한 이론모형에 따라 실제 자료를 적용하
여 추정할 실증모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제에 따
라 지역내 및 지역간 지식외부효과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 설정되어
야 한다. 지식의 지리적 외부효과를 모형의 요소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유형의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 model)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금
까지 공간적 상관관계와 공간적 외부효과 등 공간과정을 모형화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Cliff and Ord 1981; Fingleton 2001; Lim 2004;
Schabenberger and Gotway 2005; Fingleton and Lopez-Bazo 200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계량모형 기법 중 본 연구의 의제와 활용 가능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지체모형의 한 형태인 설명변수
공간지체모형(spatial cross-regressive model)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 모형은 회
귀모형에서

기존의

설명변수의

값에

대한

공간적

가중평균값(spatially

weighted average)을 계산하여 새로운 설명변수로 도입하는 형태를 취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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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변수공간지체모형의 구조적 형태는 다음의 식 (9)과 같이 표현된다.
y = Xβ+ WX * γ+ ε,

ε∼N ( 0, σ 2I )

(9)

여기에서 W 는 ( n×n ) 공간가중치행렬을, y 는 ( n×1) 벡터로 구성되는 종속변

수에 대한 관측치를, X 는 ( n×k )의 설명변수 행렬을, X * 는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변수로 구성되는 ( n×( k - 1)) 의 행렬을, β 는 ( k ×1) 의 설명변수

에 대한 회귀계수 벡터를, 그리고 γ 는 ( ( k - 1) ×1) 의 공간지체설명변수에 대
한 회귀계수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WX * 는 공간적 가중치를 설명변수에 적용

하여 계산된 공간지체설명변수(spatially lagged explanatory variables)의 관측
치로 ( n×( k - 1)) 행렬이다.

여기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간지체설명변수는 타 지역 하나하나에 대하여
설명변수 값과 그 지역에 해당하는 공간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 설명변수에 대한 공간가중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간가중치행렬은 지역간 거리의 제곱의 역수를 원소로 갖는다. 따라
서 공간가중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부터
해당 지역으로 파급되는 지식외부효과가 감소한다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두 부문으로 구분하
여 모형을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역시 두 부문으로 구분
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산업특화도, 산업다양성, 산업
경쟁도, 지역경제여건 등을 설명변수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변화율을 종
속변수로 채택하기 때문에 식 (8)을 실제 추정할 모형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
의 식으로 표현된다.
EMPGR = β 0 + β 1SPEC +β 2 DIV +β 3COMP

+ γ 1WSPEC +γ 2WDIV +γ 3WCOMP +δCOND +ε

(10)

위의 식 (10)에서 EMPGR은 2000-2005 기간 동안의 고용변화율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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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DIV, COMP는 각각 개별 도시의 200년도 산업특화도, 산업다양성, 산업
경쟁도를 지칭한다. 한편 WSPEC, WDIV, WCOMP는 2000년의 SPEC, DIV,
COMP에 공간가중치행렬 W 를 적용하여 생성된 각각의 공간지체설명변수를

의미한다. COND는 통제변수로써 2000년 각 지역의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설명
변수이다. 위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산업의 지역특화도, 지역의 산업다양성, 지
역의 산업경쟁도 등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지역고용변화에 대한 지식외부효
과의 직접적 영향력과 공간적 지체의 영향력을 측정하게 된다.

4.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통계청의 지역통계자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
시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상기 사이트에서는 각 시군별, 연도별 지식기
반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에 대한 고용자수 및 사업체수에 관한 자료의 취득이
가능하다. 지식기반제조업 부문은 정보전자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
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의 세부부문으로 구성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 등의 부문으
로 이루어진다.
이용 자료에서 관측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를 포함하는 시 행정단위
로 한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지식
기반산업의 경우 주로 도시지역에서 산업집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전국의 82개 도시 중 제주도의 2개 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80개 도시
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제주도 도시의 경우 바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의 도시와의 거리가 대면접촉이나 교류기회의 감소경향을 반
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우선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각각에 대하여 도시별로 수집된
사업체수와 고용자수를 이용하여 각 도시별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의 고용변화율, 2000년 시점에서의 산업특화도, 산업다양성, 경쟁도 등을 계산
한다. 우선 도시별 지식기반산업의 특화도는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에서 지식
기반산업의 고용이 점유하는 비율과 개별 도시의 전체 고용에서 지식기반산업
의 고용이 치지하는 비율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측정된다. 즉 도시별 지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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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특화도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특화도 =

e i/e
E i/E

(11)

위의 식 (11)에서 e i 는 도시의 지식기반제조업 혹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

e 는 도시의 전체 고용, E i 는 전국의 지식기반제조업 혹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 E 는 전국의 전체 고용을 나타낸다.

한편 다양성은 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부문 중 고용수준
이 낮은 최하위 3개 부문의 고용이 도시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
정된다. 이를 구체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다양성 =

3

∑ e - i[ k ]

k= 1

e

(12)

과 같다. 여기서 e - i[ k ] 는 도시에서 지식기반산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중

하위에서 k -번째로 낮은 고용을 갖는 부문의 고용을 의미한다. 이 식은 하위 3

개 부문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도시의 산업구조도 다양성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의 기업간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경쟁도는 전국의 지식
기반산업 고용자 1인당 기업체수 대비 도시의 지식기반산업 고용자 1인당 기업
체수의 비율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도시별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도는

경쟁도 =

n i/e
N i/E

(13)

에 의하여 계산된다. 여기서 n i 는 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의 기업체수, N i 는 전국
의 지식기반산업 기업체수를 의미한다. 경쟁도의 값이 1.0보다 클 경우 이는 전
국과 비교해 해당 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이 그 산업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해당 도시의 지식기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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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 도시지역에 비하여 더 경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간가중치행렬 W 는 디지털 교통지도를 이용하여 도시간의 최단거리
를 구하고 각 도시별로 도시간 거리를 표준화한 다음 이를 제곱하여 역수를 취
함으로서 구축된다. 다시 말해 W 행렬을 구성하는 각 원소의 값은 표준거리제
곱의 역수(row standardized squared inverse distances)로써 도시 i 와 도시 j 간의
80

거리를 d ij 라 할 때 식 w ij = d -ij 2 LSLANT ∑ d -ij 2 에 의하여 계산된다. 이 식은
j= 1
지식외부효과에서 지식의 교류 밀도가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가정
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분석 자료에 대한 요약 내용을 보여준다. 전국 80개 분석대상
도시에 대한 고용과 기업체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고용변화율, 기업체수의 변화
율, 산업특화도, 산업다양성도, 산업경쟁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전
반적으로 2000-2005 기간 동안 기업체수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변화율이 지
식기반서비스업의 변화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고용증가율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업이 지식기반제조업을 앞지르고 있다. 또한 양 산업부문 모두 동 기간 동안
고용의 증가율이 기업체수의 증가율 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지식
기반산업이 기업체수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고용의 측면에서
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전국 80개 도시에 대한 분석 자료 요약
변화율(2000-2005)
기업체수

산업특화도

산업다양성

산업경쟁도

고용자수

2000년

2005년

2000년

2005년

2000년

2005년

지식기반제조업
평

균

0.329

0.364

1.131

1.153

3.299

3.398

1.515

1.545

표준편차

0.424

0.694

1.398

1.415

1.359

1.288

1.159

1.063

최 대 치

1.431

2.567

7.987

7.063

6.627

6.316

5.082

5.455

최 소 치

-0.600

-0.811

0.001

0.009

1.178

1.373

0.100

0.131

지식기반서비스업
평

균

0.310

0.374

0.712

0.734

3.807

3.577

1.515

1.475

표준편차

0.230

0.302

0.307

0.316

0.631

0.610

0.450

0.466

최 대 치

1.025

1.486

2.355

2.422

4.898

4.754

2.502

2.506

최 소 치

-0.074

-0.062

0.274

0.368

2.155

1.925

0.13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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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특화도의 경우 전체 도시를 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지식기반제조업
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하여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2000년의 경우 지식기반제조업의 평균 특화도는 1.131인데 반하여 지식기
반서비스업의 그것은 0.712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커다란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는 달리 산업다양성 정도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오히려 지식기반제조업
에 비하여 더 높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지식기반서
비스의 다양성 정도는 3.807인데 반하여 지식기반제조업은 3.299를 기록하고 있
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 전체 고용에서 소규모 고용
을 갖는 부문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지식기반제조업이 지식기반서비
스업에 비해 경쟁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2000년에는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쟁도가 1.515로 동일하였
으나 2005년에는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쟁도가 1.545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1.475
보다 높았다. 이는 지식기반제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하여 높은 기업밀
도를 가짐으로써 기업간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표 2)는 각 변수별로 그 값이 상위 5위와 하위 5위에 속하는 도시들을
보여준다.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기업체수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도시들은
주로 수도권 도시인데 반하여 고용증가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도권의 도시들이 기업체수와 고용 모두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지식
기반서비스업의 경우와는 다르다. 한편 산업특화도의 측면에서는 대전과 진천
을 예외로 하면 지식기반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수도권 도시에서 높은 특화도
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과천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특화된 도시임을
보여준다. 산업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 모
두 비수도권 도시들이 오히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낮은 수준의 다양성을
보이는 도시들도 역시 비수도권 지역의 도시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산업의 경쟁구조의 경우 지식기반제조업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을 발견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도시들이 낮은 산업경쟁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 도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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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반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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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별 상위 및 하위 5위 도시
변화율(2000-2005)
기업체수

산업특화도

산업다양성

산업경쟁도

고용자수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지식기반제조업
상위 1위

청원군
(1.431)

거제시
(2.567)

이천시
(7.987)

구미시
(7.063)

부산시
(6.627)

남양주
(6.316)

남원시
(5.082)

목포시
(5.455)

상위 2위

평택시
(1.282)

평택시
(2.183)

구미시
(5.276)

이천시
(5.511)

남양주
(5.663)

구리시
(5.884)

보령시
(4.814)

보령시
(4.590)

상위 3위

안성시
(1.193)

광양시
(1.716)

용인시
(5.089)

아산시
(4.337)

경주시
(5.513)

경산시
(5.839)

거제시
(4.172)

구리시
(3.606)

상위 4위

성남시
(1.103)

청원군
(1.509)

오산시
(3.684)

용인시
(4.242)

경산시
(5.450)

전주시
(5.737)

목포시
(3.657)

강릉시
(3.471)

상위 5위

의왕시
(1.065)

아산시
(1.502)

시흥시
(3.099)

진천군
(3.665)

김포시
(5.434)

대전시
(5.529)

강릉시
(3.576)

남양주
(3.300)

하위 1위

보령시
(-0.600)

서산시
(-0.811)

거제시
(0.001)

보령시
(0.009)

여수시
(1.178)

구미시
(1.373)

이천시
(0.100)

사천시
(0.132)

하위 2위

영주시
(-0.571)

밀양시
(-0.806)

보령시
(0.025)

목포시
(0.013)

통영시
(1.202)

여수시
(1.414)

사천시
(0.145)

이천시
(0.164)

하위 3위

거제시
(-0.400)

과천시
(-0.778)

강릉시
(0.032)

영주시
(0.018)

상주시
(1.359)

동해시
(1.508)

용인시
(0.203)

아산시
(0.197)

하위 4위

목포시
(-0.385)

제천시
(-0.689)

목포시
(0.034)

과천시
(0.019)

구미시
(1.363)

과천시
(1.550)

아산시
(0.252)

용인시
(0.248)

하위 5위

남원시
(-0.385)

영주시
(-0.652)

안동시
(0.034)

거제시
(0.030)

과천시
(1.438)

거제시
(1.560)

익산시
(0.308)

구미시
(0.272)

지식기반서비스업
상위 1위

시흥시
(1.025)

파주시
(1.486)

과천시
(2.355)

과천시
(2.422)

춘천시
(4.898)

목포시
(4.754)

남양주
(2.502)

진천군
(2.506)

상위 2위

용인시
(0.863)

청원군
(1.424)

서울시
(1.708)

서울시
(1.682)

광주시
(4.837)

전주시
(4.745)

진천군
(2.439)

영천시
(2.471)

상위 3위

안산시
(0.777)

성남시
(1.037)

용인시
(1.497)

성남시
(1.417)

고양시
(4.769)

광주시
(4.694)

논산시
(2.422)

남양주
(2.438)

상위 4위

남양주
(0.763)

거제시
(0.947)

대전시
(1.363)

용인시
(1.350)

전주시
(4.703)

대구시
(4.536)

상주시
(2.323)

동두천
(2.387)

상위 5위

성남시
(0.720)

하남시
(0.919)

성남시
(1.125)

대전시
(1.238)

진주시
(4.673)

진주시
(4.520)

영천시
(2.257)

논산시
(2.295)

하위 1위

밀양시
(-0.074)

마산시
(-0.062)

진천군
(0.332)

진천군
(0.274)

청원군
(2.155)

광양시
(1.925)

과천시
(0.132)

과천시
(0.118)

하위 2위

순천시
(-0.037)

밀양시
(-0.014)

청원군
(0.332)

진해시
(0.368)

의왕시
(2.157)

양산시
(2.277)

용인시
(0.462)

광양시
(0.469)

하위 3위

목포시
(-0.030)

동해시
(0.017)

거제시
(0.340)

음성군
(0.377)

양산시
(2.271)

밀양시
(2.426)

광양시
(0.605)

용인시
(0.589)

하위 4위

서산시
(-0.021)

삼척시
(0.027)

음성군
(0.379)

아산시
(0.384)

광양시
(2.296)

이천시
(2.620)

서울시
(0.713)

성남시
(0.666)

하위 5위

천안시
(-0.015)

나주시
(0.029)

아산시
(0.385)

구미시
(0.419)

이천시
(2.735)

남양주
(2.735)

대전시
(0.759)

서울시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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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분석
1) 모형의 추정
식 (10)으로 표현되는 모형을 전국 80개 도시로부터 수집된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유효하고 신뢰성이 높은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가장 양호한 모형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두개 버전의 모형을 추정하
였다.
모형에서 각 도시의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로는 인터넷을 이용하
는 전체 도시가구 중 각 도시의 점유 비율을 사용하였다. 기술혁신 관련 연구
에서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이 활용되고 있다. 전국의 고용수준, 도시별 임금, 도
시별 산업별 고용, 도시의 입지 지역을 나타내는 가상변수 등이 이용되기도 하
고(Glaeder et al. 1992), 지식 관련 인적자본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Lim
2004). 한편 도시별 인구밀도, 도시별 임금, 고용변화에 대한 지체변수 등이 이
용되는 경우도 있다(Van Stel and Storey 2004). 이와 같이 다양한 후보 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도시별 자료의 수집 가능성, 연구의제에 대한 적합성, 본 연
구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각 도시의 인터넷 사용가구 점유
율을 통제변수로 채택하게 되었다.
한편

모형에

대한

최적의

함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형-선형

(linear-linear), 로그-선형(log-linear), 선형-로그(linear-log) 등 여러 형태의 함수
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이 때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공간적 자기상관성
(spatial

autocorrelation),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적합도

(goodness-of-fitness), 회귀계수의 유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
양한 형태의 함수에 대한 OLS 추정의 결과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를 그대로 이
용하는 선형-선형의 형태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로그를 취한 로그-로
그 형태의 함수가 가장 유효한 모형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두 함수는 모형
의 성과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선형
의 함수를 채택하여 추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모형의 추정과정에서 모형의
행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관측치(outlier)에 대해서는 통계적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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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모형추정 자료로부터 제외하였다. 모형의 추정은 SHAZAM Version 1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식기반제조업과 지
식기반서비스업 모두 추정된 모형이 공간적 자기상관관계와 이분산성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ARCH CHI-squared 값이 각각
0.21과 0.98이고 Box-Price-Ljung CHI-squared 값이 각각 15.72와 11.16으로 모
두 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전자의 값은 이분산성의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수
준의 수치이고 후자는 오차항의 자기상관성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수준의 값이
다. 여기서 자기상관관계의 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은 본 연구의 자료가 공간을
관측단위로 하는 공간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양 추정모형 모두 심각한 수준의 공
간자기상관성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F-값 역시 양 모형 모두 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이는 모든
설명변수가 동시에 0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 모두 2000-2005 기간 동안의 고용변화에 기여한 설명변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함을 함축한다. 실증적 자료에 대한 추정모형의 적합 정도
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squared)는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0.54이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0.24이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제조업에 대한 모형이 자료에 대한 적
합도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모
형의 자료 적합도는 자료에 대한 함수의 맞춤(curve-fitting) 정도를 나타낼 뿐
모형의 통계적 유효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정모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합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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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추정 결과
설명변수 및 통계량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22.1170
(7.376)

**

-0.6659
(0.526)

SPEC

1.3061
(0.569)

**

-0.4154
(0.126)

**

COMP

3.9849
(0.429)

**

-0.1936
(0.083)

**

DIV

0.0016
(0.002)

**

0.4584
(0.533)

WSPEC

2.7425
(1.696)

**

1.0812
(0.253)

WCOMP

2.1191
(1.214)

*

0.2899
(0.189)

CONSTANT

WDIV

-33.7980
(39.730)

0.9222
(0.894)

COND

-9.4812
(39.380)

0.4318
(0.847)

F-value

13.83

2

**

4.40

**

**

R -adjusted

0.54

ARCH Chi-squared

0.21

**

0.98

**

15.72

**

11.16

**

Box-Price-Ljung
Chi-squared

0.24

한편 (표 3)에서 고용변화에 대한 각 설명변수의 기여도를 보면 우선 지식기
반제조업의 경우 도시의 산업특화도(SPEC), 산업경쟁도(COMP), 산업다양성
(DIV), 공간지체특화도(WSPEC), 공간지체경쟁도(WCOMP) 등의 회귀계수가
5% 혹은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유의미한 계수는
모두 정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SPEC, COMP, DIV의 계수가 유의미하다는 것
은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도시가 이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거나, 도시의 산업
이 다양하거나, 혹은 지식기반제조업부문 내부의 기업간 경쟁이 강한 구도일수
록 해당 도시의 총 고용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식외부효과가 고용증가 즉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
역내 지식외부효과는 도시내부에서의 지식기반산업의 특화, 기업간 경쟁, 산업
의 다양성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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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SPEC와 WCOMP 등 두 공간지체설명변수의 유의성은 지역간 지식
외부효과가 도시의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WSPEC의 회귀계수의 유의미한 정의 부호는 한 도시의 고용변화가 타 도시의
지식기반산업의 특화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도시의 총
고용은 그 도시 인근에 지식기반산업으로 특화된 산업구조를 갖는 타 도시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같은

맥락에서

WCOMP의 경우에도 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제조업부문에서 기업간 높은
경쟁도를 갖는 타 도시가 인접해 있을 때 그 도시의 총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
과를 갖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인근 타 도시에서 지식기반제조업부문
의 기업간 경쟁으로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투자의 증대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출된 혁신적 지식이 지역간 이전 즉 지역간 외부효과를 통하여 해당 도
시의 고용 증가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것은 도시의 경제적 여건을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된
변수인 인터넷 사용 가구비율이 도시의 고용증가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가구 지표가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 지식기반 인프
라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것이 더 이상 지식기반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지식기반 인프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
이 지식 인적자본이다. 고학력, 연구 및 개발 능력, 고급기술 등을 보유한 인구
를 지식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적자본에 관한 자료를 통제
변수로 투입했을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식기
반 인적자본에 관한 자료가 도시별로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지식외부효과와 고용변화의 관계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기반제
조업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3)에서 보듯이 지시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
는 도시의 산업특화도(SPEC), 산업경쟁도(COMP), 공간지체특화도(WSPEC) 등
세 개의 설명변수만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이들 유
의미한 변수 중 SPEC과 COMP의 계수는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이 특이하다.
이들 변수의 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는 다는 것은 한 도시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으로 특화되어 있거나 혹은 지식기반서비스업부문 내부의 기업간에 경쟁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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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경제구조를 갖는 경우 이는 해당 도시의 총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의 경제가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특화되고
지식기반서비스부문 기업간에 경쟁이 격화되는 구조로 갈 경우 도시의 총 고용
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점은 지식기반제조업과는 매우
대비되는 점이다. 한편 산업다양성의 경우 지식기반제조업에서와는 달리 지식
기반서비스업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임을 보여준다. 이는 도시내부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업종이 다양해진다고 해도 도시의 고용에는 아무런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도시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식 외부효과
가 도시의 고용변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고용과 관련한
이와 같은 부정적 차원의 지역내 지식외부효과는 도시내부에서의 지식기반서비
스업의 특화, 기업간 경쟁 등에 의하여 발생된다. 특화 및 경쟁의 부정적 측면
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을 놓고 기업간 상호 경쟁하는 구도가 도시의
경제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WSPEC 공간지체변수의 유의성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타 도
시의 산업특화가 지역간 지식외부효과를 통해 도시의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WSPEC의 계수가 정의 부호를 갖는 것은 도시 내
부적 외부효과와 관련된 변수인 SPEC와 COMP의 부호가 음인 점과 대비된다.
도시내부의 특화도가 고용변화에 부정적인 것과는 달리 타 도시의 지식기반서
비스업의 특화도는 도시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즉 한 도시의
총 고용은 그 도시 인근에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특화된 산업구조를 갖는 타
도시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경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지식
기반제조업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는 인근 타 도시에서 지식기반서
비스업부문의 특화로 인해 창출된 혁신적 지식이 지역간 이전을 통하여 해당
도시의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지식기반산업이라 하더라도 지식기반제조
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변화와 관련된 지식외부효과의 측면에서 매
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지식이전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는 구조가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역간 지식외부효과의 측면에서도 산업특화도만이 두 부문간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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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지식의 지역내 외부효과와 지역간 외부효과가 동시에 고
용변화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정책적 제안
앞에서의 모형추정 결과는 도시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분석결과는 한 도시의 총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를 겨냥한 전략과 타 도시와의 관계 설정을 위
한 전략적 선택이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먼저 도시 자체를 겨냥한 정
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가능하면 산업
특화도와 산업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동종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도시
의 경제구조가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특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동시에 지식기반
서비스업 동종 기업간에 경쟁이 격화되는 구조를 지양하는 것이 도시의 고용증
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도시의 산업육성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우 지
식기반서비스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타 서비스산업부문의 기업들을 육성하거
나 유치하는 것이 유리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타 도시와의 전략적 제휴관계에 관한 정책방향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도시의 고용변화는 타 도시의 산업구조와 지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타 도시로부터의 영향도 역시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별로 상이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지식
기반제조업이 특화되어 있거나 이 산업부문의 기업간 경쟁도가 높은 구조를 갖
는 타 도시가 도시의 고용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제조업으로
특화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동시에 동종 기업간 경쟁이 강한 구도를 갖춘 지
리적으로 근접한 타 도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식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
는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관련해서
는 이 산업부문의 기업간 경쟁도 보다는 산업특화도가 높은 도시를 전략적 제
휴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 도시가 지역간 지식이
전과 외부효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제조업부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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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도와 기업간 경쟁도가 높은 도시,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업부문에서는 높
은 특화도를 갖는 도시를 전략적 제휴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고용증대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 차원에서 논의한 경제정책 및 전략을 충북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자체의 경제구조 구축방향에 관해서는 일반론적인 정책
을 수정 없이 충북지역의 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지역간 외부
효과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도시의 선택을 위해서는 충북
외부지역 도시의 경제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즉 외부 인근지역의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 즉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산업
특화도와 산업경쟁도를 감안하여 적합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최근 산업특화도와 산업경쟁도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
인근지역 도시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4)는 200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충북 인접 도시들의
산업특화도와 산업경쟁도를 보여준다.

(표 4) 산업구조와 산업부문에 의한 충북 인근도시의 분류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구미(7.06), 이천(5,51), 아산(4.33),

과천(2.42), 서울(1.68), 성남(1.42),

용인(4.24), 천안(3.51), 평택(3.33),

용인(1.34), 대전(1.23), 군포(1.20),

산업특화도

안산(3.13), 안성(2.95), 오산(2.80),

안양(1.18), 의왕(0.98), 고양(0.98),

(2005)

의왕(2.71), 시흥(2.63), 군포(2.52),

파주(0.97), 구리(0.94), 의정부(0.93),

김천(1.96), 김포(1.77), 안양(1.58),

수원(0.91), 전주(0.84), 남양주(0.82),

부천(1.53), 성남(1.47), 인천(1.37)

인천(0.78), 하남(0.76), 오산(0.73)

보령(4.58), 구리(3.60), 남양주(3.29),
과천(2.91), 광명(2.83), 전주(2,51),
산업경쟁도

서산(2.47), 고양(2.35), 하남(2.12),

(2005)

시흥(2.01), 김포(1.94), 문경(1.87),
부천(1.74), 안양(1.68), 인천(1.63),
대전(1.55), 서울(1.42), 의정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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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수도권의 도시들과 충남
의 도시들이 충북 도시에 대한 주요 제휴대상 후보 도시로 부각된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서울과 대전 등 지금 까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특화도를 기준
으로 할 때는 대전이나 서울은 아예 제휴 대상 도시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산업경쟁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과 대전이 제휴 후보 도시군에는 포함되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충북의 도시들
이 지식기반제조업부문에서 서울이나 대전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더라도 충북
도시의 고용성장에는 별반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지식기반서비
스업부문에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도시 및 대전 등과 충북의 도시
들이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할 경우 충북 도시의 고용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표 4)는 보여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서울과 대전이 전략적 제휴대
상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지식기반제조업과 크게 대조되는 점이
다.
이와 같이 충북의 도시들이 고용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별
로 차등화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는 충북 도시 자체의 내부적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문제는 물론 지역간 지식이전을 위해 타 지역의 제휴대상 도시를 선
정하는 문제에까지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한편 전략적 제휴도시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이 시간을 고려한 동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도시의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간 지식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략
적 제휴 대상도시의 선정은 충북지역과 인접한 타 지역 도시의 산업구조가 변
화하는 양상에 대응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혁신체제(urban innovation system)에 관한 정책이다. 충북
지역 도시 자체의 산업구조로부터 산출되는 지역내 지식외부효과와 타 지역의
도시로부터 산출되는 지역간 외부효과를 충북지역의 도시들이 효과적으로 수용
하여 도시경제의 성장과 고용증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부 및 타 도시
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지식외부효과를 산출하고 수용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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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주체 및 기관들이 직접적 대면접촉을 통한 긴밀한 상호관계와 지식교환
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밀도의 상호관계를 통해 암묵적 지식
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를 확립하
는 것은 물론 문화, 행태, 관행 등 비공식적인 제도의 영역까지도 지식외부효과
에 순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지역내 외부효과 및 지역간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메
커니즘을 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도시내부 및 외부에서 발
생하는 지식의 변화가 공간적 외부효과를 매개로하여 도시의 고용변화에 미치
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식의 외부효과는 지리적으
로 도시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리적 거리에 따라 영향
을 받기는 하지만 타 도시로부터 유래하는 지식혁신도 특정 도시의 경제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간경제에서 지역내 및 지역간 외부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된 관련 문헌의 주장과 일치
하는 관점이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충북의 경제를 전제로 할 때 충북
도시의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공간적 지식외부효과의 메
커니즘을 고려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제조업과 지
식기반서비스업에 따라 구별되는 산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지역 도시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도시와 선택적인 전략
적 제휴가 필요하다. 이 때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따라 제휴를
위한 대상 도시가 전략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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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
1. 지정토론자
￭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
제1주제 발표자는 M. Porter('90)의 다이아몬드모형을 근간으로 클러스터중심
의 혁신전략과 충북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과제들을 도출해주었다. 제시된 산업
발전전략은

‘Bio-IT산업의

메카’라는

충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Hub-Spoke형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둘째, 배후지역의 연계육성방안(2-3개시군)
그리고 충청권을 자율적 경제권역으로 하는 완결형 클러스터의 형성전략 등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혁신과제로 전략산업의 특화, 클러스터의 기능적 특화,
지역거점형 클러스터 연계구조 형성, 충청권역의 지역혁신체계구축 등을 제시
했다.
일반적으로 산업입지전략 차원에서 논의되는 지역거점화, 산업군집화 그리고
네트워크화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충실하게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토대나 접근방식과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발표자
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주어진 토론의 전개형식에 따라 제1주제 발표자에게 논의의 진전을
위한 2가지의 질문 겸 토론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 중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다.
특히 혁신역량차원에서 임계규모를 갖추기 위해 대전, 충남과의 동일권역형성
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동감한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상생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덕, 오창 및
오송 그리고 아산탕정지구를 연결하는 광역 R&D Cluster 구축, 충남북권역을
묶는 쳬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발표자는 자율적 그리고
완결형 경제권역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관련해서 금융, 인력양성 및 정
보화 등 인프라를 모두 지역내부화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나라인구의 10%정도에 불과한 경
제권이 취할 전략 적합성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거점, 군집 및 네트
워크 구축과정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율적 경제권역이라는
선택은 좀더 좁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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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단순한 산업단지 공급위주의 산업집적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에 동의
한다. 관련하여 산업분류에 의한 정책자원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적 고려에 의
한 정책자원의 배분이라는 방향설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이 발달하지 않은 단계에서 기업들은 많은 산업기능을 내부화하게 된다. 반면
에 경제권내에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즉 관련 집적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많은
부분을 외부화 하게 된다. 여기서 외부화의 정도는 해당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기업활동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WTO 체제하에서 이 같은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자원의 배분은, 즉 산업정책의 내용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분업구조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충북의 입장에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추진방향이 과거에는 단순 생산기능의 집적을 통한 규
모의 경제실현에 맞춰 수행해 왔으나 대부분 산업단지내 전통 제조업은 갈수록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약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면서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인식,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라는 취지 아래 구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하는 등 클러스터 정책을 본격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역혁신과 효율적
인 클러스터 구축 전략은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점검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클러스터 기반의 충북 지역혁신 과제로 전후방 연관 구조에 기초한 전략산업
의 특화, 혁신인자를 고려한 클러스터 기능의 특성화, 글로벌 지역거점형 클러
스터 연계구조 형성, 충청권 경제권역 차원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등 발제자의
주장과 견해에 대하여 공감과 동의를 표한다. 다만 지역 경제계를 선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업이 충북으로의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이 되는데 걸림
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발표 자료에도 언급했듯이 우리지역은 대내외 여건과 발전 잠재력이 양
호한 편으로 생각된다. 동북아 경제권의 부각으로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

- 149 -

는 우리지역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의 역할 등 동북아경제권의
생산 및 교역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지
방분권화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발전의 기틀이 조성됨은 물론
내륙지방 최대의 물류센터 설치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며,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좋은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효율성만을 강조한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정책기조 변화조짐이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의료기관,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의 모든 중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이면서 인구는 48.4%, 100대 기업의 본사 95%, 제조업체수 57%, 종업원수
46%, 대학교 40%, 의료기관의 51%, 공공청사의 80%가 집중되어 있고, 금융거
래의 2/3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지역은 『경제특별도』기치아래 기업 투자유치

에 전력을 다하고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도
권규제를 계속 완화하면 첨단기업의 수도권 재이전은 물론 우리지역으로 이전
하고자 하였던 기업들조차도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치단체를 필두로 하여 우리지역민 모두의 응집력 강화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총력 대응하여 반드시 수도권규제완화를 막아야 할 것
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선결요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무분규 노사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사문제를 꼽고 있

는 점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평화는 노․사․정
간의 상호 이해증진, 자발적 상생의 분위기 조성과 협력적 파트너쉽의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자발적 상생의 노사 문화와 분위기를 통
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노사화합 산업평화> 선포식을 개최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노사평
화지역> 이자 <무분규지대> 임을 대내외 공포함으로써 기업에 최고의 투자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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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목 충북대 사회과학대학장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로 지역발전계획 또는 지역혁신계획을 제
시하고 있지만 각 지역개발계획이 다른 지역개발계획과 상충될 수 있다. 이것
은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전국적으로 중복과잉투자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지역개발계획과 전국개발계획간의 조화가 중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
터 지역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충북지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함으로써
충북지역의 특성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인근지역과 어떤 점에서 협력해야 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각 지역별
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cluster 효과를 집적, 전문화, 집단학습에서 찾고 있다. 한 나라에
서 경제발전의 축이 부문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지역혁신
정책의 배경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cluster 효과가 과장되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국토가 넓은 미국, 캐나, 러시아, 중국 등 대국의 경우는 특정산업의
관련기업이 지역적으로 지나치게 분산되어서는 산업발전이 어렵기 때문 특정지
역을 한정하여 관련 산업을 집중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반대로 유럽의 소
국이나 홍콩, 싱가폴 등에서는 cluster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지역간 이동 또는 재배치를 전제로

cluster를 지역혁신

의 축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지역간 이동없이 각 지역간 산업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찾을 것인가는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충북에
어떤 산업을 집중시키는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어떤 산업이 cluster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산업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즉 다른 지역의
산업과의 경쟁이나 협력 속에서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산업이 무엇이
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런 기업의 발굴방법은 다양한 방식은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산업과 기업을 찾아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원
하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전시키고 이 지역에 동일 산업이나 관련 산
업의 기업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BT, IT 등 신산업의 핵심기업들을 충북이 원하는 지역에 배치시킬 정책수단도
제한되어 있고, 그 여건도 성숙되어 있지 않다. 충북에 오는 기업은 양호한 생
산기반과 생활여건이 조성된 일부 지역만으로 선호한다. 충북은 행정적으로 통
합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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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지역혁신의 축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서울-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부선/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의 주변을 축으로 하는 것이다. 충북의 다른
지역의 산업을 청주/청원/진천 등의 지역산업과 연관시킬 구체적인 전략이 있
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 박구용 한국은행 충북본부 부본부장
첫 번째 질문은 충북지역의 고용과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것이
다. 본 논문에 따르면 충북의 GRDP 누적성장률 지수는 2005년에 111.5를 기록
하였으며 1991년 이후 매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충북은 성장지역에 해

당되는데, 이는 청주․청원, 진천, 음성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의 성장이 크게 기여
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별 GRDP 누적성장 패턴을 보면 특히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데 2005년 제조업 GRDP 누적성장률 지수는 209.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
업의 성장은 공간분업형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GRDP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인구의 누적성장 패턴은 하향 추세를 시현하고 있
다. 즉 2006년 고용 및 인구의 누적성장률 지수는 각각 89.5 및 65.4에 불과하
다.
이처럼 GRDP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인지 또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데도 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충북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 해소 문제이다. 충북지역 혁신환경의

공간구조를 보면 청주․청원, 진천, 음성 등 일부 지역만이 일부 분야에서 핵심

지역이나 고립중심지로 분류될 뿐 나머지 대다수 지역은 낙후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충북에서 추진중인 주요 클러스터 현황(4 Belt, 8 Cluster)을 보면 그 핵

심인 바이오, 반도체 등은 위의 청주․청원, 진천, 음성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핵심산업이나 클러스터의 청주․청원 중심 집중문제는 충북지역 내
에서 이들 지역과 여타 지역간에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와 같은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물론 여타지역을 문화관광벨트, 기능성식품벨트 등으로
묶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
원 규모면에서도 위 지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충청북도 내에서의 이와 같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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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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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발표자
￭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GRDP가 증가하는데 충북지역의 고용이 성장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거시적 측면이다. 반도체 등 IT산업의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지역의 고용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에
서는 과거의 물리적 투입요소 보다는 기술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데,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GRDP 성장이 고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
도 있다.
둘째, 지역적 측면이다. 충북지역내 성장을 주도하는 IT산업의 지역내 연관산
업이 적어 GRDP 성장이 고용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청주, 청원
에서 고용이 증가해도 기타 지역에서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증가를 상쇄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자율적 경제권역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 ‘자율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책결정 등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다는 의미이지 독립적이
고 폐쇄적인 경제권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충청권이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경제권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자율적 경제권역에 있어 시․도간 역할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정책수단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가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 프로그램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들
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내 우선사업이 언제나 선정되어 수행되리라
는 보장은 없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이 전
국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경쟁을 하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

데, 그 제한구조는 시․도간 경쟁구조가 아닌 권역별 경쟁구조로 만들어져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불균형 문제이다.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충북의 전략산

업인 IT, 차세대 에너지, 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산업별 측면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산업 여건이 좋은 청주․청원에 집중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육성 전략은 지역내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충북지역 나아가 충청권 차원에서 일종의 골격구조, 즉 1개
의 글로벌 거점(허브)과 3개의 지역거점이라는 골격구조를 만들어 산업을 배분
하면 기존의 산업별 투자육성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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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토론
1. 지정토론자
￭ 배영목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제시된 충북지역의 산업방향 및 비전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충북의 산업발전전략의 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
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충북의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선진국의 산업클러스
터 사례를 참고하여 이 지역에도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되,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간 협력과 지역간 산
업연관 강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진국 사례에서 배운 바로는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
한 과학기술의 개발여건 조성, 충만한 기업가정신, 기업 설립 또는 진입의 활성화,
주요 인프라 구축, 지역내 풍부한 자금 조성, 사업지원서비스와 연관산업 대기업의
존재, 숙련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효율적 네트워킹, 공공부분의 정책지원 등이 필요
하다고 전제하고 충북에 BT산업클러스터와 IT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되기 위해 구체
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산업클러스터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형성이 쉽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앞의 성공조건을 충북보다는 대전이나 다른 수도권 주
변도시들이 더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충북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이 BT산업이나 IT 산업 등의
어떤 산업이든 한 산업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
대한 클러스터 구상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충북의 비전으로 BIT산업으로 크고 막
연히 제시하는 것보다는 충북경제의 특징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충북경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산업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클러스터가 물론 지역발전의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 경쟁적
으로 자신의 클러스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제
기해 보고 싶은 문제는 산업클러스터가 지역발전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지역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클러스터는 국토가 넓어 자
원과 인력의 이동이 어려워 다양한 산업의 발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기업이
나 특정산업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한 결과로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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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육
성하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의 충북산업 경쟁력을 좀 더 냉정
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북의 산업 클러스터가 지나치게 권역별로 세분되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
한다. 예를 들어 석회석 등은 원료의 이동이 어려워 기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소재나 청정한 원료에 의존하는 산업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배치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지역별로 분산되는 것이
산업발전에 역효과를 가질 경우가 적지 않다. 선진국 사례에서 제시하는 산업
클러스터 성공조건에서 보듯이, 주요 인프라가 구비되고, 유수기업이 있고, 인
재와 자금이 풍부하고, 생활환경이 좋은 곳은 주변도시가 아니라 중심도시이고
중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산업정책을 쓰든 권역별
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이다. 권역별 발전계획은 공장
이나 생산지의 지역별 분산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면 정책적 실현을 위한 비용
이 커져서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 예
를 들어 북부 남부에 인력과 기술이 집적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일지 몰라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 이현재 청주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충북을 지역특성에 따라 북부권, 중부권, 및 남부권 등 세개의 소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기존의 산업을 바탕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했
을 때 이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충북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 반도체산업, 이동통신산업, 및 차세대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분
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충북의 산업정책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충북의 기존 산업에 대한 심도있
는 논의는 하였지만 새로운 혁신산업의 발굴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
다.
산업클러스터는 디지털경제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구조
의 형태이며 이를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적인 생산과 판매시스템
의 구축으로 부(wealth)의 창출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즉, 생산력 향상의
주체가 자본으로부터 기술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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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과정의 고도화를 달성하려는 체계이다.
참여정부가 장기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
화를 통한 혁신역량의 확충이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산업클러스터인데 산업클
러스터는 기본적으로 혁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시스템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지역혁신체계이다. 혁신전략은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클러
스터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2만불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체계를 확립하여 생산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
여야 한다.
산업클러스터는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경제의 산물인데 세계화는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
의 업종이나 규모는 공공부문에 의해 조정되기 보다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 하여야 하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서로간의 역할분담을 수
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식의 축적체계나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산업클러
스터를 형성함에 있어서 단극(single pole)이 아니라 다극(multiple pole) 체계를
통한 지역간 균형성장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브르킹스 연구소(Brookins
Institute)에서 2006년 4월에 발표한 해밀턴 프로젝트(Hamilton project)도 다극
화만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극화를 인위
적으로 조정하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양극화는 극복의 대상
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의 지원정책도 이 기조
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극 체계의 경우 광역클러스터의 구축에도 관
심을 가져야 한다.
산업클러스터의 구축은 신규개발(미국의 실리콘벨리, 일본의 도요타시 등)과
기존의 산업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충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별 특화산업을 주축으로 하여야 하는데, 충북은 전통적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사양산업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을 부품신소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충북 산업클러스터를 견인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기업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 요인 (연구기관, 주거 및 문화환경, 판매망 확충, 및 산학연
연계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화된 공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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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공공부문은 이와 같이 제반 요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혁신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오창과학산업단
지나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충북을 바이오토피아(Biotopia)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
개발 산업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준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도 필요하다.

￭ 유재풍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제2주제인 「충북 소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 논문은 큰 틀에서 충북
지역 산업발전 방향과 비전을 정부와 충북도의 추진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한
뒤, 충북전략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전략을 일반론에 입각하여 고찰하고, 마지막
으로 소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집중적으로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
추어 분석하고 제안함과 동시에 곧 비준될 것이 예상되는 한미FTA 이후의 대
응전략까지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정책입안과 수행에 있어서 대단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충청북도가 수년전부터 역점 추진해 온 IT BT산업을 근간으로 한 발전전략

의 축 위에서 체계화 시켜온 북부권․남부권․중부권의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균

형있는 경제발전 전략은 기본적인 정책 및 전략 면에서 매우 높은 타당성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늘 언급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실천적 측면에서 잘 이루
어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의 소규모로 인한 필요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이다. 무슨 일이든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인데, 다른 논제에서도 지적된 바
와 같이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6.2%에 훨씬 못 미치는 31.7%(2005년
기준)에 불과하고 그것도 종전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약한 재정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권역별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논문에서 펀드나 엔젤클럽 등을 통해 국내 투자자
및 외국기업의 자금유치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R&D 활성화를 위한 펀드조성
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설 것을 역설하였다. 타당한 제안으로 생각하지만, 문제
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어떻게 지자체가 출자에 앞
장설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외부투자자들을 유인할 것인지, 비교우위가 됐건 경쟁우위가 됐건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구
체적인 자료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충청북도의 입장에
서는 기본적으로 점점 떨어지는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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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전략이 제안되고 수립된다 하
더라도 마냥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로, 인력확보 문제이다. 지난 봄에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하이
닉스 증설공장이 청주로 유치되어 향후 1년간 1,79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
온 바 있다. 그런데 보도된 바로는 이에 걸 맞는 지역의 인력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 모두 충당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 근무자들
의 하이닉스로의 이동현상이 예상되어 그 업체들의 운영에 타격을 줄 것이 걱
정이라는 것이다. 산학협력강화, 학교와 현장간의 교류 활성화 또는 고등교육기
관과 직업훈련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가? 현장 따로, 학교 따로 때문이 아닐까? 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의 취업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가?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쓸 만한 사람
이 없고 다시 재교육시켜서 써야 하니 학교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
의 산업 특성에 맞는 대학교육, 그를 위한 실질적인 산학협력 교류가 구호로만
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바로 가시화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 측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
대로 전달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용인원의 대부분을
지역출신 또는 지역학교 출신으로 채우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산업체와 수시로 접촉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교육과 인턴을 통한 현장체험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에 하이닉스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지역교육계에서도 이에 관
한 협의체 구성 등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시급하게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이다.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것 중의 하나가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수도권규제강화, 혁신도시건설 등 여러 정책들의 탄생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하이닉스 증설공장의 우리지역 유치도 그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수도권의 거대언론을
비롯한 많은 세력들이 이를 비판하면서 마치 수도권이 커져야만 국가발전이 이
루어지는 것인 냥 주장하기를 한시도 그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이
제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 의
해 운영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지역의 입장에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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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음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정부정책도 수립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기조 하에서 우리지역 나름의 성장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충청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 시민, 학
계, 지역산업계가 일체가 되어 대비책을 마련하여야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
산업발전 정책과 전략이 그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걱정
해 본다.

￭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발전 정책을 위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등을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
계하여 클러스터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발
맞춰 우리 지역도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를 집적시킴과 동시에 생산․기술․자원배분을 집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우리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비전은 발제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오송생명
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 주
체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명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아울
러 하이닉스를 연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반도체 후방 및 전방 연관산업
의 동시적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를 제고하자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성과확산과 중장기 발전방
향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현실이기에 우리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지역 경제계를 선도하는 한사람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도의 역점사업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지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창산단은 2007년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관련
예산 심의과정에서 탈락한데 이어 2008년도 클러스터 지정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혁신클러스터 단지로 지정되면 매년 40억원의 국비지원등 각종 인센티브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창산단은 산․학․연․관 네트워크와 대덕특구, 천안밸리와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LG화학, 유한양행, 녹십자등
과 같은 국내 굴지의 산업체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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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기초연구원등의 연구소 등이 있다. 아쉬운 점은
정보통신관련 대학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오창산단이 혁신클러스터 단지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충북 오송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유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는 것이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 여러 시도가 참여하여 점차 가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유일의 보건의료국가산업단지로 조성중인 오송생명
과학단지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전의 대덕특구도 의료연구 개발에 가장 부
합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치전에 나서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 오송과 대전 대덕 모두가 유치전에 나설 경우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뒤 처질 수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이 전국 최초로 공동 유치를 추진
하고 나서 자칫 정치적인 역량과 로비에서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북 오송과 대전 대덕특구가 상생의 활로를 모
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로봇랜드는 대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충청권 공조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거리상 인접한 오송의 국책기관 인프라와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혁신역량 등을
하나로 묶는다면 여타 경쟁 시․도를 확실히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발제자료에도 나와 있는 현재 추진중인 ’하이닉스 타운‘의 조속한 조성
이다. 현재 하이닉스 제1증설공장 건설에 따른 협력업체의 충북 유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하이닉스 협력업체가 입주할 부지 마련에 차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방안 수립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2차 및 3차 생산라인 유치에도 지역민 모두가 역량
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
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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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발표자
￭ 이연호 충북대학교 교수
충북지역이 경제규모도 적고 인접한 대전이나 수도권에 비해 비교우위 내지
경쟁우위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
충북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충북경제가 전기전자산업, 음식료산업, 화학산업
등 특성산업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위적인 정책적
육성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산업적 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가 반영되어 나타난 측면도 있다. 클러스터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지 인위적․정책적으로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충북지역의 많은 산업들이 많은 부분에서 내생적․자

생적으로 성장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충북지역이 이러한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강점(경쟁우위)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충북지역이 IT, BT산업에 강점이 있지만 모든 IT, BT산업을 발전시켜
야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IT, BT산업의 세분화된 분야를 적극
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충북의 비교우위 부문을 살펴보면 IT부문에서는 D-RAM, NAND Flash, 장비
소자 IC회로, 유무선 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이다. 특히 유무선 통신기기산업
은 반도체의 어플리케이션 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듯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
에서 이해하시면 된다. BT부문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발전
잠재력 측면에서 전통의약품 관련 산업과 남부권의 음식료 산업 등은 고부가가
치화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있어서 남부 또는 북부 등 충북의 모든 지역에
핵심기능과 인력을 갖추자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인력은 중부권이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될 것이지만 중부권의 기능이 남북부에 네트워크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클러스터의 현실적 문제인 자금과 인력 부족 문제이다. 절대적인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 수준이 낮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지방재정 건
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낮은 효율
성을 나타내는 사업부문은 과감히 폐지하고 효율적인 사업부문으로 선택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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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 문제 그리고 저투자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 저조의 악
순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게 되면 선순환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주재원
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지고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선순
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균형특별회계를 조성했는데 이
러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 활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

교육․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장기적 시계에서 충북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인력

수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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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토론
1. 지정토론자
￭ 이현재 청주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제주도의 2개 도시를 제외한 전국 80개 도시의 산업을 지식기반제
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지식외부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따른 지역고용의 변화를 규명
하였다.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특화도, 산업경쟁력, 산업다양성, 및 이
변수들의 공간지체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공간계량모형의 한 형태인 공간지
체모형(spatial cross-regressive model)을 적용하여 설명변수들과 고용변화율과
의 경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북의 경우 지식기반제조업은 산업특화도, 산업경쟁력,
및 산업다양성의 제고를 통해 지역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간 고용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산업특화
도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면 오히려 지역고용은 감소하지만, 다른 도시의 산업
특화도, 산업경쟁력, 및 산업다양성이 제고되면 지역고용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충북의 경우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지역고용을 증대시키
기 위해서는 내부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외부효과에 따른 수용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탄력적인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 논문이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산업
정책의 전략적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산업클러스터는 기
술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기술력이 독
립적이기 보다는 자본과 노동에 체화(embodied)된 상태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
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도 이런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도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human capital), 기술력, 공공재, 및 무역
등을 반영한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활용하여야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력이 독립적인 성장동력으로 이해되는 것
은 다국적기업의 형태에서나 가능한 것이며 혁신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내생
화(endogeneity)를 통해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인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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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변수를 구성하기 보다는 패널분석(panel analysis)이나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을 통한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 도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충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노동의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산
업클러스터의 형성에 따른 노동수요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
서 노동수요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노동공급정책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
세 번째 발표주제는 지식의 외부효과와 지역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
히고 지역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완성도 높은 논문이다. 무역이론의 중력모형
(gravity model)과 같이 80개 도시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암묵지의 전달효
과를 측정하는 좋은 시도였다고 보여 진다. 교통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암
묵지의 경우, 공간적 배치의 중요성은 상존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이는 클러스터형성의 논거를 제공한다. 또한 Supply(Value) Chain 관리의
관점에서도 논리전개의 근거를 제공한다.
재미있는 것은 기업당 고용효과가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높게 상정된 점이
다. 한국의 지식기반산업이 제조업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소규모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 서비스업의 발전이 아직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
다. 이들은 모두 현재 한국산업의 발전단계를 의미할 뿐 산업고유의 성격을 반
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략적 제휴대상 선택과 관련한 시사점으로는 지리적 또는 행정구역상 인접
한 도시보다는 외부효과에 착안한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태적 변화를 감안해야겠지만, 지식기반산업이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전략적 선택을 위한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 회귀분석결과를 해
석하는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내수형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경쟁의 대상이 역내기업으로 제한되는 경우(내수산업)와 그렇지 않
은 경우(수출산업)는 구별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쪼록 이 같은 계량분석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는 대분류의 제약을 벗어
나 예컨대 충북의 4대전략 산업수준에서 이루어져 전략적 제휴대상도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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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보다 유용한 정책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구용 한국은행 충북본부 부본부장
먼저 분석방법론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
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각각 지역고용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식
기반서비스업에는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운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광, 물류를 제외하고 보다 서비스
업에 가까운 금융, 보험, 의료, 보건, 교육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지 생각한다.
또 다양성 분석에 있어서는 지식기반 산업을 제외한 여타 모든 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데 지식기반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특히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업종간 연관관계가 낮은 경
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간 가중치행렬 W를 도시간의 물리적 최단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철도 연결 여부, 버스 노선 다과 등 교통인
프라나 물류시스템을 고려한 경제적 거리까지 감안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예를 들면 서울↔청주간 거리가 서울↔대전보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경제적으로 반드시 가깝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모형 추정결과 R2가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지식기반제조업은
0.54,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0.24에 불과), 설명변수들(예 : 특정지역의
산업특화도와 인접지역의 산업다양성)사이에는 다중공선성도 존재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다음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사항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외부효과
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간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산업특화
도를 기준으로 볼 때 충북의 도시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소재한 기업들과 긴밀
한 관계를 구축하더라도 고용에는 별 효과가 없는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
우에는 고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는 현상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
인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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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발표자
￭ 조철주 청주대학교 교수
지식의 외부효과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체들간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주체들
간에 거버넌스(연대) 구축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지역들과의 거
버넌스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실증모형 분석에 대하여 기술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노동에 체화된
형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논문의 모형도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따라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반영되어 있고 설명변
수의 내생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특징을 나타내
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분석하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대전․서울 등의 도시와 제휴하는 것이 충북지

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는 우리의 상식과 상반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문에서는 지식의 외부효과(spillover) 현상이
산업경쟁력, 산업다양성, 산업특화도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것들
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효과가 충북지역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대전이나
서울에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본 분석에서처럼 광역시 전체
를 측정단위로 하지 않고 대덕과 같이 지식기반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
역이나 구를 측정단위로 하였다면 대전, 서울 등이 충북과의 전략적 제휴대상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의 한계상 광역시와
시를 측정단위로 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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