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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몰입, Smallwins, 산업정책, 거버넌스

전략, 미니클러스터

학 번 : 2014-23639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C. Ansell et

el.(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이 한국의 산업정책과 어떠한 부분에서

합치되고 괴리되는지. 둘째, 해당 이론에서 밝혔듯이, 사전갈등이 높고 신

뢰구축에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악조건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Smallwins

가 어떠한 작동메커니즘을 갖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의 민관 협력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광주산업권 4개 미니클러스터(광통신, 광응용, 스마트전자, 산

업기계)가 연구의 분석단위가 된다. 연구기간은 `13년부터 `14년 2개 연도

를 대상으로 했으며, 자료원은 면접, 심층면접, 실적보고서 등 관련 문헌자

료와 언론자료 등을 활용했다. 전자의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사례연구 방법

을, 후자의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10여 년

간 산업집적지에서 유지되어온 민관 협력 거버넌스, 미니클러스터는 독특

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지방이 산업정책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상향식

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역 산업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만큼,

협력적 거버넌스의 절차적, 기능적 전략과 작동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의의도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례조사를 통해 다섯 가지 분석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1) 초기

조건의 불균형은 상호이해와 산업현안에 대한 공감, 산업적 맥락이 통한

다면, 해당 거버넌스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2) 참여 인센티브가 경쟁적

으로 주어질 때, 회원사 간의 위화감을 치유하기 위한 제 2의 노력이 필요

하다. (3) 한국산업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리더는 첫째, 현장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둘째, 환경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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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정보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

다. (4) ‘최소한의 규칙’을 넘어서는 ‘협력의 규칙’ 영역에서는 상호이해, 노

하우, 동병상련 등을 기반으로 협력의 시너지가 생긴다.

Smallwins전략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범

주간의 스토리라인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접촉 및 충돌되는

협력적 산업 거버넌스에서, 경계가 한정되어있는 동일한 산업공간에 있

고, 참여가 반복될수록 Smallwins 전략적 적응과 상호작용이 보여진다.

특히 상호이해와 정책숙련이 높아질수록 서번트 리더십적인 요소와 희생

(최소한의 규칙 어기기)이 생기고 선순환적인 거버넌스로 이어질 수 있

으나, 맥락을 잘못 잡을 경우 악순환적인 거버넌스(일회성 이벤트)로 평

가될 수 있다

정책적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조건의 참

여자간 힘과 자원의 불균형을 활용하기 위해, 상호이해 독려 그리고 현안

과 산업맥락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 협력 거버넌스에서 참여 인센

티브가 Zero-sum 형태로 주어질 때, 위화감을 완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하

다는 점. 셋째, 협력 거버넌스의 리더가 도출될 수 있는 요인, 경험노하우,

환경맥락,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이해로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넷째, 협력의 규칙에 있어서 제도화, 평가는 지역 커뮤니티의 역량 즉, 참

여 회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이때는 Positive-sum적인 인센

티브 기제를 마련한다는 점. 다섯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몫을 키워나가

는 Smallwins가 발현되는 맥락을 이해하여 협력의 문턱을 넘도록, 그리

고, 서번트 리더들이 맥락을 잡고 몰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제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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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967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필두로 시작해 온 한국의 발전국

가적 산업육성 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단기간 압축성장이라는 성과

를 일궈냈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역의 불균형성장 등 자원이 비합리적으

로 동원되고 분배되는 과잉 및 과소성장의 제반 문제1)를 야기했다. 특히,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과밀해

지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 공장총량제, 과밀

부담금억제 등의 네거티브 전략과 지역산업정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부터 지방

으로의 산업과 인구의 분산 및 재배치가 반대급부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

라,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은 정부 정책의 고유 영역으로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없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2003년 출범한 참여 정

부의「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과 더불어 비로소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

다임2)에 기반하여 네트워크형 사회, 분권과 자율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1)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발생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상론과 경제의

전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문제해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현실

론이 대립하고 있으며(모성은, 2013)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하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함을 인지하여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신도철, 2008).

2) 법제정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하향식으로 전략산업을 선

정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국가균형발전5

개년계획과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지방차원에서 상향식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형주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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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전략으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산학

협력중심대학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혁신

도시, 기업도시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5+2광역

경제권에 기반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에 기

반하여 ‘창조경제육성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이성근, 2012; 모성은,

2012).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지역균형발전 시책들에도 불구하고 중앙주

도-지역보조 형태의 추진체계, 지역의 지방산업육성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미흡,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중복적인 전략산업 선정 등으로 정책

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지역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수도권

집중과 의존은 더 심화되었다는 분석평가가 있으며(정종석 외, 2011;

이성근, 2012), 지역의 혁신역량과 지역주민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도 구조적인 위계서열과 한계상황이 실질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1> 지역별 혁신능력 관련 지표 현황

(단위 : 억원, 명, 건, 전체대비 %)

구분 R&D 투자(순위) 연구원(순위) 산학연사업화(순위) 특허등록(순위) SCI 논문(순위)

경기 208,469 (1) 126,449 (1) 2,068 (1) 1,245 (3) 2,903 (3)

서울 92,313 (2) 96,372 (2) 715 (2) 1,941 (2) 9,844 (1)

인천 19,832 (6) 13,573 (7) 198 (13) 195 (10) 658 (11)

수도권
계

320,614 64.3% 236,394 63.0% 2,981 42.3% 3,381 42.9% 13,405 51.5%

대 전 55,700 (3) 27,909 (3) 355 (7) 2,159 (1) 3,991 (2)

충 남 29,427 (4) 17,994 (4) 497 (3) 193 (11) 488 (13)

경 북 20,988 (5) 15,236 (5) 344 (8) 257 (8) 1,333 (4)

경 남 16,492 (7) 14,970 (6) 495 (4) 346 (4) 825 (8)

충 북 8,813 (8) 10,558 (9) 482 (5) 156 (13) 509 (12)

부 산 9,068 (8) 12,237 (8) 367 (6) 313 (5) 1,314 (5)

울 산 7,475 (10) 4,919 (14) 77 (16) 47 (15) 313 (15)

대 구 6,784 (11) 8,801 (10) 267 (10) 292 (6) 945 (7)

광 주 6,901 (11) 7,072 (12) 150 (15) 287 (7) 1,091 (6)

전 북 6,560 (13) 7,558 (11) 315 (9) 167 (12) 671 (10)

전 남 5,329 (14) 3,784 (15) 266 (11) 67 (14) 339 (14)

강 원 3,400 (15) 5,412 (13) 272 (12) 201 (9) 678 (9)

제 주 1,354 (16) 2,332 (16) 181 (14) 21 (16) 129 (16)

출 처 : KISTE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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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지역 진흥정책들3)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특화

발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불균형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진전과 가계, 기업, 시민사회 및 지방의 자율성이 증

대됨에 따라 관료제 기반의 중앙집권적 행정국가가 과거 발전국가 당시의

정책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환경변화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도

관련 있다(은재호 외, 2009). 허쉬만은 불균형이란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으로서 먼저 좋은 여건의 지역으로 인적,

물적, 재정적자원이 집중화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주변지역으로 확산된

다(모성은, 2012)고 보았으나 서구와 다른 발전국가적 문화와 배경을 갖고 있

는 한국에서는 지역의 출혈 경쟁이 가속화되고 행정력이 분산되어 국가 전

체적인 경제성장에 직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간 경제협력의 경험과 제도

도 미흡하다(오은주, 2008)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의식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역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4)과 국내적으로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이

거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을 주요 관심단위로 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요소투입을 지향하는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이 적실성을

상실함에 따른 대안 모색 차원에서 '지역산업정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지역이 중심이 된 상향적 산업정책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3) 참여정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2004 ~ 2008) 약 4.3조원을 투입하였

고 MB정부는 지난 2008 ~ 2012년간 약 5.5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지역 간

중복, 기관간 유기적 협력 미흡,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으로 지역에 토착되지

못하거나 열악한 지방 산업정책 환경을 더욱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 평가한다(이성근 외, 2012).

4) 생산체계의 유연화,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업다각화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재

도약, 1단계(물적 기반구축), 2단계(민관합동기구 Ervet이 통제하는 지역 혁

신서비스센터 설립), 3단계(지역기술이전센터 설립)로 이뤄진 이탈리아 지방

정부의 혁신정책에 따른 에밀리아-로마냐의 혁신지역화, 북유럽국가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혁신정책 추진 등 1990년대 글로벌 경기 불황을 거치면

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모성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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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발전정책 중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

업’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산업단지가 전국 제조업 생산의 65%, 수

출의 76%,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대구·전남지역 생산의 90% 이상, 광

주, 울산, 전남지역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5)로 지역의 산업단

지 의존은 심화되어 있으며, 지역단위 산업정책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과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온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전국 6개 권역 193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관 지역 혁신주체간 협력과 정보

교류 등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정책

으로, 크게 미니클러스터(지역 산학연관협의체) 활동과 기업성장육성

지원사업(기술개발, 시제품, 특허출원, 마케팅,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역별 순위

구 분 동 남 충 청 수도권 대 경 강 원 호남·제주

순 위 1 2 3 4 5 6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3

요컨대, 본 연구는 과거 발전국가적인 하향식의 산업정책으로는 생산성

있는 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경제발전과 조

화되는 지역자치와 지역 산업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지역 내부의 불

균등과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협력과 협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부응하

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체제적, 구조적, 정태적 이론이 아닌, 절차적, 기

능적, 동태적 이론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집적지 산업정책의 민관 협력과

협업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관련 논의와 해법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5)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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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그간 지역산업정책과 관련되어 학계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별 강약 고려 없이 공통적인 정책설계

로 인해 지역이 처한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성공사례 분석

에서 나온 결론들은 혁신역량이 부족한 지역들에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기

에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혁신정책6)이 필요하다(김

형주 외, 2008). 둘째, 산업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수의 이해관계 주체

들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정책의 특성상 공공주체 혼자만의 주도로 이끌어

갈 수 없으며, 민관의 통합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역할 분담이 시스템적

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정종석 외, 2011). 셋째, 사회적 자본7)은 지역발전

을 촉진하는 생산요소의 역할을 하며 특정한 사회구조에 배태되어 있어 장

소이전이 불가능하기에 외생적 형성이 어렵고 사회구성원의 집단적인 인식

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이성근 외, 2013). 넷째, 좋은 거버넌스8)

역량이 이미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적절한 정책 제도 전략의

활용에 따라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이 가능하다(김의영, 2008).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내외부의 구조적인 불균형 속에서 지역혁신역량과

6) Fester(2007)는 개발도상국의 혁신정책을 사례로 들면서 선진국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효성을 높이지 못한 것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

원을 바탕으로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춰 혁신정책을 기획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자체가 특수한 지역적 산업현안에 대해 자율적인 현장

맞춤의 지원체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다수

있다(정종석 외 2011; 이성근 외 2012; 김형주 외, 2008).

7) 지식기반사회로 진전되면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모든 관계망에 퍼진 의식과 규범 질서 제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이성근 외, 2013).

8) 거버넌스는 정부의 위계적 통제적 질서와는 달리 정부 및 시민사회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그리고 대화, 협상, 조정 등 소위 조종방식에 의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지칭한다(김의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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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자본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지역발전과 산업정책의 성과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인

산업정책 자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참여자 간의 협력과 협업 메커니즘을

살펴,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근원적이고 지속

적인 문제해결에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전략적 관심에서 본 연구

는 지역경제와 산업정책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집적지 산업

정책의 민관 협력과 협업을 Chris Ansell & Alison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모델9)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이론모델은 공공정

책, 공공프로그램 등 공공재를 대상으로 공공 주도의 협력네트워크 사례를

메타 분석하여 도출되었다. 더불어 목적추구적, 자기조직적, 정책 당사자들

의 참여와 정책적 역동성에 주목하는 거버넌스적 접근과 전략적 분석을 통

해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로서 정책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기여하고자 한다

(권혁주, 2007).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현재 지역 산업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과 같은 안정된 협력문화 역사를 가지지 못한 한국과 같은

발전국가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신뢰형성의

비용 문제이다. 해당 범주는 초기 불균형, 권위형성 및 리더십, 이

질성의 극복, 상호의존성의 인식 및 발굴 등의 하위범주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공공가치와 사적가치의 조

정과 조율 문제이다. 대부분의 거버넌스는 참여를 강조하지만, 모

든 참여가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여적 거버넌스에

9) Chris Ansell & Alison Gash(2008)는 ‘시작조건’, ‘제도적 디자인’, ‘촉진적

리더십’이 주요 독립변수로 ‘협력적 과정’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

구조 속에서 협력 성과물이 나온다고 분석한다(C. Ansell et 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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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속성/차원 하위 범주

신뢰형성의 비용 문제 정도/많음 적음

초기 불균형

권위형성 및 리더십

이질성의 극복

상호의존성 인식 및 발굴

공공가치와 사적가치의 조정

(가치 이익 조정)
정도/효율 비효율

제도화된 설계

창발성과 적응력

참여와 책임감

거버넌스 성과물

(협력 및 협업 성과물)
정도/있음 없음

협력몰입, 협력 모멘텀

사회적학습(Social learning)

선순환 사회적자본의 축적

협력 전략의 도출 정도/효율적 효과적
Smaill Wins

공공기관의 역할

비해 협력적 거버넌스는 더욱 투명하고 과정적이며, 의견교환 및

타협, 협업을 위한 조정적, 전략적 측면이 부각된다(은재호 외,

2009: 33-34). 해당 범주는 제도화된 설계, 창발성과 적응력, 참여

와 책임감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거버넌스에서의 다양한 협력과 협업이 역동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역량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물에 대

한 생산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해당 범주는 협력몰입, 협력 모멘

텀, 사회적 학습,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넷째, 상기 연구문제 범주들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협력 전략

의 도출에 대한 문제이다. 해당 범주는 Smallwins10), 공공기관의

역할 등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범주화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연구문제 범주화

10) Chris Ansell&Alison Gash(2008)는 갈등이 높고 신뢰가 낮은 악조건 상황에

도, ‘협력적 과정’ 변수에서 Smallwins를 가져오는 중간성과물이 특히 중요

하며, Smallwins를 통해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동력을 얻을 수 있

고, 신뢰형성과 몰입의 선순환 거버넌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C.

Ansell et el., 2008: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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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정책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 사례를

민관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범주화된 연구문제 중

신뢰비용의 문제, 가치조정의 문제, 거버넌스 성과물의 문제와 직결된다.

현상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유의미한 설명을 위해 질적연구방법인 사례조

사 방법론을 수행한다. 광주첨단과학단지의 4개 미니클러스터(광통신, 광응

용, 전자부품, 산업기계)를 연구대상으로, 질적 연구에 있어서 복합적인

분석단위를 포함한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높은 갈등과 낮은 신뢰의 악조건에서, 이를 치유하고 성과를 발휘

할 수 있는 Smallwins 전략의 맥락적 지식을 추구하고, 실증적 이론 형성

을 도모한다. 이는 범주화된 연구문제 중 협력전략의 도출 문제와 직결된

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근거이론

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이론을 개발하는 접근방법으로서 개념의 확인과 실

증적 이론형성에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남궁근, 2014: 373). 이는 한국이

처한 산업현장의 현안들, 불균등 속에서 공공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일궈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한계

본 연구는 지역 중심의 상향식 산업정책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산

업단지혁신클러스터)에 주목한다. 글로벌화, 분권화, 다양화되는 산업환경 변

화 속에서 지역혁신체제 및 클러스터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과 협업에 대한 절차적, 제도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민관 협의체인 미니

클러스터의 협력과 협업 메커니즘을 협력 거버넌스적 시각으로 사례분석

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정책의 성과제고와 산업집적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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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 모멘텀

요인을 탐색하고,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작동기제, 연결망을 분석하여 지역

단위 특화발전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한다. 또한 협력 거버넌스가

지역산업발전과 지속적으로 선순환 되기 위해, 협력과 협업 활동에서 나오

는 사회적자본과 부가가치가 축적되는 프로세스, 가능성 및 장애요인까지도

연구의 분석범위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적 정책연구가 현상설명

에만 머물지 않고, 연구의 책임성 요청에도 부응하고자 한다.

C. Ansell et el.의 이론모델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본 연구의 대상과 초

점이 모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공기관 주도의 협의

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공공정책의 실행이나 공공프로그램 또는

공공재의 관리에 있어서 이뤄지는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공공

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 몰입의 딜레마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현 한국의 산업현실에 비춰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다. 셋째, 상황적 요인과 조직 특성 간 적합성을 고려한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 넷째, 해당 이론은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있어서 큰 영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사회과학분야 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로

검색하였을 경우 구글스칼라에서는 628,000개 관련 학술자료 중, 1,223회

최다 인용 논문이며, SCOPUS에서는 관련 923개 학술자료 중 350회 최

다 인용 논문이다.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서는 관련 880

개 학술자료 중 211회 인용 논문으로 상위 5위권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연구의 선택 이

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지난 1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산업정책 민관 협의체

로 국내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례로, 소수 사례에 맞춰져 있기에 사례

연구적 접근방법이 적합하다는 점이고, 근거이론 선택 이유는, Glaser &

Strauss(1967)가 제시한 근거이론의 다섯 가지 목적 중 개념의 확인을

지향점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실증적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된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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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논의 1 연구논의 1-1

연구 목적
지역 산업단지 민관협력 협의체의 협력

및 협업 작동 메커니즘 분석

연구1의 협력 메커니즘에서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전략(Smallwins)의 맥락지식과 이론 도출

연구 대상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업정책의 광주권 산업단지 민관 협의체

(광주 광응용·광통신, 스마트전자, 산업기계 미니클러스터)

연구 범위
(시간적) 2개 연도(`13 ~ `14)

(공간적) 광주권역 산업단지

이론 모델 C. Ansell & A.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이론

선정사유

◦ 공공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

◦ 공공정책, 공공프로그램 등 공공재 관리에 있어서의 협력을 대상하는 이론

◦ 상황이론에 근거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

◦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분야에 있어서 학문적 영향력

연구방법론 사례 연구 근거 이론

방법론

선정사유

◦ 독특한 특성을 가진 소수 사례의 심

층적 연구

- 본 연구의 대상은 10여 년간 지속되

어 온 산업정책 민관 협력협의체로

소수 사례를 대상으로 함

◦ 근거이론의 다섯 가지 목적 중 개념

의 확인을 지향점으로 하며, 수집된 자

료에 근거하여 맥락적 지식과 실질적

이론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 요약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연구목적과 배경을 소개하고 그간의 정책과

정에 있어서 지역산업정책과 지역문제, 클러스터와 정책네트워크, 지역혁신

체제, 거버넌스, 사회적자본 등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연구

의 틀과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사례연구 부분으로 광주첨단

과학단지의 4개 미니클러스터에 대해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으로 질적이고

탐색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이어서 불균형 속에서 정책적 성과를 기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Smallwins전략의 질적인 맥락지식을 찾는 연구도 근

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여, 연구의 정책적인 의의와 활용도를 높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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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연구 분석틀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문제 범주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모델과 해당

이론모델에서 제시된 Smallwins전략이론을 적용한다. 또한, 연구목적과 이

론모델을 고려하여 각각 사례분석과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두 질적인 연구방법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적용되는 협력적 거버넌

스 이론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한국 산업현장이 처한 민관 협

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 메커니즘과 전략에 대한

질적인 통찰력에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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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 신뢰형성의 비용

� 공공/사적 가치 조정(조율)

� 거버넌스 성과물

� 협력 및 협업 전략 도출

 

연구목적
지역 산업단지 산업정책 

민관 협력 메커니즘 분석

한국 산업현장에 적용가능한

민관 협력 전략의 

맥락적 지식과 이론 도출 

 

이론모델
협력적 거버넌스

(C. Ansell & A. Gash)

협력적 거버넌스의 

Smallwins

(C. Ansell & A. Gash)

 

연구방법 사례분석 근거이론

 

연구

기대

성과물

산업현장의 민관 협력 작동 

메커니즘 이해

 산업정책 민관 협력 

전략으로서의 Smallwins에 

대한 맥락적ᆞ이론적 이해   

한국 산업단지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질적인 통찰력 심화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만큼, 대결과 경쟁보다는

합리적 토론과 숙의과정이 바람직하다는 거버넌스적 접근에 존재하는 가

치편향으로 인해 연구의 객관적, 과학적 성격을 저하시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권혁주, 2007).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이고 지역 혁신체계적 접근

도 연구의 일관성을 지키는 수준에서 활용하고자 하며, 다중사례연구를 통

해 외적타당성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정책간의 비교가 주된 관심사가 아닌 만큼, 동일

산업정책과 공간적 범위 내,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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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거버넌스적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칫 외생적으로

고정된 환경변수의 격차에만 의존하는 편향된 연구결과로 흘러, 상황설명

에만 치우칠 위험도 있다. 이를 탈피하고자 체제와 환경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전략적인 측면에도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C. Ansell et

el.(2007)이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모델에서 높은 갈등과 낮은 신뢰의 불리

한 상황에서도 적용하여 성과를 볼 수 있는 협력전략으로 제시하는

Smallwins에 대한 맥락적, 실증적 이론 도출을 위한 근거이론적 연구도

수행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지역 산업단지 산업정책에 있어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연구주제로 한다. 협력(Collaboration)은 제휴

(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서비스 통합(Service integration) 등

유사한 개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Seldon, 2006; 이명석, 2013),

거버넌스 역시, 협치, 자치체계,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유사

개념이 있다(권기헌, 2014).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범위, 개념

을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와 논의의 전개가 일관

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

우선, 자원단위에 있어서, 본 연구는 공공재인 산업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는 참여에 따른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비몰입, 방관 또는 탈퇴 등,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집합적으로는 집합행동의 딜레마, 무임승차문제 등으로

정책성과가 저하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

적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적

이론 지식을 얻고자 한다. 자원단위를 기준으로 연구범위와 관련 이론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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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원단위 기준 연구범위 및 이론배경

출 처 : E. Ostrom, 2005: 24; Chris Ansell&Alison Gash, 2008; 한정화 외, 2006, 재정리

다음으로 이론 구조에 있어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신제도

주의적 접근에 근거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부나 시장, 시민사회의

어느 한 축만이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닌, 세 축의 다원적인 연결망을 기

반으로 전략적 행위가 이뤄진다.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기존의 거시적인

구조주의, 기능주의 이론이나 미시적인 심리학주의, 제도적 개인주의적

접근이 갖는 한계11)를 극복하고, 제도를 매개로 행위와 구조간의 상호작

용을 규명하여 거시와 미시수준 간의 연계를 도모하려는 중범위 수준 이

론이다(정용덕, 2002). 요컨대,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다차원적인

11)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접근방법은 행위자의 개인주의적, 자원적 행동 가능

성을 지나치게 전제함으로써, 행위자의 선호체계나 선택 범위를 제한할지도

모르는 제도나 그 밖의 구조적 제약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구조중심적 거시적 접근방법의 경우에도, 구조가 행위자의 선택을 제

약하는 매개과정을 간과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행위자의 자원적 선택 가능

성, 실천의지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정용덕, 200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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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접근을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실증적, 처방적 대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론단위를 기준으로 본 연구가 갖는 범위와 관련 이론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이론단위 기준 연구범위 및 이론배경

출 처 : 정용덕, 2002: 118 참조, 이론정리

본 연구는 이러한 자원 및 이론적 시각을 가지고, 선행이론과 선행

연구에 접근하고자 하며, 지역산업정책,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 산업

이론, 거버넌스 이론, 선행연구의 네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지역산업정책과 지역문제

산업정책은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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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산업정책은 특정한 영역에 대한 차별성의 성격이 있고

불균형한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역동적 차원에서 볼 때

산업정책은 새로운 경제변화를 진작시키고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조정

하는 역할을 한다(임혜란, 2005).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표적 특징은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에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국가 주도적 산업정책을 통해 단기간 압축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그

러나 1995년 WTO 설립 이후 국가의 보조금 지급 금지12), 세계화 민주

화 정보화 진전에 따른 국가중심적 조정기제의 약화 등 국내외적인 변화

로 더 이상 전통적인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의 사용이 여의치 못하다. 이러

한 점에서 지역 주도의 상향적인 산업정책을 논하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지역산업정책들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는 지역산업정책이 태동하기

전 국가 산업정책이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하향적, 계층적, 수직적

정책형태였다면 후기는 지역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라 할 수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중앙 국가 중심의 통치와 조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다원적인 산업환경 속에서 상향적, 네트워크적,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지역산업정책들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과거의 하향식 조정기제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으며,

지자체 발전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어 지역산업정책의 실질적인 측면은

변함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임혜란, 2005).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는 전형적인 문제지역을 개선시키고 그 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2) WTO 체제에서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허용되는 보조금으로는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산업연구, 기초

개발활동,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법이나 규제상 요구되는 환경조건

에 기존설비를 적용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환경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임혜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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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문제지역은 낙후지역, 침체지역, 과밀지역13)으로 나눌 수 있으

며, 지역문제는 지역 간 소득의 격차, 지역 간 실업률의 차이, 인구이동

및 유출의 문제, 과밀-과소의 문제, 생활 환경과 시설의 수준차이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문제 발생원인은 지리적 여건 차이,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 차이, 지역 인재와 리더십 여건의 차이, 정치 제도적 여건의

차이14)로 나눠 볼 수 있다(모성은, 2012). 그간 지역격차의 문제는 중앙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하향식 방법으로 해결되어 왔으며, 정부 주도의 보호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 자생의지와 지속적인 문제해결에 독이 되고, 정치적

인 판단에 의한 재원 집중은 지역간 상생협력과 신뢰형성에 걸림돌이 되

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본 연구는 이미 산업화가 되었으나 성장상의 침체

를 겪고 있는 침체지역(구산업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과

지역 인재와 리더십 및 정치 제도적 여건의 차이로 발생한 지역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적인 산업정책 모색과 정책 성과제고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지역 산업정책과 인프라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구조화된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은 내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내부 참여자들의

13)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산업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인 지역을 의미하며, 침체지역은 산업화된 도시이나 높고 만성적인

실업률, 평균이하 성장수준,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고, 과밀지역은 거

대한 규모의 이입과 급속한 성장을 겪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모성은,

2012). Todtling & Tripple(2005)는 혁신시스템상 문제점을 지닌 지역유형을

주변지역, 구산업지역, 분절적 대도시지역으로 구분했으며, 구산업지역은 고

착 현상이 일어나며, 대기업 중심의 성숙산업에 특화되어 혁신활동이 점증

적으로만 전개되고, 전통산업 및 기술지향적으로 신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수의 전문 이전 기관이 존재하나 연계 조정 역량

및 수요지향이 매우 부족하며, 네트워크 측면에서 기술적 또는 정치적 족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김형주 외,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침체지역이자 구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4) 사회간접자본(SOC), 접근성 등은 지리적 여건에, 산업기반, 지역정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은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에 해당된다(모성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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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에 대한 몰입과 협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제2절 지역혁신역량과 클러스터

기존 지역개발이론15)들이 개별지역의 혁신 잠재력 부족이라는 본질을

간과한 채, 가시적인 경제성장이나 물리적 기반구축에 치우쳤다는 반성

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 비가시적 무형적 사회문화적인 여러 대안적인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이성근 외, 2013). 본 연구는 지역 거버넌스로

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모델에 근거한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가치편향성의 극복과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주요 변수들 단위의 정확

하고 객관적인 사례분석과 처방을 위해, 지역개발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을 가지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이론측면에서는 지역혁신체제론과 클러스터이

론, 사회이론측면에서는 지역거버넌스이론, 사회적 자본이론, 창조적 자본이

론 시각을 지니고자 하며, 각 이론에서 민관 협업과 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연구의 다차원적 관점

구 분 핵심내용

산업

이론

지역혁신체제론 지역과 혁신

클러스터이론 집적경제/ 기능적 연계와 네트워크

사회

이론

지역거버넌스이론 다양한 주체의 참여/자율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이론 사회적 관계/신뢰, 참여, 규범, 네트워크

창조적 자본이론 창조계급

출 처 : 이성근 외, 2013 재구성

15) 1960년대 이전의 경우 저개발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양적 성장에 관심

을 기울인 성장극이론, 누적성장이론, 극화발전이론 등 주로 하향식 접근

방법을 추구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기본수요이론, 농도지구이론, 소규모

개발론, 종속이론 등 주로 상향식 접근방법을 지향하였다(이성근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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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혁신체제와 상부구조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는 주체적 측면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시스

템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혁신주체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금융 및

벤처자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역사회가 포함된다. 혁신지원시스템

측면에서는 R&D, 교육, 금융, 기술이전,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제도들이

논해진다. 또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들은 상호 기능적 연계를 가지

고 있다(김형주 외, 2008).

[그림 5] 지역혁신체제 구성요소간 기능적 연계

출 처 : 김형주 외, 2008

Cooke(1998)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를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구분한다. 혁신을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인 하부구조는 도로 공항 통신망

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와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하부구조를 포함하며, 하부구조의 존재 자체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려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하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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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상부구조는 지역의 조직과 제도, 문화, 분위기,

규범 등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배척하고 신뢰와

협력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통제와 조정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이성근 외, 2013). Cooke는 발달된

혁신체제와 미발달된 혁신체제 간의 상이점에 대해 상 하부구조간 관계

로 설명하고 있다(박해육 외, 2007). 본 연구는 이러한 상부구조에 있어

서 거버넌스적 조정이 산업정책과 지역혁신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있으며, 상하부 구조간 연계와 외부연계성 등의 체제적, 환경적

측면에서는 김형주(2008)의 연구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와 관련 있는 혁신환경에 대해 Camagni

(1991)는 지역 고유의 기술문화, 노하우, 인식의 독특한 결합공간이라

정의하고 milieu(지역혁신 환경)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간 혁신환경

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Milieu는 생산시스템(기술, 생산, 자본, 시장

관련 사항들)과 기술문화, 선도적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

며, 탐색-선택-신호-전환-변환-통제 메커니즘16)을 통해 지역 내 산업의

개별 결정자들이 기술혁신 도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한다(김형주 외, 2008). 혁신환경과 관련되어 ‘문화’ 개념에 대한

논의도 다수 있다. Huntington(2000)은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

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가치, 태도, 신념, 성향, 그리고

그 기저의 가정들이라고 정의하고, 경제발전과 정치적 발전에 방해가 되

는 문화적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다. M. E. Porter(2000)는 경제발전에 관련된 ‘경제

문화‘는 개인, 조직, 그리고 다른 제도들의 경제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16) ‘탐색’은 정보조사 기능을 의미하며, ‘신호’는 시장에서의 제품에 대한 평판 등

의 수집기능, ‘전환’은 외부지식에 대한 체득, ‘선택’은 관리 및 의사결정에서

의 선택, ‘통제’는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과정,

‘변환’은 기업이 필요한 외부에너지의 내부전환 기능을 의미한다(김형주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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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태도, 가치라고 정의하고 비생산적인 경제문화는 무지나 잘못된

이론의 적용, 인센티브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리학자

들은 지역 차원에서 학습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역의 혁신

환경은 지역산업, 연구소, 대학, 협회, 기술이전 기관 등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고 보았으며, 혁신환경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분야에서는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와 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여러 지역기관들이 협력

하는 제도적 조밀성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동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 신뢰와 효율적 지식 순환의 높은 수준을 통해 지역 경제를 특성화

시킨다고 보았다(김형주 외, 2008).

<표 6> 지역혁신체제론의 협력에 대한 주요 관점 정리

학자명 협력에 대한 관점 중요 독립변수

Camagni

(1991)

지역혁신환경(기술문화, 노화우, 인식 등)은 구성원 간

의 응집력에 영향
지역혁신환경

Capello &

Nijkamp

(1996)

지역혁신체제의 기업 구성원들은 지역단위 신뢰와 문화

적 동질성에 기초한 네트워크에 의한 경제적, 공간적 공

생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신뢰 및

동질적 문화

네트워크

Cooke

(1998)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는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행동

을 억제하고 신뢰와 협력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통

제와 조정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상부구조

Braczyk,

Cooke &

Heidenreich

(1998)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원과 정보의 공유가

산업집적지 성장 및 혁신시너지 창출 요인

신뢰기반

자원·정보

공유

Huntington

(2000)

문화(사회 구성원의 가치, 태도, 신념, 성향)가 경제 및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
문화적 요소

출 처 : 김형주 외, 2008: 28-37; 김영수 외, 2001: 26, 재정리

지역혁신체제론은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와 하부구조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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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발전지역이나 낙후지역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에 따라 또는 혁신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혁신체제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이성근 외, 2013). 또한 구성원간의 협업과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독립변수들이 주로, 혁신활동, 네트워크, 상부구조 등 거시

적이고 구조 중심적인 정태적 요인임에 따라, 미시적 측면에서의 동태적

변인인, 지역 공동체 내 행위자의 주체적이고 자원적인 행위와 구조적

제약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정용덕, 2002: 124).

2. 혁신클러스터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M. E. Porter는 ‘클러스터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상호교류기업,

전문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연관 산업의 기업 그리고 관련된 제도적

기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조하는 지리적 집적체’라고 정의한

다. 2004년 영국정부보고서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과학기반, 기업가적

문화, 활발한 기업기반, 핵심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 환경, 자금조

달능력, 부동산과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지원서비스와 관련 대기업의

존재, 숙련 노동력, 효율적 네트워크, 정책적 지원 등 10가지를 클러스터

발전의 핵심요소로 나열하고 있다. 모성은(2012)은 지역 클러스터 성공

을 위한 내부적 요소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지역 혁신기반, 지역 기술

및 숙련기반, 대기업 존재 여부, 물리적 하부구조, 진취적 기업가정신,

금융조달 접근성 및 벤처캐피탈 등을 제시하고 외부요인으로 입지적

요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제시한다. 또한 클러스터 정책의

실패유형으로 지역 현실과 유리된 정책추진, 형식적인 네트워크, 정치적

이해관계, 할거주의, 대립 등 정책집행 공공부문의 여력부족을 들고 있

다. M. E. Porter(1990)는 국가 및 그보다 작은 단위의 정치적 또는 지리적

분석단위가 글로벌 또는 대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거나 특정 산업에서

성공하는 요인으로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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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환경’의 4개 결정요소와 ‘우연한사건’과 ‘정부’의 2개 추가변수로

구성17)된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 했다. 더불어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경쟁우위가 생성되며, 공급자산업과 관련산업 및 전문화된 기

관 간 클러스터가 산업의 전문화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을 주요

10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밝혔다. 또한 열위요소, 까다로운 구매자,

경쟁의 치열함 등 열위 조건이 혁신을 추진하게 되는 압력이 되며, 이것

의 극복 과정에서 경쟁우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업간 협력과 협업은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결정요소의 성공요인

으로 제시되며, 그 성과와 방향은 타 결정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 E. Porter(1990)는 모든 협력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경쟁자

간의 협력은 보통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우위를 손상시키고, 인센티브, 경

쟁 및 진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업의 제품개발, 가격 등의

전략은 역동적인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유익한 협력은, 참여자들의

이기적인 동기와 뒤섞이지 않도록, 업종 협회 등 독립적인 실체에 의해

경쟁자들을 포함한 합작 노력이 발생되는 간접적 협력 형태로 관리되는

17) ‘요소조건’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자원, 자본자원,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며

각 요소들은 고급요소와 기초요소의 위계가 있고 요소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화된 요소와 전문화된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공교육 및 사교육, 견습

프로그램, 연구기관, 인프라 제공 단체 등 요소창출시스템의 질을 업그레이

드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요소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도

중요하다. ‘수요조건’은 해당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본구 수요 특징을

의미하며,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수요의 세분화 구조, 세련되고 까다롭고, 시

장을 선행하는 구매자니즈 등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관련 및 지원산업’

은 해당 국가에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원 산업들과 전후방 관련 산업들의

존재 또는 부재상황을 의미한다. 공급자 산업 및 연관산업의 경쟁우위가 필

요하다. ‘기업전략 및 구조 및 경쟁여건’은 기업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조직

되며 관리되는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여건과 국내 경쟁의 특성을 가리킨다.

포터 교수는 각 요소가 타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했으며, 정부가

관련 및 지원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환으로 클러스터 형성 정책을 언급하

고 있다(M. E. Porter, 문희창 역, 2009: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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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최상의 구조라 강조한다(M. E. Porter, 문휘창 역, 2009: 912-913).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M. E. Porter가 제시하는 간접적 협력 형태는

한국 산업정책에서 공공기관을 매개로 하여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에

도, 특히, 공공재에 있어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에 따른 무임승차자, 비몰

입의 문제 등, 산업정책의 성과 경감, 클러스터 진화의 장애, 참여자의

협력 몰입 저하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이덕훈 외, 2013:

14, 55).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관한 본 연구는 공공재에 있

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인 함의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림 6] 다이아몬드 이론 시스템 <표 7> 결정요소별 클러스터 성공요인

출 처 : 마이클포터, 문희창 역, 2009

구 분 클러스터 성공요인

요소조건

숙련 노동력·인프라
지역 혁신기반
물리적하부구조

금융, 시장, 정보접근성

수요조건 까다로운 구매자
국내 수요의 국제화

관련 및
지원산업

공급자 및 관련 산업 경쟁우위
기업지원서비스, 관련 대기업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효율적 네트워크, 파트너십,
노사관계, 기업가정신, 리더십
경영의지(목표 및 국가적우선권),
개인목표, 경쟁, 헌신, 소통

정부 정책적 지원(투자)

우연한사건 발명, 세계적 수요, 국내외 변동

요소 간
상호작용

외부경제효과

또한, M. E. Porter는 정부의 산업정책도 다이아몬드 모델의 결정요

소들과 협력하여 작용할 때에만 성공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정책은 결정

요소들과 관계된 많은 분야의 정책들과 상호의존하게 되며, 각각의 결정

변수들이 모두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M. E. Porter, 문휘창

역, 2009: 932- 935). 본 연구가 적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변수들은

거시적인 다이아몬드 이론모델의 ‘요소조건’,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과

‘정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본 연구의 성과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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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이론에 있어서 미시적, 전략적, 절차적 의의가 있다고 여긴다.

한국의 산업클러스터정책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전국 7개 산업

단지와 대덕 연구단지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선정되었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은 ‘05년 6개 권역 7개 단지에서 출발하여 현재 전국

193개 산업단지로 확대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 과제는 산학연관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산업단지의 R&D 역량강화,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국내외 혁신자원과 연계된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체계와 그간의 추진단계 및 사업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체계

<표 8> 추진단계 및 사업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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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사업의 운영시스템은 산학연 협의체(미니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동

을 통해 상향식으로 도출된 기업의 다양한 공동애로과제에 대해 클러스

터 자체 지원사업 활용 또는 외부 정책사업의 매칭을 통해 해결을 지원

하는 구조이다. 6개 광역권별 광역평가위원회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 수

시과제평가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는 산학연관 정책협의체로써 클러스터 참여 기업들의

성장과 현장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토론, 연구세미나, 현장기술자문 등의

네트워크를 진행한다. 타 산업정책과 달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18)

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다. 전국 6개 권역 70여개 산업업종별

미니클러스터가 있으며, 연 단위 권역별로 미니클러스터 실적평가를 거

친다. 보통 30여명 이상의 산학연관이 한 미니클러스터를 이루고, 세부

주제별로 10명 내외의 서브 미니클러스터가 활동한다.

[그림 8] 미니클러스터 운영체계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18)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2009년 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개편되었다(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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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개 광역권별로 단지규모와 사업평가를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차

등 배정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는 광역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활성화,

특화산업 융복합,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타기관 정책연계, 홍보 등의 추

진실적평가(75%), 미니클러스터 평가(5%), 고객만족도(20%)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관 정책협의체이자 현장애로 및 과제발굴 채널

로 기능하고 있는 미니클러스터를 민관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여

산업정책적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광주권역 산업단지의 4개 미니클러스터(광통신, 광응용,

전자부품, 산업기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광주권 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가 전체 입주사의 약 61.2%

를 차지할 정도로 메카트로닉스 중심의 제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이다.

<표 9> 전국 미니클러스터 구성 현황

구 분 거 점 MC명

수도권

(14개)

서울(4)

반월시화(5)

남동(4)

부평주안(1)

디지털콘텐츠, 그린IT, 정보통신, MT

메카트로닉, 전기전자, 금속소재, 그린M&S, 전자부품

산업기계부품, 생산기반부품, 자동차모듈, 정보융합부품

기계소재산업

충청권

(6개)

오창청주(2)

아산천안(3)

충주(1)

반도체, 신재생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소재부품, 충남농공

메카트로닉스

대경권

(11개)

구미(6)

성서(4)

경산진량(1)

모바일, 전자부품금형, 에너지DISPLAY, E&H, IT장비, 경북농공

기계금속재료, 바이오융합소재, 지능형자동차, IT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동남권

(15개)

창원(6)

울산(3)

녹산(4)

양산어곡(1)

사천(1)

메카트로닉스, 공작기계, 기계부품, 수송기계, 함안농공, 마산녹색융합

생산기반, PT샤시, 그린소재부품

부품소재, 조선해양기자재,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성형가공

항공우주

호남권

(15개)

광주(4)

군산(5)

대불(5)

익산(1)

광응용, 광통신, 전자부품, 산업기계

기계금속부품소재, 자동차부품소재, 그린부품소재, 군산농공, 군산녹색융합

해양레져, 해양에너지, 조선부품, 나주농공, 바이오산업(제주농공)

오토앤일렉파트

강원권

(5개)

원주(4)

동해(1)

진단의료기기, 의료바이오, 헬스케어의료기기, 강원농공

융복합신소재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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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와 Smallwins

1. 거버넌스 이론

고비용, 비효율, 일방적인 행정 및 정부통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서 대안적인 국가 운영방식으로 나온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거버넌스는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

와 구별되고,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

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

는 다원적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을 의미한다(조형제, 2009). 지

역거버넌스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정부정책 및 지역정책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모성은, 2012).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원조 공여국과 국제

금융기관이 해외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굿 거버넌

스’는 한나라의 시민이나 대표자가 요구하는 공공재나 기타 재화를 효과

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책임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조직의 제

도적 능력으로 정의되며, 공공부분 관리, 발전을 위한 법칙틀, 책임성, 투

명과 정보를 4대 구성요소로 한다. 대부분의 지역거버넌스는 해당 지역

의 문제를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이자 굿거

버넌스 모델을 따른다(김의영, 2008). 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로는 자율

성,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이성근 외, 2013). 권혁주(2007)

는 거버넌스를 다양한 정책 당사자가 정치적 행위를 통해 형성하는 역동

적 관계를 관리하고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 일련의 목적추구 행위로

설정하여 관찰 가능한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거버넌스 유형을 국가,

시장, 위계조직, 네트워크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도적 ’구조‘로 인식하

는 것이며, 거버넌스를 ’과정‘으로 인식할 경우 통제와 조정을 의미한다

(임혜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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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란(2005)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거버넌스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정기제라고 개념화하고 경제주체 간 힘의 분배라 할 수 있는 조율제도

(수평적, 수직적)와 행위 동기(이기적, 의무적)를 연계하여 시장 위계조

직 공동체 국가중심적 거버넌스를 구분한다. 특히 네트워크적 거버넌스

는 이러한 모든 것이 포함된 형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적 거

버넌스에서는 조율제도와 행위동기를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시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태현(2014)은 사회문

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 될수록 기존 정책 당사자들 간의 네트워

크와 같은 순수한 창발적 구조보다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의 바탕 위

에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창발된 구조가 결합된 자기조직적 거

버넌스의 설계 혹은 합리적 기획의 차원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활용하여 이기적 및 의무적 행위동기

의 조율과 자기조직적인 설계와 기획 측면에서 연구단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서구중심의 민관협력 역사와 문화를 기반하는 거버넌스 논의

를 벗어나 전형적인 발전국가적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과성숙 또는 미성

숙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조율과 설계 및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연구의의가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거버넌스가 국정관리 측면으로 해석되고, 정치학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통치, 협력적 통치로 정의되고, 제도주의 경제학 영

역에서는 공동체적 자율관리체계로서의 자치체계 또는 자치제도로 번역

되며, 사회학에서는 자기조직적 네트워크 등으로 정의(권기헌, 2014:

233) 되듯이, 다양한 거버넌스 개념만큼 그 유형 분류도 다양하게 나타

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유형 측면에서 자기조직화네트워크(Rhodes,

1997), 로컬 거버넌스(Hewitt, 1998), 과정·성과 중심 거버넌스(정용덕 외,

2003)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개념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특징 및 유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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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분류기준 거버넌스 유형

Rhodes
(1997)

거버넌스 용법

- 최소 국가론(minimal state)
-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사회적 사이버네틱 체계(soci-cybernetic systems)
- 자기 조직화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s)

Hewitt
(1998)

분석의 수준과
차원

-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 리저널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김석준 외
(2000)

분석의 초첨
-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

정용덕 외
(2003)

거버넌스에 대
한 이해

- 제도 기구 중심:구조로서의 거버넌스
(계층제/ 시장/ 연결망/ 공동체로서의 거버넌스)
- 과정·성과 중심: 방향잡기 및 조정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 지식 중심: 분석틀로서의 거버넌스

<표 10> 거버넌스 개념의 시대적 변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관리중심 거버넌스 시장 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계층제 시장 시민사회 참여
국가·기업·사회 관계 재정립
굿 거버넌스/로컬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출 처 : 은재호 외, 2009:28, 재정리

<표 11>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

출 처 : 은재호 외, 2009: 27, 재정리

뉴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참여와 협력이라는 가

치지향성(Rhodes, 1997; Pierre & Peters, 2000; Jessop, 2001)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참여가 협력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된 거버넌스 체계에서 협력적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거버넌스적 과제이며,

특히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유용한 기제로 작동될 수 있다면, 정책에서 나타나는 일회적인 참여와

협력을 안정화시키고 제도화시킬 경우, 이후의 정책집행이 보다 성공적

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은재호 외, 2009: 18).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여, 참여적 거버넌스가 협력적 거버넌스로 진화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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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촉진 및 저해요인을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전략적 측면

의 처방을 내리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은재호 외(2009)는 참여적 거버넌

스에 비해 협력적거버넌스는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정책평가에 있어서 과정적 측면과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협력을

중시하며, 정책책임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행정 투명성이 더욱 높다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이라는 공공재에 대해,

C. Ansell & A.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론과 Smallwins 전략을

적용하여, 민관 협력의 현장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발전국가적 딜레마

에 빠져있는 한국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협력 거버넌스적

실천전략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2.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Chris Ansell & Alison Gash(2008)는 137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메타 분석한 연구결과, 성공적인 협력성과물을 산출해 내는데 영향을 미

치는 핵심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모

델을 제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중요한 변수들은 시작조건, 제도

적 디자인, 촉진적 리더십, 협력적 과정으로 범주화 되며 협력적 과정은

대면대화, 신뢰형성, 협력과정 몰입, 이해의 공유, 중간성과물 요인이

비선형의 순환싸이클을 이룬다(C. Ansell et el., 2008).

[그림 9]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출 처 : Chris Ansell&Alison Gash, 2008,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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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황적 요인 전 략

시작
조건

- 참여자간 심각한 힘/자원 불균형으로 중요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가 곤란할 경우

-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존재할 경우
- 참여 인센티브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경우

- 참여자간 적대적 경험이 존재 할 경우

- 권한이양 또는 약하거나 불이익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
전략 필요
- 구성원이 높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
협력 거버넌스가 가능
- 참여와 구체적, 실체적, 효과적인 정책
성과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체
험시킴
- 높은 상호의존성을 찾거나, 신뢰와 사
회적 자본을 치유할 적극적 방안마련
필요

독려
적
리더
십

- 갈등이 높고, 신뢰가 낮으나, 권한배분이
비교적 평등하고 참여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 불균형한 권한배분, 빈약하거나 불균형한
참여인센티브의 경우

- 참여자들이 신뢰하는 정직한 중개자(또
는 전문 중재자)의 활동을 활용
-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는 커뮤니티 내부 강력한 유기
적 리더 활용

해당 이론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작적 정의와 범위는 본 연구의

대상과 초점과도 일치한다. 첫째, 공공기관에 의해 시작된 협의체를 대상

으로 한다는 점, 둘째, 공공정책의 실행이나 공공프로그램 또는 공공재의

관리에 있어서 이뤄지는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셋째, 협력은

참여자간의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결정과정이자 양방향 소통을 의미하기

에 이를 위한 거버넌스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 본 연구도 산업단지 산업

정책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초기 구성된 미니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

스의 전략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C. Ansell et el. 은 해당 연구에서 조직설계나 문제해결에 최선의 방

법은 없으며, 환경을 포함한 상황적 요인과 조직 특성 간 적합성을 고려

했을 때 조직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상황이론적 자세를 취한다고 밝

힌 만큼, 상황적 조건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이론을 재정리하

면, 성공적인 협력성과물과 선순환되는 협력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적이고 기능적 수준의 전략들을 얻을 수 있다. 변수 단위로 재정리

하면 표 12와 같다. 이를 다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변수와 제시된

전략과 본 연구의 문제를 연결하여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2> 변수별 상황적 요인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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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황적 요인 전 략

제도
적
설계

- 절차와협력성과물의정당성을높여야할경우
- 이해관계자가 회의적시각을 가지고 평등,
권한, 조작가능성 등에 민감할 경우

-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경우

- 폭넓은 참여가 가능한 개방구조 설계
- 명백한 근거규칙과 절차투명성(절차 정

당성과 신뢰구축) 확보 설계, 공정한
청문기회 등
- 합의 지향 규칙실계(단, 고착상태 조심)

협력
적
과정

- 적대적 사전 경험히 높을 경우

- 협력 거버넌스가 강제되는 경우
- 이해관계자간 계속적인 협력관계 필요시
- 사전갈등이 높고, 신뢰구축에 장기적 몰입이 필
요할 때

- 신뢰구축을 위한 치유노력에 시간, 비
용 투입
- 구성원의 진정한 몰입이 여전히 중요
- 협력적 거버넌스 전략이 적합
- Small wins를 가져올 수 있는 중간성과
물 중요

연구문제

모델변수
신뢰형성비용 가치조정 협력 성과물 변수별 전략

시작조건 초기 불균형 - -

상호의존성 인식·발굴
사회적 자본(신뢰)치유
참여와 정책성과 직결
약소 참여자 대변

독려적 리더십 권위와 리더십 책임감 리더십 측면
정직한 중개자 활용
유기적 리더 활용

제도적 설계 이질성 극복
제도화된 설계
참여

제도측면

개방구조 설계
명확한 근거규칙
절차 투명성 확보
합의지향 규칙설계

협력적 과정
상호의존성
인식 및 발굴

창발성과 적응력

협력모멘텀
협력몰입
사회적자본 축적
사회적 학습
선순환 거버넌스

신뢰구축 치유노력
협력적 거버넌스
Smallwins 전략

 출 처 : C. Ansell et el., 2008: 550-561, 재정리

<표 13> 변수별 연구문제와 전략

본 연구는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전략이 한국의 산업현장에

서 어떻게 정합되고 괴리되는지를 광주권역의 복수 미니클러스터 협의체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해석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을 얻고자 하는 사

례지향의 연구이다(남궁근, 2014). 둘째, C. Ansell et el.는 해당 연구에

서 대면대화와 성공적인 중간성과물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Smallwins를 창출하는 중간 성과물은

신뢰형성과 협력몰입의 선순환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C. Ansell et 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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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63). 상호의존성을 새로이 인식 및 발굴할 수 있고, 갈등이 높아

신뢰구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악조건 상황에도

Smallwins전략을 통해 선순환 거버넌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중앙집권의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이 지역의 협력 거버넌스 중심의 산업정

책으로 변모하는 과도기 흐름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해 볼 이론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관심에서, 본 연구는 Smallwins 전략에 대한 이론적 특징

을 중심으로 맥락적 지식과 실질적 이론을 얻기 위해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도 활용한다.

해당 이론이 기반하는 상황이론적 접근은 상황적 요인과 조직특성의

적합에 의존하여 다양한 문제해결 해법들이 나오는 만큼, 연구 대상의

상황적 요인과 특성에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모델을 정치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리더십과 제도적 설계 변수에 있어서

각각 조직행동 및 신제도주의적 이론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1) 독려적 리더십 측면

해당 이론에서는 갈등이 높고 신뢰가 낮은 악조건 상황에도 권한배분

과 참여인센티브 기제가 비교적 존재하면 전문적인 중재자일 수도 있는

정직한 중개자가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권한배분

과 참여인센티브 기제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는 강력한 유기적 리더가 커뮤니티 내부에 있다면 협력

거버넌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C. Ansell et el., 2008: 555). 리더

십 이론 측면에서 리더십의 유효성을 리더 자체의 개인적 특성과 행동을

벗어나 환경적 상황요소까지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상황이론의

등장부터이다. 그러나 정직, 신뢰, 정당성 등 가치와 윤리적 측면을 간과

하고 과업, 조직 내 관계 등 실증적 측면에만 중심을 둔 이론들은 거버

넌스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정직한 중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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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리더가 발현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적용하기 어렵다. 성공적인

협력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

십과 보상적 리더십 성향을 양극단으로 하는 리더십 확장모델 또는 관리

자와 리더를 비교하는 비전 리더십의 가치 및 윤리적 측면19)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비전·사명감 고취, 동기유발,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등의 특징과 비전 리더십의 사람중심, 신뢰중심의 특징은

C. Ansell et el이 성공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위해 제시하는 리더십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협의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후천적

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변화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셀프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셀프 리더십20)에 있어서 동력은

구성원 간 공유이고 주인의식에 근거한 몰입이 그 효과에 해당한다. R.

Greenleaf(1977)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경

청하는 자세, ② 공감하는 자세, ③ 치유에 대한 관심, ④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대안 제시, ⑤ 지위와 권력이 아닌 설득에 의존, ⑥ 폭

넓은 사고, ⑦ 직관과 통찰력, ⑧ 청지기 의식, ⑨,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노력, ⑩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이다(이인석, 2015, 재인용).

2) 제도적 설계 측면

해당 이론은 제도에 대해 상황이론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몰입할 수 있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19) B. M. Bass(1990)는 목표달성의 효율성과 리더십 행위의 적극성을 기준으

로 거래적 리더십은 자유방임, 예외에 의한 관리, 보상연계를, 변화적 리더

십은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영감과 동기부여, 비전과 사명감 제시를 특징

으로 하며, B. Nanus(1992)는 관리자는 관리, 계획, 모방, 현상유지, 구조와

시스템 구축, 통제, 만기수익, 방법, 수용, 일을 잘함을 지향하고 리더는 혁

신, 비젼, 원본, 개발, 사람중심, 신뢰감, 장기적 발전, 원인, 도전, 옳은 일을

함을 지향한다고 분석한다(이인석, 2015, 재인용).

20) Manz et el.(1989)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역

량과 기술을 개발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슈퍼 리더십이라

정의한다(이인석,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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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지향하는 제도 설계를 강조한다(C. Ansell et el., 2008: 555-557).

제도적 설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제도를 통해 미시수준의 행위

와 거시수준의 구조를 연계하고자 하는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을 검토하

고자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집합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비극에 이른다는 공유지의 비극, 죄수

의 딜레마, 무임승차의 문제적 상황21)에 대해 North(1982)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협동과 교환 세계가 존재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정용덕 외, 2002: 75). E. Ostrom(1990)은 비배

제성과 감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항상 고갈과 남용의 위험에 처해있는

공유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국가나 시장과 같은 외부의 강제력에 의존하

지 않고도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의 노력과 자발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집합행동 과정에 의해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음을 메타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한다(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E. Ostrom은 커뮤니티가

이용하는 규칙체계나 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동기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역으로 구성원

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활용하는 규칙체계를 변경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

을 바꾸어 나가는지를 연구하고자 했다. 표 14에서처럼 그녀의 연구접근

법(제도분석 및 발전분석틀)의 변수별 요인들을 살펴보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커뮤

니티의 자발적 조직화와 자치를 촉진하는 물리적조건과 공동체 속성이

있다는 점. 둘째, 커뮤니티가 접하는 작동규칙은 실행규칙차원과 상위의

21) Oth(1982)는 게임이론적 시각에서, 게임이 연속하여 되풀이되고, 상대 플레

이어의 과거 성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플레이어의 수가 적을 때,

다른 플레이어와 협력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항상 발견하며, 죄수의 딜레마

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게임이론으로는 현실세계에는 되풀

이되지 않는 게임일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다수의 플레이어가

존재함에도 불특정 다수의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정

용덕 외, 2002). E. Ostrom(1990)은 당사자들이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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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규칙차원(집합적 선택, 헌법적 선택)22)이 존재하여 중층성을 가지기

에 문제해결전략이 다차원적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 커뮤니티 구성원들

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역량증진을 통해 작동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역량증진을 촉진하는 변수들이 제도 진화의 동력원이 될 수 있다

는 점이다. 비록 본 연구대상인 미니클러스터가 활용하는 자원이 산업정

책과 같은 차감성 없는 공공재23)이지만 첫째, 공유자원과 같이 비배제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공공재 역시 협력절차에의 비몰입으로 정책

성과가 극감되는 ‘비극’에 직면할 수 있기에 자치적인 집합행동이 필요하

다는 점, 셋째, 지역 커뮤니티에 연구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고려

의 의의가 있다.

[그림 10] IAD 분석틀

출 처 : 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391-393; 서재호, 2003: 36 재정리

22) E. Ostrom(1990)은 공유재의 사용과 제공. 관련 규칙의 집행은 실행 수준에

서, 정책결정 과정과 관리, 정책 결정의 시만 등은 집합 선택의 수준에서,

헌법적 결정의 형성과 운영, 판결, 수정은 헌법수준에서 이뤄진다. 각각의

수준은 상위의 수준의 제도에 내재한다고 분석한다(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109-113).

자원단위 차감성

타인배제

어려움

낮음 높음

높음 공공재 공유자원

낮음 요금재(준공공재) 사적재

23) E. Ostrom은 타인배제의 어려움과 자원단위차감성 기준에 따라 4개 재화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E. Ostrom, 20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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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IAD 분석틀 및 연구 관심사항

구 분 변수별 요인 연구 관심사항

물리적
조건

자원의 개선 가능성
자원지표, 예측가능성, 통제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자기조직화 촉진

공동체
속성

자원의 중요성, 공동의 이해
미래 편익에 대한 낮은 할인율,
이익의 분배, 약속 이행의 상호신뢰
자치권, 이전의 조직경험

″

작동
규칙

- 규칙(공식 및 비공식)의 차원
실행적/ 집합적선택/헌법선택 수준
- 규칙의 유형
경계규칙, 범위규칙, 지위와 권위규칙, 결합규칙, 절차규칙, 정
보규칙, 상벌 및 보상 규칙

메타규칙
다차원적 해결
(전략)

제도 중층성

행위
상황

①참여구성원 집합
②구성원들의 특정 역할 지위
③영향을 받는 외부세계
④허용된 행동 집합 및 결과와의 연계성
⑤선택에 대한 구성원의 통제력 범위
⑥알려져 있는 정보
⑦행위 및 결과에 책정되는 비용과 편익

역할
통제력
기대편익

기 타

(인간상) 합리적 인간이나 오류가능성이 있고 학습과정에 있
는 존재, 제한된 합리성
(개인 선택에 영향 미치는 내생변수)
기대편익과 비용, 내면적 규범, 할인율

학습
역량증진

출 처 : 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391-393; 서재호, 2003: 36 재정리

E. Ostrom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자원 관리 사례들을 메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제도적 디자인 원리24)를 도출한다. ① 명확

하게 정의된 경계 ② 사용 및 제공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③ 집합

적 선택 장치(실행규칙에 영향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행규칙 수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감시활동 ⑤ 위반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 ⑥ 갈등 해결 장치 ⑦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⑧

24) ① ~ ③까지의 디자인 원리에 규칙변화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 규칙 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④ ~ ⑤의 디자인 원리는

다른 원리들과 조화되어 견고한 공유자원 제도를 수립하고 수정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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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175). 본 연구

와 관련해서 해당 제도적 디자인 원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론적 통찰

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는 방대하고 시공간적으로 광범위

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의 정의, 규칙의 감사, 점증적 제재 및

갈등 해결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현지 조건 및

맥락에 부합되는 규칙에 기반 하여야 낮은 비용으로 규칙 운영이 가능하

고 자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규칙을 따르는 참여자들이 규칙의

수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집행 가능한 규칙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이

다.

3) 협력적 과정에서의 ‘몰입의 딜레마’

해당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몰입의 딜레마’ 문제의 성격을 설명하

고 있다. 협력절차에의 몰입은 첫째, 불확실한 결과를 감내해야 하고,

둘째, 의사결정에 참여함에 따라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ownership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에 있어서

Ownership 문제를 회피하고자 비몰입, 방관 또는 탈퇴하는 개인의 합리

적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집합적으로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비합

리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무임승차의 문제를 심화시켜 정책성과를 저하시

킨다. 협력적 절차에 있어서 몰입 변수와 여타 주요 변수와의 관계는

그림 11같이 이론정리하여 도식화할 수 있다(C. Ansell et el., 2008:

561-563). 도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

절차에의 몰입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관문과 같은

중요 역할을 한다. 둘째, 몰입은 투명한 절차와 상호이해 및 신뢰를 기반

으로 한다. 셋째, 동기적 맥락과 상호 의존적 맥락은 몰입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넷째, Smallwins는 기본적으로 중간성과물을

통해 몰입에 영향을 미쳐서 선순환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다섯

째, 몰입과 전략의 조합으로 상호의존성이 만들어 질 수 있고 거버넌스

성과가 동기와 의존성의 자원으로 투입되어 선순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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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협력 절차 몰입과 관련 변수 관계

 출 처 : C. Ansell et el., 2008: 550-561, 이론 재정리

3. Smallwins의 이론적 특징

해당 이론은 메타사례분석의 결과, 협력으로부터 나오는 Smallwins를

통해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이어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협력과정에

신뢰형성과 몰입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사전에

적대적인 갈등이 존재하여 장기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일수록 Smallwins를 가져오는 중간성과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C. Ansell et el., 2008: 561). 본 연구는 Smallwins를 협력적 거버넌

스 모델에 있어서 협력적 과정변수의 중간성과물 요인에 기인한 결과물

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그 전략적인 가치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해소를 위해 C. Ansell et el.이

제시하는 Smallwins의 이론기반을 확장하고 실증하는 연구 노력이 필요

하다.

1) 협력 거버넌스적 접근

해당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전 변수(시작조건, 촉진적 리더십, 제도

적 설계, 협력적 절차)를 곱씹어 생각할수록 Smallwins전략이 진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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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있으며,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개적

요인들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협력절차 몰입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를 이론정리하여 도식화한 그림 11에서 보듯이, Smallwins는 협력절차

몰입 변수를 신뢰와 상호이해, 투명한 절차의 상하부 구조와 연계하여

선순환의 성공적인 거버넌스와 상호의존을 새로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전략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mallwins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

하고 질적인 사례연구에서 그 맥락을 찾기 위해 C. Ansell et el.이 제시

하는 Smallwins의 특징 키워드(구체적인 중간성과물, 동력, 선순환, 신뢰

형성과 몰입 촉진, 갈등 및 신뢰형성비용 축소, 상호의존성 발굴)를 중심

으로 이론기반을 확장하고자 한다. Smallwins가 맞고 아님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의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Smallwins에 대한 맥락적 지식과 실증적 이해를 심화

시켜 산업정책의 현안 해결에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두 번째로 가지는 목적이며,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근거이론을 활용한다.

Glaser와 Strauss가 제시한 근거이론의 다섯 가지 목적 중 개념의 확인

과 새로운 이론의 형성이 본 연구의 의도와 이어지며, 면접, 경험 등

수집된 자료로부터 실실적 이론을 얻고자 한다(남궁근, 2014: 375-376).

본 연구가 신제도주의와 조직행동론적 이론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두

영역에 있어서 C. Ansell et el.이 제시하는 Smallwins를 지지하는 이론

적 특징들도 아래와 같이 찾아보고자 한다.

2) 신제도주의적 접근

우선, E. Ostrom은 지역 커뮤니티는 수년간에 걸친 광범위한 현장 경

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칙 체계와 최적의 제도적 해결책을 자연

스럽게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이는 외부의 권위체에 의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사례를 통해 강조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8가

지 제도적 디자인 원리에서도 규칙사용과 변화, 감시와 제재, 갈등조정

등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좋으면서도 견고한 제도체계를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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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공유자원

체제는 저비용 구조 형태25)를 지닌다고 밝힌다. 제도를 활용하는 커뮤니

티 구성원의 선택에 있어서도 기대편익, 기대비용, 미래편익에 대한 할인

율과 같은 저비용 구조 지향의 내생변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

다(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49- 53, 397). 현지 조건 및 맥락에

부합되는 규칙에 기반 하여야 낮은 비용으로 규칙 운영이 가능하여 자치

가 지속될 수 있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동력은 현장경험과 낮은

비용구조라는 맥락은 C. Ansell et el.이 제시하는 Smallwins의 속성

(동력, 선순환, 갈등 및 신뢰형성비용 축소)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조직행동론적 접근

본 연구는 민간과 공공의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내의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집단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행동 이론분야에서도 Smallwins의 이론적 특징을 찾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Edwards(2004)는 개인은 다른 사람의 존재로 각성되며,

몰입과 우세한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반응이 과업에 부합되면 성과는

증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는 사회적 태만으로 보상이 차별

화되지 않을수록, 책임이 분산될수록,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집단의 규모

가 커질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Karau et el.(1993)은 팀당 구성원들의

숫자를 줄일 수 없는 경우 자발적인 과업주제선정, 상호 배려 및 존중,

노력과 성과의 직접 연관, 유기적 역할분담, 합의 기반의 자치규정을

통해 사회적 태만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이인석, 2015:

297-301). 개인의 몰입과 사회적 각성에 부합되는 과업을 만들고 사회적

태만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 수 있다면 협력시너지가 증대

25) E. Ostrom(1990)은 광범위한 경험과 현지조건과의 부합성을 바탕으로 하는

규칙 마련과 운영, 자치규칙을 통한 상호감시, 조건부적 자기다짐, 저렴한

지방수준의 갈등해결 장치 등을 예로 들고 있다(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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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지만, 무임승차의 문제가 상존해 있는 공공자원에 있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을 협력에 몰입시킬 수 있는 과업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과업을 만들더라도 협력가치를 존속시킬 수 있는 성과

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Olson(1965)은 구성원의 수가 아주 적거나,

강제할 장치가 없는 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은 집단이익을 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29). 이는 구성

원의 수를 줄일 수 없으면, 국가와 시장과 같은 외부의 강제력이 필요하

다는 결론에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E. Ostrom은 커뮤니티의 경험

을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자치능력으로 이러한 비극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8가지 제도적 디자인원리를 제시한다(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1). Martin A. Nowak et el.(2011)은 진화게임이론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직접상호성(give and take 원칙), 간접상호성(평판), 공간게임(공간적

인식과 협력), 집단선택(집단이익과 진화보호를 위한 다수준 선택)과

혈연선택(친족인식 기반 조건부 행위)의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M.

A. Nowak et el..허준석 역, 2012: 53-187). 특히, M. A. Nowak et

el(2011)은 간접상호성 원칙에서 비용-편익 비율이 충분히 낮고, 상대

플레이어의 과거 행적 정보의 양이 충분히 많을 때, 평판이 협력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고 강조한다. 공간게임 원칙에서는 같은 공간이라

는 이유로 자연스러운 협력이 가능하며, 배신자들에게 둘러싸인다고 해

도 무리 지은 협력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집합이 더 많을수록

협력자가 다른 대안을 찾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게임이론적 시뮬레

이션을 통해 증명한다. 또한, 조력적인 상호작용(참여, 우정, 보상 등)은

처벌보다 더욱 창조적인 형태의 협력을 낳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배울 것인지가 결정되는 모방,

학습기제를 통한 갱신규칙이 외향적일수록 협력의 진화를 지지한다고 밝

힌다(M. A. Nowak et el..허준석 역, 2012: 97-140, 321, 371-372,

393-394). 이러한 연구결과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은 첫째, Smallwin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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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상호성(평판)은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저비용 구조에

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 둘째, 창조적인 형태의 협력시너지를 얻기 위

해 포지티브섬(Win-win)전략이 필요하며, 조력적인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셋째, 공간의 힘은 자연스러운 협력 네트워크를 가

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모방, 학습 등의 갱신규칙이 외향적일수

록 협력이 진화되어 선순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접상호성(평판)과 공

간의 촉매역할, 포지티브섬 인센티브, 외향적 갱신규칙의 선순환적 효과

등의 맥락은 C. Ansell et el.이 제시하는 Smallwins의 속성(동력, 선순

환, 신뢰형성과 몰입 촉진, 갈등 및 신뢰형성비용 축소, 상호의존성

발굴)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집합행동이론에서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갈등의 차별화,

갈등의 세분화, 체면 세워주기 방안이 있다. 이 중 갈등의 세분화 방안은

Smallwins 전략측면에서 감안할 여지가 있다. Wilmot과 Hocker(2011)는

큰 갈등을 작고 다루기 쉬운 갈등으로 분해함으로써 ① 갈등이 축소되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고 ② 갈등에 집중할 수 있어 효

율적 접근이 가능하며, ③ 갈등의 감정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④ 갈등

당사자 간 협력을 촉진하며 이는 더 크고 많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

와 폭을 넓힐 수 있다(이인석, 2015: 477-480). Fisher et el.(1978)는 공

공갈등 관리에 있어서 문제를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해결책을 찾는데 성

공하면 당사자들은 협상을 계속하고 현안의 보다 큰 조각을 다루도록 독

려될 것이라 강조한다(S. L. Carpenter et el., 정수진 역, 2010, 재인용).

비록 갈등관계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이

해관계가 접촉하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Smallwins전략 역시 현안을 작게

나누어 중간 성과물을 얻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도 협력관계를 계속하여

역량을 진화시키고 더 큰 최종성과물을 얻고자 함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Small에는 현안을 실현가능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단위로 세분화하는 문제 이해의 사고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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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allbig

Robert B. Cialdini et el.(2014)는 사회심리학과 경영학적인 이론 배경

과 과학적증거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의사결정의 지름

길 원칙 6가지(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를 제시

하면서 작은 시도로 큰 변화와 설득을 이끌어 내는 전략으로 Smallbig

개념을 제시한다(R. B. Cialdini et el., 김은령 외 역, 2015). Smallbig은

Smallwins와 연구대상과 범위, 이론적 배경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회현

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이자, 개념과 메커니즘에 유사성이

있으며, 전략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검토의 가치가 있다.

그의 저서에는 총 52가지 이슈에서의 Smallbig 전략이 나오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유사성, 사회적 정체성 등 공유하고 있는 동질성과 유사성을

활용하거나 이해하면 큰 설득과 우호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약속을 자발적으로 잡고, 구체적인 약속과 일관되는 맥락에서

방아쇠 역할을 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합의된 약속의 이행을 독려할 수

있다. 셋째,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대신 사소한 맥락의 변화만으로도 큰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넷째, 역할 또는 업무의 의미를 부각시켜

동기부여를 한다. 다섯째, 보상을 유형화하여 성과단위로 주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성취노력을 독려할 수 있다(R. B. Cialdini et el., 김은령

외 역, 2015: 49-283). 요컨대, 지역적 유사성(정체성)과 맥락정보 이해와

활용, 구체적 약속과 촉매환경조성, 역할 의미부각, 보상의 세분화 등의

맥락은 C. Ansell et el.이 제시하는 Smallwins의 속성(구체적인 중간성

과물, 동력, 선순환, 신뢰형성과 몰입 촉진, 갈등 및 신뢰형성비용 축소,

상호의존성 발굴)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5) 창의성 이론적 접근

산업정책 분야에 있어서 협력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만큼, 현 정부의

경제정책 화두인 ‘창조경제’와도 연결되는 창의성 이론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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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잡기로서의 전략 생기로서의 전략

차별화, 고정적 위상

전문가적 기술로서의 전략

예지력 있는 전망가로서의 리더

분화적 사고

혁명적 변화

고정적 위상(위계), 완벽한 적합도

창발, 패턴 진화

공유하는 프로세스로의 전략

조율가로서의 리더

분화적이면서 융합적 사고

진화적 변화

다양한 위상, 변형적 형태

Smallwins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진행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Chris

Bilton(2007)은 창의성이 개인의 천재성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사고방식들의 융합과 충돌, 경계와 프로세스에서 나오며 문화

적 맥락에 내재되어 있다고 정의한다. 또한 프로세스 차원의 현안들, 팀

워크, 조직 창의성, 조직 학습 등의 주제에서 경영학 이론과 융합된다고

밝힌다(C. Bilton, 김사승 역, 2007: 33-34, 69). Smallwins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첫째, 다양성으로 인한 사고유형들의 접촉, 충돌과 경계에

서 창의적 긴장이 발생된다. 창의성은 통제와 제약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으며, 다양한 사고유형들의 융합과 분화의 위험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

서는 팀의 신뢰와 친밀감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성 전략은 조직의 현재

역량에 기반을 두고 실현가능성을 지향하며, 한 번의 거대한 도약보다

‘작은 걸음’의 점증적 프로세스를 택한다. 셋째, 창의적인 전략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서의 전략, 생기로서의 전략을 지향한다(C.

Bilton, 김사승 역, 2014: 89-210). 창의적 긴장,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팀

의 신뢰와 친밀감, 점증적 프로세스로의 전략 등의 맥락은 C. Ansell et

el.이 제시하는 Smallwins의 속성(동력, 선순환, 신뢰형성과 몰입 촉진,

갈등 및 신뢰형성비용 축소, 상호의존성 발굴)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표 15> 전략의 두 모델

 출 처 : C. Bilton et el., 김사승 역, 2014: 210

5) 소결

이상 논의된 Smallwins전략의 이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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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력가치에서의 Smallwins
비 교

(특징 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

(Ansell&Gash)

성공적인 거버넌스에 도달하는 동력

신뢰와 몰입이 이어지는 선순환 거버넌스 촉진

참여자의 목표치가 높을 경우 부적절한 전략일 수 있음

중간성과물, 촉매제

상호의존성의 발굴

신제도주의

(공유자원관리,

거래비용)

기대편익>기대비용(내면규범과 할인율 준거)

지역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경험이 반영된 정교한 규칙, 규

범

(공유자원관리 디자인원리: 경계, 부합성, 집합적 선택, 감

시활동, 점증적 제재, 갈등해결, 자치 조직권)

저비용구조

효율적 제도

조직행동론

동일 커뮤니티의 직접상호성(보복가능성), 간접상호성(평판)

공공재의 기대편익 크고, 평판이 촉매역할시→몰입↑

(M Nowack et el.)

창조적 협력은 조력적 상호작용(참여,우정,보상 등)에서만

가능

문제를 작은 조각들로 나눠, 이해 및 협상하기 쉽게 조작

(공공갈등, 갈등관리)

간접상호성(평판)

활용

positive sum(보상

중시)

공간적 협력, 지역성

중시

학습과 모방(외향적

갱신규칙)

Smallbig

(R. B.

Cialdini)

지역적 유사성(정체성), 환경맥락정보활용, 구체적약속과 촉

매 환경, 역할(업무)의미부각, 보상의 카테고리화

의사결정의 지름길 원칙 :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

smallbig 전략 활용

창의성이론

(Chris Bilton)

창의적 사고는 즉흥과 천재, 고정관념의 안과밖 아니라 문

제지향의 융합적, 체계적, 의식적 사고, 경계에서 나옴(개인

적 기질, 자질이 아닌 프로세스)

아이디어의 창의성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진화, 표출, 해석

방식도 중요

경계와 제약, 문화와 맥락이 창의 프로세스를 작동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이 아닌, 여러번의 작은걸음의 점증적

프로세스(실현가능성 있는 접근

다양성, 사고간 융합

디테일(전문성)과

큰그림(친밀성)

동시보기

경계와 제약(창의적

긴장)

경계에서 질서창발

수직, 수평네트워크

연계

있다.

<표 16> Smallwins의 이론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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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Smallwins전략의 이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상호이해와 맥락(동기, 상호의존성)의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선순환되는 중간성과물(몰입과 의존:신뢰와 친밀)을 창출할 수 있

어야 한다

셋째, 효율성(저비용 구조)를 지향하고 지역적 경험과 학습, 간접상호

성(평판)이 중요하게 활용된다

넷째, 참여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Positive Sum의 보상 체계를

구성한다

다섯째, Smallwins는 공간이 동일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접촉하여

충돌 될수록 발현된다

여섯째, Smallwins는 문제지향의 사고와 실현가능한 대안 모색의

결과물이다

4. 거버넌스 성과물 :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따라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공동목표

의 효율적인 추구를 위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성근외, 2013).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내재적 자원으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로 정의

하였고, 퍼트남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보았으며, 후쿠야마는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

인적 물적 자본으로만 부족하며 사회적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모성은, 201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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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표 17>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학자명 개념정리

콜맨(1990) 의무, 기대, 신뢰, 규범, 제재, 네트워크

푸트남(1993) 협력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후쿠야마(1995)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뉴턴(1997)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삼성경제연구소(2009)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서울시정연구원(2010)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사회구조

이희태(2012)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출 처 : 이성근 외, 2013, 재인용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 등 사적자본과 구별되어 개인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속에 배태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며, 등가교환이나 동시교환이

전제되지 않고 특정 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이나 생산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발전과 상호 순환적이다. 또한 개인 간의 특정한 행동을 조정 통제

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사회적 자본은 정통적인 자본과 결합하여 생산

성, 만족도를 보완하며 정부 정책의 성과와 효율의 향상 및 공공재 생산

에 기여한다. 삶의 만족 및 다양한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효율적 사회관계에 기여한다(이성근

외, 2013).

한편,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진 나라

들에서는 시민참여와 대인 및 정부 신뢰가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참여 자체가 기대와는 달리 파행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참여가 가져 올 수 있는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조명해야 하며, 참여의 효과와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조절 변수로서 신뢰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더불어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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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의 고리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신뢰비용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

담하는 것이 집합행위의 한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를 분석해야 함을 강조한다(은재호 외, 2009). 이는 사회적

자본 간의 동태적 관계에 주목하고,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조직

체에 대한 순기능 및 역기능 등 질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2] 신뢰와 참여의 동태적 관계

    

              출 처 : 은재호 외, 2009:77

한정희(2009)는 신뢰, 규범, 목표공유 등의 사회적 자본 이외에 지식,

정보 및 노하우 등 클러스터가 가지는 특정 성격에서 배태되는 클러스

터 고유의 사회적인 자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과 조직의 목표와 연계하고 특화하여 그 기능과 의의를 질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 산업집적

지의 클러스터 산업정책에 있어서 미니클러스터의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가지는 고유한 사회적인 자본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신뢰, 규범 및 제도, 네트워크, 참여요인을 비롯하여 지역혁신체제의 ‘상

부구조’ 및 ‘경제문화’와 다이아몬드 이론의 ‘기업전략, 구조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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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있어서 생산적 측면의 맥락 속에 있는

기업가 정신26), 협력의지 등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우천식 외(2007)

는 사회적 자본은 1) 정보비대칭성, 무임승차, 거래비용 등을 완화시켜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2) 소속감 및 소통만족, 정체성 등의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여 개인의 복리후생증진, 3) 갈등 완화, 내생성

향상을 통해 사회통합기반 등의 효과를 가져오며, 정형화된 체제의 한계

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림 13]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구성요소

            출 처 : 우천식 외, 2007

사회적 자본은 장소이전이 블가능하여 외생적인 형성이 어려운 속성

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집단적인

인식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이성근 외, 2013). 지역 간 격차와

외부 경쟁환경 속에서 지역에 내재된 내생적인 역량을 구분하여 최대한

26) 기업가 정신은 위험에 대한 선호 또는 무조건적인 도전 정신이 아니며, 누

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특정인에게만 이윤의 기회로 포착되어진 고착화

된 경제적 기득권과 관행 등을 고도의 계산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혁파해

나가는 도전 정신이다. 즉 기업가 정신은 사회구성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미개척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창의

적 선구안 및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실행능력을 갖고 있는가와 시장경쟁을

통한 혁파적 과정과 결과에 수긍하는 사회적 유연성 혹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윤상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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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끌어내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확

충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역적으로 적합한 인

적자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양성과 확충 방안 모색이 필요한 만큼,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발전 및 협력 거버넌스와 선순환 할 수 있는 인

적자본상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창조적 자본론상의 창조계급27), 정책학

의 정책선도자28), 지역혁신체제론의 선도적구성원29)에 대한 속성, 기능

27) R. Florida는 그의 저서 ‘창조적 계급의 도래(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에서 단순히 학력이나 기술로 측정되는 인적 자본보다는 개인의 경험

과 학습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능력, 즉 새로운 지식기술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자본이 혁신적 지역발전에 더 중요하며 지역개발에서 인적

자본의 창조적 요소를 창조적 자본이라 규정한다. 또한 창조계급은 전달과

확산이 수월하고 유용성이 넓은 새로운 형신이나 디자인을 생산해내는 과학

자, 기술자, 디자이너, 건축가 등의 핵심 창조계급(super creative class)과

지식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면서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잡한 지식에

의존해 창조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이테크, 법률서비스, 사업경영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창조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성근 외, 2013).

28) 정책주체로서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정책의제로 만들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열정을 쏟고 자원을 투입하는 사람을 의미. 공식적인 주체로 대

통령, 의회, 관료가 있고, 그 밖에 비공식적 주체로는 정당인, 이익집단,

NGOs, 정책전문가 등이 있다. 정책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책선도자가 수행하

는 역할은 첫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의 제안과 정책제안서 개발, 둘째,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인식 틀의 설계, 셋째, 정책대안의 구체화, 넷째, 여러

정책유관집단들 사이에서 나온 정책아이디어의 중개와 조정, 다섯째, 여론

의 동원 등 이다(정정길, 2008).

29) Robert Camagni는 milieu(지역혁신환경)는 생산시스템과 기술문화, 선도적

구성원들(protagonist) 간에 응집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며, Milieu는 선도적

구성원, 지역인식, 기술문화, 노하우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선도적 구성원

은 기업, 지역사회의 전문가협회, 지방정부, 실험실, 학교, 개인 등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한다. Milieu의 구성요소들은 기술, 생산자본, 시장과 관련된 환

경의 독특한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Milieu는 지역 내 산업에서 개별

결정자들이 기술혁신의 정적, 혹인 동적인 불확실성 문제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김형주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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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주요 측면 측정 요소

거버넌스
역량

공동체 역량 공동체 효율성, 제도의 효과성

참여자 간 협력
사회적 자본(참여, 네트워크, 협력, 의사소통, 상호인정,

공동결정, 공동책임)

거버넌스
성과

공동체 및 집적지
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참여자 행복

및 활동, 지역과의 토착성 등 미시적 사례분석도 병행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지역 간 혁신역량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기존 관료제 기반의 발전국가적 정책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해야 하는

동태적인 정책 및 환경 변화에서 지역 산업정책문제와 이슈 해결을 지향

함으로, 설득과 참여를 기반하는 관계적, 변혁적 리더십에 중심을 두고자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측면을 보자면, 은재호 외

(2009)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거버넌스 역량과

거버넌스 성과로 나누어 측정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8>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정요소

출 처 : 은재호 외, 2009, 수정정리

공동체 역량은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는 능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참여자간 협력

은 자율성, 상호의존성, 신뢰,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등 협력적 거버넌스

의 측정 요소로 가늠이 가능하다. 거버넌스 성과측면30)은 경제적 지표 외

에도 비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한 발전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다(은재호 외,

2009).

30) 소득, 고용, 경제성장, 지식경제, 시장 등의 경제적 지표 외에도 보건, 안전,

통합, 문화 등의 사회적 지표와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 통상 등의 국제적

지표, 개인의 건강과 고용, 환경, 공동체 생활 등 사회적 측면의 성과도

균형되게 강조되고 있다(은재호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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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거버넌스적 접근을 활용한 지역발전연구, 네트

워크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거버넌스적 접근을 활용한 지역발전연구

본 연구는 정책집행의 효과가 정책이 결정된 대로 자동적이지 않으며

정책집행단계에도 현장의 상황에 맞게 미래예측, 목표설정, 여건분석 등

의 정책기획활동이 필요하다(권기헌, 2008)는 정책학의 문제의식과 동기

를 같이 한다. 또한 산업정책집행에 있어서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지역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하고 있다. 지역혁

신과 산업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혁신체제 및 클러스터 이론 내에

서도 거버넌스는 일정부분 구성요소로써 자리를 차지했으며 거버넌스적

접근을 활용한 지역발전연구들이 다수 있어왔다. 김선배(2003)는 지역혁

신체제의 구성요소로 전략산업, 혁신환경, 네트워크 3개 차원으로 구분하

고 이들 구성요소들의 제도화 내지는 조직화를 위해 거버넌스와 관련된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재홍외, 2008; 김형주외, 2008). 한승준

(2007)은 8개 권역 지방문화클러스터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으

로 환경 및 제도적 수준, 인력 및 재원 자원수준, 상호작용 수준의 3개

차원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원식(2011)은 하동군녹차산업클러스터를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으로 생산체계와 제도체계로 구별하여 정보 및 권력, 정

부활동 및 정책, 제도적 환경 및 학습, 참여자 네트워킹의 4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역혁신과 발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거버넌스

접근은 거시적인 상호협력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거버넌스의 작동메커니즘에 대한 고민과 정책집행상 활용가능하고 유의

미한 정책 메시지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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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거버넌스 성립 조건 거버넌스 운영기제

Van Vliet

(1993)
복잡성, 상호의존성 협상, 학습과정

Kickert&Kopp

enjan

(1993)

-

네트워크 활성화, 조정적 상호작용

중개활동, 촉진적 상호작용

중재 및 조정 활동

Jones et al.

(1997)

불확실한 수요, 복잡한 과업, 한정된

인적자산, 빈도

제한된 접근, 대문화, 집합적 제재, 평

판

박상주

(2003)

다양한 행위자, 상호의존성(교환, 자율

적

연계성, 공통의 이해 목적, 전문적 시

각)

<게임차원의 관리> 선택적 활성화, 조

직적 배열, 중개, 촉진활동, 중재

<네트워크 구조화 차원의 관리>

인식의 재형성, 네트워크 활성화, 구조적

개혁

조명래

(2003)

다양한 참여자, 상호의존성, 공동의 목

표, 지속적인 의사소통
조율과 조정, 상호신뢰, 상호학습

주재현,
김태진
(2004)

상호의존성, 상호신뢰, 촉발요인 또는
중개인의 존재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성
참여기관간의 대화의 질 유지
공공기관 재량권 확보
참여기관 독립성의 지속
의미있는 목표 수준의 설정
협상절차의 투명성 확보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성립의 조건으로 수요의 불확실성, 문제의 복잡성, 권한규칙,

감시와 제재장치, 갈등해소장치, 투명성 확보장치, 제도의 적절성, 공통된

목적, 이해관계의 동질성, 상호의존성, 사회적 자본의 존재, 참여자의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 유연성을 열거할 수 있으며, 그 운영기제는 네트

워크형태(정보흐름, 경계침투통로, 연계망 등), 네트워크 관리자, 지속적

인 상호작용, 개방성, 접근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운영기제 연구가 지향하는 실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의 현장적 문제해

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지역경제의 축인 산업단지를 입

지단위로 하는 대표적인 클러스터 정책에 있어서 민관 협력 협의체(미니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현장적인 정책문제인 신뢰비용,

공공이익과 사익의 조정, 거버넌스의 성과물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표 19>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과 운영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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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거버넌스 조건 거버넌스 운영기제
신희영
(2005)

호혜적 상호의존관계, 독립적 행위자
들, 지속적인 대화, 자원의 공유

다양하고 적절한 거버넌스 관례
학습능력, 유연성, 사회자본

최상훈 외
(2005)

중간수준의 참여자
중간수준의 정성적 차이(자원/역량)
높은수준의 정량적 차이(자원/역량)

중간수준 거래비용
높은수준의 시장(기술의 불확실성)
중간수준 신뢰/규제
상호의존성(낮은수준~높은수준)

이명석
(2006)

관련 당사자들의 경계 명확
필요한 협조(협약) 절차가 사회문제해결
에 적합
당사자들간 협상(협약체결)권리 보장
공동이익도출 용이함
협약의 편익이 큰 경우, 이해관계 동
질적, 당사자간 신뢰 등 사회적자본
존재

참가, 감시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용이,
갈등해소장치

김창수
(2007)

다양한 행위자 참여, 자율성, 연계망
신뢰 기반 상호작용(관료제의 평판, 신
뢰, 상호작용),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성

배재현
(2008)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 속성

<행동의장>
네트워크 형태, 네트워크 관리자, 지소
걱인 상호작용, 개방성, 접근성
<행위자 속성>
참여자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 유연성

 출 처 : 배재현, 2008: 56-59 재정리

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분석틀 및 조작적 정의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Chris Ansell&Alison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중앙중심의 하향식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에서 지방 중심

의 상향식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한국의 산업맥락에 어떻

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와 분석. 둘째, 해당 이론에서 높은

갈등과 낮은 신뢰의 악조건 속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Smallwins 전략의

맥락적지식과 실증적 이론 도출이 목적이다. 전자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

례조사 연구방법을, 후자의 목적을 위해서는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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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전체 이론 구성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그림 14] 연구의 분석틀

  협력 거버넌스 이론을 산업단지 민관협력 협의체에 적용

사

례

조

사

근

거

이

론

  Smallwins 전략의 맥락적 지식과 실증적 이론 도출


산업집적지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

2.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간의 논의를 기반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의 '초기 조건'은 지역혁신체제의 상하부

구조와 경제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힘-자원-지식/참여인센

티브/협력과 갈등 경험상의 우위 및 열위조건들을 의미한다.

둘째, '촉진적 리더십'은 열위조건 극복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발휘 및

동원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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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도적 설계'는 협력 거버넌스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얻고자

하는 전략 및 경쟁, 구조의 구성을 의미한다.

넷째, Smallwins는 높은 갈등, 낮은 신뢰의 악조건에도 협력적 거버

넌스를 효과적으로 선순환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제2절 분석절차 및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수사

학적, 방법론적 접근방법의 차원에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인

식이 적합한 연구의 선택과 설계에 기여한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본 연

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 산업단지 산업정책 분야 민관 협력은 질문서나

다른 측정도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

니다. 이는 연구 참여자에 의하여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인식되어 질수

있다. 연구자와 연구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본 연

구는 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을 가져, 연구대

상을 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치론적으로, 가치 개입

적이며, 수사학적으로, 질적 용어의 어휘를 구성하고, 비공식적이다. 방법

론적 측면에서 연구 진행과정의 정보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범주가 설정

되고, 이러한 범주의 구성은 패턴 또는 이론을 도출할 수 있는 맥락제약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질적인 방법론을 선

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질적 방법론 중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사례연

구와 근거이론을 적용한다(남궁근, 2014: 361-364).

1.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적용 :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소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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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려는 대상의 독특한 성격을 밝히기 위해 관계 자료를 조직화하는

연구방법으로 개인, 사회집단, 문화 등 특정 사회적 단위를 하나의 전체

로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남궁근, 2014: 390).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집

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민관 협력 협의체(미니클러스터)는 10여 년간 산

업집적지에서 유지되어 온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대상을 협력 거버넌스적 이론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해

석적 사례연구이며, 사례지향적 연구로서 사례에 관한 지식 획득과 이론

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역혁신체제, 클러스터, 사회적 자본이론도 활용하

는 다차원적인 관점을 가진다. 광주첨단과학단지의 4개 미니클러스터(광

통신, 광응용, 전자부품, 산업기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다중사례 연구는 일반적으로 단일사례연구에 비해 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으로 인

정된다(남궁근, 2014: 412). 즉, 실증적 연구를 제대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비판이나 회의적 사고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김형주

외, 2008: 46).

본 연구에서는 민관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의 작동 메커니즘과 관련

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변수들을 하위단위로 하는 복합분석단위31)

의 연구설계를 하고자 한다(남궁근, 2014: 409; 김형주 외, 2008: 46).

1) 사례연구의 대상

광주권 산업단지의 4개 미니클러스터(광통신, 광응용, 전자부품, 산업

31) 자료수집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사례 전체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뤄

질 경우는 전체적 설계(holistic design), 사례를 구성하는 하위단위에 관란

자료수집과 분석이 중심이 될 경우는 임베디드 설계(embedded)라 부른다

(남궁근, 2014: 409). Yin(2003)은 사례연구의 주요 분석단위 이외에 그 사

례에 속한 하위단위를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복합분석단위 연구 설계

라 정의하고, 반대로 사례연구가 전체적인 속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일분석단위가 사용된다고 설명한다(김형주 외, 20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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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미니클러스명

회원(개사)

기업체 대학 연구소
지원기
관

계

광주권
산업단지

광통신 42 3 5 4 54

광융합 74 4 3 2 83

스마트전자 53 3 1 1 58

산업기계 104 10 8 10 132

계 273 20 17 17 327

기계)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광주산단은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

비가 전체 입주사의 약 61.2%를 차지하는 메카트로닉스 중심의 제조업

이 집적된 산업단지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개 연도(`13년~`14년)이

다.

<표 20> 연구 대상 미니클러스터 간 현황비교(‘14년 기준)

<표 21> 연구 대상 산업단지 현황(‘13년 기준)

광
`역

단
지
유
형

구분(천m2)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개사)

계
음식
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
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
제조

호
남

국
가

광주첨단
(9,992)

697 0 0 0 23 3 3 138 398 14 0 118

일
반

하남(5,944) 963 45 1 0 131 11 0 388 0 0 387 0
평동(3,600) 404 17 4 0 0 5 0 371 7 0 0 0
소촌(189) 47 6 0 0 4 1 10 6 2 0 18 0
본촌(937) 132 42 8 8 4 4 2 34 11 5 11 3

총계/비율
2,243 110 13 8 162 24 15 937 418 19 416 121

100% 4.9% 0.6% 0.4% 7.2% 1.1% 0.7% 41.8% 18.6% 0.8% 18.5
%
5.4%

2) 사례연구의 조사방법

기업인터뷰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추진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로부터 해당 지역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

는 기업체와 참여기관, 전문가의 리스트를 제공받은 후 1차 표집은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이론적이고 균등한 표집을 진행했다.(2년 이상 MC

50% 이상 참여자 대상) 권역, 정책, 직위는 통제하여 16명(4명*4MC)을

대상으로 1차 면접(`15.4월)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2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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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속 직위 참여기간 임원여부
1 광융합 대표 5년이상 　

2 광융합 대표 5년이상 　

3 광융합 간사 　- 　

4 광통신 대표 5년이상 ㅇ

5 광통신 대표 1년이상 　

6 광통신 대표 5년이상 　

7 광통신 교수 1년이상 　

8 광통신 대표 5년이상 　

9 광통신 박사 5년이상 　

10 광통신 간사 　- 　

11 광통신 간사 　- 　

12 산업기계 대표 5년이상 ㅇ

13 산업기계 대표 5년이상 ㅇ

14 산업기계 대표 5년이상 　

15 산업기계 교수 5년이상 　

16 산업기계 대표 5년이상 　

(`15.4~5월중)은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고려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을 통

해 11명을 표집했다. 자료원은 면접, 심층면접, 언론홍보, 실적보고서 등

을 활용했으며, 인터뷰는 별첨1의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의거 면담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 각 사례 지역의 인터뷰 참여 기업 및 참여기관 리스

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 조사 절차 <표 22> 인터뷰 참여기업 및 기관 수

단지
명

MC명

인터뷰 참여자(명)

계기
업
체

대
학

연
구
소

지
원
기
관

간
사

광주
권
산단

광통신 4 1 1 2 7

광융합 2 1 1 4

스마트
전자

4 1 1 1 7

산업기
계

6 1 1 1 9

계 16 3 3 1 5 27

<표 23>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27명)



- 62 -

구 분 1차 면담 프로토콜 2차 면담 프로토콜(추가) 비 고

초기
조건

- 클러스터 사업 참여 동기는 어떠하
며, 참여인센티브에 만족하는지?
-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간 협력 정
도는 어떠한가? 사전 갈등 또는 협력
경험이 있는가?

- 참여자들이 모두 산업단지를 기반으
로 하는데 관련하여 멤버의식을 느끼
시는지?

동일
공간의
영향
질문
추가

독려
적
리더
십

- 미니클러스터와 연관 활동에 있
어 인식되는 리더십이 있는지? 그 특
성은 어떠한지?

-

제도
적
설계

- 미니클러스터의 참여와 몰입을 높
이는 메커니즘(규칙, 절차)이 있는지? 이
를 위한 현안과제가 있는지?
-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 기관들
이 가져야할 책임성이 있다면 무엇이
라 생각하는지?

- 여러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는 만
큼, 지켜져야할 기본 규칙이 있다고
보시는지?(현재 지켜지고 있는 규칙
또는 지켜야할 규칙 포함)
- 미니클러스터 협력의 참여와 몰입

을 높이는 노하우 내지는 제안이 있으
신지? 이를 위한 현안과제가 있는지?
(참여자, 참여기업의 다양한 동기에
대해 대처해온 방안이 있는지? 협력
을 높인 방안 또는 경험이 있는지?
노하우, 경험 문의)

최소한
의
규칙과
참여자
노하우
질문
추가

협력
과정

- 당장의 기업현안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협력과 상호이해를 위한
시범사업추진과 활동 등에 대해
어떻게 여기시는지? 사례가 있는지?
- 미니클러스터 참여자간 협력의

잇점은 무엇인지? 장애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협력(우수사례)에 있어서 그 원인과
동력, 장애는 무엇이라 여기시는지?
동일공간, 지역이 협력과 상호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여기시는지?

협력의
동력,
동일
공간의
영향
질문
추가

성과
물

- 미니클러스터 활동의
성과물(사회적 자본)은 무엇인지?
장애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 협력의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기업과 해당 산업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현안과제 또는
방향성이 있다면?

-

No. 소속 직위 참여기간 임원여부
17 산업기계 대표 5년이상 　

18 산업기계 박사 5년이상 　

19 산업기계 대표 5년이상 ㅇ

20 산업기계 간사 　- 　

21 스마트전자 박사 5년이상 　

22 스마트전자 대표 5년이상 ㅇ

23 스마트전자 대표 5년이상 　

24 스마트전자 대표 5년이상 　

25 스마트전자 단장 5년이상 　

26 스마트전자 대표 5년이상 　

27 스마트전자 간사 　- 　

<표 24> 반구조화된 질문형식(1, 2차)

2. Smallwins의 맥락적 지식 탐색 :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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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요
관심주제 C. Ansell et el.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Smallwins

연구목적결정과 연구질문형성

(연구목적) 개념의 확인과 실질적 이론 도출

(연구질문개요) 민관 협력 협의체 참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했는가?

연구대상 집단 선택 광주권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의 4개 미니클러스터

연구자료 수집 참여자 27명의 심층면접 등

자료의 개방형 코딩
개방형 코딩 → 주축코딩 : 21개 개념 6개 범주 도출

(Strauss & Corbin의 패러다임모형 활용)

자료의 이론적 코딩 핵심 범주 및 스토리라인 도출(선택 코딩)

새로운 이론의 개발 Smallwins의 맥락적 지식과 실증적 이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현장 자료에 근거를 둔 접근방법으로서

연구자는 다단계의 자료수집을 통해 세련된 정보 범주를 설정하고 이론

을 도출하려 한다(남궁근, 2014: 373). 근거이론방법은 자료 그 자체에

근거를 둔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이면서 유연한 지침이라고도 정의된다(Kathy Charmaz, 박

현선 외 역, 2013). 본 연구는 Glaser & Strauss(1967)가 제시한 근거이

론의 다섯 가지 목적32) 중 개념의 확인을 지향점으로 하며, 수집된 자료

에 근거하여 실증적 이론33)을 도출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에 있어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개발

하려면 상당히 엄격한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Glaser & Strauss

(1967)는 근거이론의 절차로 ① 관심주제 확인, ② 연구목적 결정과 연구

질문 형성, ③ 연구대상 집단 선택, ④ 연구자료 수집, ⑤ 자료의 개방형

코딩, ⑥ 자료의 이론적 코딩, ⑦ 새로운 이론의 개발 단계를 제시했다.

본 연구도 이러한 Glaser & Strauss의 절차를 활용한다(남궁근, 2014:

373-380). 본 연구의 근거이론적 접근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5> 연구의 근거이론적 접근 개요

32) Glaser & Strauss(1967)는 근거이론의 다섯 가지 목적으로 ① 초기 증거의

정확성 평가, ② 경험에 기초한 일반론의 확립, ③개념의 확인 ④ 기존이론

의 검증, ⑤ 새로운 이론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남궁근, 2014: 375).

33) 실질적 이론은 사회현상의 구체적 영역에 관한 이론을 말하며, 공식적 이론

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이론을 의미한다(남

궁근, 2014: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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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 프로토콜

본 연구는 Smallwins의 맥락적 지식과 실증적 이론 도출을 위해서

근거 이론적 방법을 활용한다. 사례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Smallwins를

포함한 연구문제 프로토콜을 가지고 1차 면접을 진행했으며, 1차 면접을

분석한 이후에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거 2차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문

제 프로토콜은 연구진행을 위한 사고틀이라 부를 수 있으며, 도구의

활용 이점은 첫째,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며, 둘

째, 연구자가 다양한 자료수집 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

료의 수렴과 삼각검증을 지원한다(R.K.Yin, 박지연 외 역, 2013: 170).

<표 26> 연구문제 프로토콜

구 분 주요 내용 연구문제 프로토콜

초기
조건

- 힘, 자원불균형
- 참여인센티브
- 적대/협력 경험

- 초기 신뢰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초기 신뢰비용 부담과 시간, 갈등을 줄이는 기획 또는 설계가
있는가?)

- 초기 열위요소가 협력적 거버넌스(소속감, 신뢰, 몰입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촉진적
리더십

- 조정자, 중재자
- 유기체적 리더

- 거버넌스 참여와 협력 몰입을 독려하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
특징은?

제도적
설계

- 협력규칙
- 절차 투명성
- 거버넌스 구조형성

- 시너지효과, 창발성, 자기조직성, 적응성을 높이는 설계
원칙이 있는가?
(공익과 사익의 조정, 책임성 제고 등)

- 효과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규칙과 절차가 있는가? 그
특성은?

협력적
과정

- 대면접촉 대화
- 신뢰형성
- 협력 몰입
- 공감대
- 중간성과물

- Small Wins의 사례가 보이는가?
(협력과 상호이해를 위한 시범사업추진 등)

- 초기조건/리더십/설계는 협력과정(상호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참여자들이 몰입하게 되는 권위(정당성)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과물
- 산업정책적 성과
- 산업집적지 경쟁력
- 사회적자본 축적

-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가 산업정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협력가치가 사회적자본으로 축적되는가? 그 프로세스는
어떠한가?

기 타 - 정책적 의의
(산업정책집행과정)

- 정책집행과정에서 협력 거버넌스를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역할기능은?

- 협력적 거버넌스의 요소간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적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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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 근거이론적 방법과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는 Glaser와 Strauss가 제시한 다섯 가지 근거이론 목적 중

개념의 확인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개방코딩을 활용하여 자료를 개념화

및 범주화하고, 주축코딩을 통해 주요 범주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찾고자

한다. 다만 주축코딩에 있어서 Strauss et el.(1990)이 제시한 주축코딩

패러다임을 활용하고자 한다(남궁근, 2010: 375). 그리고 핵심 범주간의

관련성을 확정하고 스토리라인을 도출하는 데는 선택코딩을 활용한다.

주축코딩 패러다임은 원인적조건, 맥락적조건, 매개적조건, 중심현상, 전

략적 행위, 결과의 여섯 가지 범주34)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6] 주축코딩 패러다임의 여섯 가지 범주

 출 처 : 남궁근, 2014: 378

3) 분석과정

본 연구는 지역 산업단지 산업정책의 민관 협력 협의체를 대상으로

34) 중심현상은 연구의 중심이 되는 주제이고,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실제

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원인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일으키

거나 발전시키는 사건, 변수를 의미하며,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

는 시점과 상황에 교차하여 중심현상 또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행위자들은 이런 조건들과 중심현상에 직면하게 되면 해결하고자 전략적

행동을 취하는데, 이를 행위 및 상호작용이라 부른다(남궁근, 2010: 378-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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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연구 근거이론
학문의 전통 심리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초점 사례(들)의 심층기술과 분석 현장 자료를 근거로 이론 개발

연구질문의

유형

설명적질문

Ex) 이 집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과정관련 질문

Ex) 변수들 간의 관계에 어떤 이론이

작용하는가?

연구대상 사례(사건, 프로그램, 활동 등)
다수의 개인이 포함된 과정 행위 및 상

호작용

전형적

자료수집방법

다양한 자료원(관찰, 대인면접, 상징물

등)
대인면접(20-60명 정도), 일기, 참여관찰

자료분석

전략

사례의 기술과 함께 교차사례 자료의

분석

개방형 코딩, 주축코딩, 선택코딩을 통

한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사례(들)의 상세한 분석 제공 자료에 근거한 이론의 생성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 메커니즘과 Smallwins전략에 대한 맥락적 이해라

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례조사와 근

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 질적 연구는 C. Ansell et el.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근거로, 산업집적지 민관 협력에 대한 전략적인

통찰력을 얻고자 동일 연구대상에 대한 공동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기에, 사례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찰적 지식들을 통해, 근거이론적

연구에서 겪게 되는 ‘이론적 포화’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 할 수 있었으

며, 개방코딩, 주축코딩, 선택코딩 등 질적자료 분석에 있어서 최대한

과학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단계적인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한 심층면접을 수행하면서 동시

에 개방, 주축 코딩을 진행하였고, 진행하면서 나오는 개념화, 범주화, 핵

심범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미니클러스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들 중심으로 재검증을 받는 등 최대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다층적인 자료수집이 되도

록 간사, 전문가, 기업인, 세 가지 부류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자료를

수집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사례연구와 근거이론의 특징비교

 출 처 : 남궁근, 2014: 37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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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위:10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광주 22,940 23,834 26,401 27,789 28,914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사례연구 : 미니클러스터

1. 사례맥락

   

본 연구는 광주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를 연구 분석단위로 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 있어서 맥락적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선, 광주광역

시 산업정책현황과 미니클러스터의 산업별 맥락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광주의 산업환경을 보자면, 광주광역시는 전국 16개 지자체 중

지역총생산에 있어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28> 최근 5년간 광주지역 GRDP

출 처 : 통계청 지역소득, 2010년 기준; 조인형, 광주발전연구원, 2015: 25, 재인용

2012년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은 친환경자동차부품 > 복합

금형 > 스마트가전 > 광전자융합 > 초정밀가공시스템 순이며, 2012년

기준 생산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친환경자동차부품 > 스마트가전 > 복

합금형 > 광전자융합의 순으로 분포한다.



- 68 -

<표 29> 광주지역 대표 산업별 3대 지표 증감 추이

출 처 : 광주테크노파크; 조인형, 광주발전연구원, 2015: 29, 재인용

광주의 산업정책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정부 정책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전술한 광주의 대표산업들은 초기 지역전략산업육성에서

현재의 산업협력권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

고 있다(광주발전연구원, 2015).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적 정책은

‘4+9 지역산업진흥사업’이다. 이어서 국가 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는 ‘전략산업’ 개념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04. 1. 16제정)에 근거

하여 등장하였다. 연이어 균형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시도 지역단위를 광

역적으로 확장하여 지역산업정책을 운용하는 ‘5+2광역경제권’ 전략이 나

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실·산업계 수요를 바탕으

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균형발전특별법을 개

정(`14. 1)하여 시도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협력산업을 선정하고 협력권

을 구성하는 ‘산업협력권’ 정책이 추진되어 현재 16개 협력산업이 선정되

어 있다(조인형, 2015; 31-42; 김형주 외, 2008: 189-19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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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위:억원,%,명) 2010 2011 2012

연구개발비 5,209(1.2) 6,901(1.4) 6,728(1.2)

연구원 6,788(2.0) 7,072(1.9) 7,128(1.8)

<표 30> 광주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변화

구 분 광주 전략사업

4개
지역
진흥사업

1단계(`99-`04) 광산업 ※섬유(대구), 신발(부산), 기계(경남),

2단계(`04-`08) 광산업, 전자부품산업

9개 지역진흥사업(`02-`07) ″

4+9 지역산업진흥사업(`05-`09) 지역혁신기반구축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04)

핵심지역전략산업 문화,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 가전

유망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환경, 메카트로닉스,기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04-)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 문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09-`13)
* 호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 12개 선도산업, 20개 프로젝트 선정

산업협력권 사업(`14-)
에너지 부품 : 광주 주관, 전북 참여
광ㆍ전자 융합 : 광주 주관, 대전 참여
친환경자동차부품 : 광주 참여, 전북 주관

출 처 : 조인형, 2015: 31-42; 김형주 외, 2008: 189-192 재정리

광주의 연구개발활동을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연구

개발비 비중은 고착상태이고, 연구원 비중은 오히려 줄어가고 있는 실정

이다. 같은 기간에 대구는 연구개발비 비중은 1.3%에서 1.5%로, 연구원

비중은 2.2%에서 2.4%로 증가했다.

<표 31> 광주지역 연구개발활동현황

출 처 : 교육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2년 기준

산업별 맥락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통신 산업은 신기술이

요구되는 첨단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성상 끊임없

는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광주지역 광통신, 광응용 부품업체의 90%이상이 연매출 100억원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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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위:개사) `99년 `08년 `13년 `14년 예상치

기업수 47 332 360 362

100억 이상
매출기업

0 19 21 23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한 상황이라 자체 연구개발 등이 쉽지 않다.

광주의 광산업 분야 기술혁신과 확산을 이끌어 가야 할 선도기업이 부족

하고 벤처캐피탈 등 투자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혁신인프라, 자본 등 광

산업 분야 기업의 자력성장과 성장환경이 취약한 실정이다(한국산업단지

공단, 2014). 그럼에도 광커플러, PLC형의 광스플리터 및 WDM 커플러,

페룰, 패치코드 등 광통신 수동소자 부품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치열한 저가 가격경쟁

으로 고전하고 있다. 광주 광산업 분야는 핵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광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의 신부가가치

사업시장이 발굴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광 관련 융복합 산업의 경우, LED, 광촉매, 광센서, 광의료, 광학,

태양광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광을 기반으로 전자,

의료, 센서, 스포츠, 뷰티, 디자인 등 산업 전 부문과 융복합 되어

신고부가가치 산업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 할 것

으로 기대되지만, 광주의 광산업 규모가 영세하여, 이 분야 역시 선도

기업과 성장구심이 필요하다.

<표 32> 광주지역 광통신, 광응용 기업 현황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광주 가전 산업계는 삼성전자 및 동부대우전자가 생산공장을 수요시

장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물류비 절감 등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광주 산단의 생산라인을 베트남과 중국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업다각화 등 활로를 모색 중에 있다. 크게 완제품 수출

(대기업), 핵심부품소재 수입(외국기업), 저부가가치 위탁가공(국내 중소

기업)의 산업 및 비즈니스구조로 나눠볼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부품



- 71 -

구 분 계
대기업
(300인
이상)

중기
업
(299-
50인)

소기업

소 계
50인-2
0인

20인-1
0인

10인미
만(소
상공인)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총
계

3,255.5 1,959.8 798.6 496.9 335.9 86.2 74.7

내
수 2,252.4 1,100.0 685.2 467.2 324.3 69.1 73.8

수
출 1,003.1 859.8 113.4 29.7 11.6 17.1 0.9

소재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의 전자산업 중소업체는 대기

업 하청업체들이 대부분이기에, 자체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낮으며, 이

에 따른 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

는 실정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이에, 기업과 지역혁신기관과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다각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 33> 광주지역 전자부품 분야 대중소 기업 내수ㆍ수출 규모 비교

(단위 : 십억원, `13.12.31 현재)

출 처 : 조인형, 광주발전연구원, 2015: 15 재인용

자동차 산업은 광주광역시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전후방에 연결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지자체 내 산업 집적도가 가장 높으며, 자동차

부품산업을 견인할 전후방산업 연계 체계가 견고한 전략산업이다. 기아

자동차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은 지역 내 부가가치의 39.4%,

제조업 고용의 21.2%, 총 수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완성차는 ‘13년 62만대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까지 자동차 100

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35)을 지역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35)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2020년까지 자동차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비 총 8,347

억원 규모이며, 전용 국가산단 조성에 1,956억, 유망기술 R&D지원에 2,747

억, 클러스터 조성에 3,644억으로 계획되어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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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 지역의 최대 주력 산업임에도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들은 영세하여, 생산은 전국의 4%, 종사자 수는

3% 초반 수준이며, 고부가가치 전장부품이나 동력전달부품이 아닌 단순

프레스 기술 중심의 차체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46.2%), 납품구

조도 1차 협력업체 대부분은 기아자동차에만 납품중이며(88%), 2차 협력

업체는 11개사만 2개사 이상에 납품하는 등 소수 거래처에 편중되어 있

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광주 자동차 부품업체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1, 2차 협력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납품처를 다양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 및 접근이 필요하다.

<표 34> 광주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액 18,587 27,328 27,224 22,063 34,792 52,555 62,827 68,144 65,229 66,922

종사자수 7,131 7,631 8,060 7,727 10,441 10,565 11,869 11,470 12,847 12,225

사업체수 49 71 79 77 88 96 113 109 110 116

부가가치 6,754 12,122 11,494 7,492 13,107 17,524 24,163 24,274 25,012 23,649

출 처 : 광주발전연구원, 2013: 114 재인용

미니클러스터별 산업 환경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광주권 미니클러스터별 산업 현황

구 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광통신
광응용

시장 급성장
친환경 에너지 정책
다양한 업종군

해외진출역량 부족
미클 공동관심사
설정 어려움

고부가가치 제품
지역혁신기관 인접

수도권선호현상
중국 급부상
선도기업 부족

스마트
전자

대기업 소재(삼성
광주,동부대우.캐리
어,lg이노텍)
지원기관 집적
지자체 의지 및
학습

기업 영세성
한정된 제품군
신시장창출돌파구시급

FTA, WTO 등 개
방지능형 케어산업
(웰빙)
산업고도화 정책

생산기지 현지화
빠른 수요 변화
가격경쟁력 하락

산업
기계 안정적 매출처(기아)

원청 의존 심화
자체 R&D의지 부족
신규사업 발굴 의지
부족

100만대 생산기지 글로벌 경쟁 심화
기술격차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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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조건

C. Ansell et el.(2008)은 초기조건의 변인으로 힘과 자원의 불균형,

참여 인센티브, 적대와 협력의 사전경험을 제시한다. 우선 힘과 자원의

불균형을 논하기 위해서는 각 미니클러스터(이하 MC)의 구성현황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광통신과 광응용 MC는 2005년 구성하여 각각 54명, 83명의 산학연관

이 활동하고 있다.

<표 36> 광통신ㆍ광응용 MC 회원 현항(`14년 기준)

구분 기업
전 문 가

계(비율,%)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소 계

광통신 42(78) 3(6) 5(9) 4(7) 12(22) 54(100)

광융합 74(90) 4(4) 3(3.6) 2(2.4) 9(10) 83(100)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광통신MC 회원사 주요 분야는 광능동소자, 광수동소자, 광섬유 및

선로 분야 그리고 광시스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광 스플리터

분야는 광통신MC에서 활동 중인 (주)오이솔루션, (주)피피아이, 우리로

광통신(주), (주)휘라포토닉스 등 4개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 수준

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시장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광응용 MC는

LED, 환경․광촉매, 광학,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광의료, 광계측 등 6개

산업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MC 모두 대다수 기업회원사가 100인

미만, 매출 100억 미만의 중소 영세 기업체로 구성 되어있다.

<표 37> 광통신ㆍ광응용 MC 회원사 규모(`14년 기준)

구 분

기업규모(개사/%) 생산규모별(억원)

중견기업
(500억기준)

중소기업 계 20↓ 20～100 100～300 300～500 500↑

광통신 2(4.6) 40(95.4) 42(100) 21(50) 13(31.1) 6(14.3) 1(2.3) 1(2.3)

광응용 1(1.2) 73(98.8) 1(100)    40(54) 30(40) 3(4.8) 0 1(1.2)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 74 -

C. Ansell et el.이 지적한 초기조건의 불균형 측면을 살펴보면, 참여

회원간 기업 규모적으로 불균형이 있고, 이러한 불균형이 회원사 참여의

민주성과 투명성, 평등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미 구조적으로

불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관계가 생성되어있는 산업현장에서는,

민관 협력관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불균형의 기능적 측면이 있다. 이

론에서는 힘과 자원의 불균형으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곤란할

정도의 왜곡을 상황적 조건으로 한다. 미니클러스터의 초창기는 이러한

불균형이 참여, 신뢰와 협력의 불협화음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 상황 요

인 하에서 회원사간의 불균형이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층면접과 관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정한 상황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년간의 미니클러스터 만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믿

게 되었다는 것. 둘째, 광산업의 산업현안과 맥락36)들이 참여자 간에

협력해야 함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적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호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선도기업과 같은 힘 있는 기업은 리더

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1) 초기 조건의 불균형은 상호이해와 산업현안에 대한 공감, 산업적

맥락이 통한다면, 해당 거버넌스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 전에 국내에 판매할 때에는 서로 예민하고 경쟁하기도 했는데, 

36) 광주 광통신, 광응용 산업 분야가 겪는 현안문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단

순 조립제품 생산의 한계로 인해, 매출, 순이익, 인원고용정체 등, 광주 광산

업의 성장정체. 둘째, 지속적인 원천기술 개발 역량 부족. 셋째, 내수시장

포화와 해외시장개척 역량 부족. 특히 중국 등의 저가전략으로 가격경쟁 심

화. 넷째, 지방 소재로 인한 인력난, 인력유출 등. 특히 광응용 기업들은 주

로 틈새시장 진출을 모색하기에 시장이 다양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이 어려우며, 신시장 진출에 대한 장벽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낮아 신규투자

유치 등의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악순환도 겪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

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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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시장은 안좋은 상태이다 보니, 기업들이 모이는 것도 서

로 힘들어 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있던 업체들이 없어지

기도 하는 과도기 상태입니다. 단지내 기업들한테는 품목들도 틀리

고 하니, 친하게  잘 지내고  협력해서  시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전자 MC 53개 회원기업 중 삼성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대기업

벤더 기업이 10개사에 달하고, 자가브랜드 보유기업은 50개사, 대기업 벤더

이면서 자가브랜드 보유기업은 7개사에 해당된다. 대기업 벤더는 냉장고,

에어컨, 하네스, 모터 납품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다각화의 일환

으로 자동차 용품, 피부미용기, 애완용품, 주방인테리어 용품 등 자체

브랜드 제품도 보유하고 있다. 자가브랜드 보유 기업 50개사 중 스마트

전자 관련 완제품(로봇, 전자측정장비, 소프트웨어 등) 제조기업이 약

50%정도이며 나머지 50%는 배전반, 자동화기계, 모듈제작 기업들로 분

포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업 의존율이 높으며, 자체 브랜드가 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이러한 자체 브랜

드를 보유하려는 경향은 대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에 따라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른 위기의식의 영향도 크다.

<표 38> 스마트전자 MC 회원 현항(`14년 기준)

구분 기업
전 문 가

계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소 계

스마트
전자

53(91.4) 3(5.2) 1(1.7) 1(1.7) 5(8.6) 58(100)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표 39> 스마트전자 MC 회원사 규모(`14년 기준)

구 분

기업규모(개사/%) 생산규모별(억원)

중견기업
(500억기준)

중소기업 계 20↓ 20～100 100～300 300～500 500↑

스마트 
전자

1(1.8) 52(98.2) 53(100) 33(62.3) 12(22.7) 5(9.5) 2(3.7) 1(1.8)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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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참여 인센티브로 정보공유, 정부과제 수행, 네트워크 형성 등의

지원책이 있는데, 스마트 전자 MC 회원사 면접과 관련 자료 수집에서

참여 인센티브의 역할에 대한 한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정부과제

수행과 같은 참여 인센티브가 현재 경쟁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데, 이는

회원사간에 위화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참여 인센티브가 경쟁적으로 주어질 때, 회원사 간의 위화감을

치유하기 위한 제 2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별 회사 이익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도움 주

는 과제 중심의 활동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울 때가 있습

니다.”

       “ 미니클러스터가 이업종 회원간에도 교류하고 융합하는 장이 되

어야 하는데, 참여 업체들이 과제들 얻는데 치중할 경우 아쉬운 부

분이 생깁니다. … 골고루 회원사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볼 수 있는 

그러한 활동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기계 MC의 기업 회원사는 기아자동차 1, 2, 3차 협력업체 및 특

장차업체, 자동차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정밀금형업체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기아자동차의 성장세에 따라 안정적 매출확보가 가능하지만,

기술 지향이 아닌 생산 지향에 따른 생산기지화로, 독자 기술개발 의지

는 다소 부족하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특히 1차 협력업체 대부분은

기아자동차에만 납품 중이기에, 파업 등 원청의 문제 발생시, 기업운영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이 크고, 이 경우 2, 3차 협력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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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산업기계 MC 회원 현황(`14년 기준)

구분 기업
전 문 가

계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소 계

산업기계 104(79) 10(7.5) 8(6) 10(7.5) 28(21) 132(100)

<표 41> 산업기계 MC 회원사 규모(`14년 기준)

구 분

기업규모(개사/%) 생산규모별(억원)

중견기업
(500억기준)

중소
기업

계 20↓ 20～100 100～300 300～500 500↑

산업기
계

6(4.6) 98(95.4) 104(100) 17(16.3) 41(39.4) 34(32.7) 6(5.8) 6(5.8)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산업기계 MC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는 미니클러스터

활동에도 반영된다. 정책과제 보다는 관계 지향적이고, 특히 참여자들은

인맥을 쌓고 정보를 얻기 위한 네트워크에 몰입한다.

     “ 자동차 업종은 특별한 업종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을 광주시 

시내에 파는 것이 아니라 기아차에 납품하는 것이죠. 입찰 상황에서

나 경쟁관계가 되는 거지. 평소에는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 참여하면서 느껴보니, 정보교류를 통해 회사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되기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서로 친해지니 얼

굴을 보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게 되더군요.”

3. 독려적 리더십

C. Ansell et el.(2008)은 정직한 중개자 또는 유기적 리더를 독려적

리더십의 예로 제시하고 그 상황적 조건은 갈등이 높고, 신뢰는 낮은 불

균형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니클러스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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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산업발전, 상생협력 등 공적인 협력 활동을 지향하기에,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상황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혹 활동하

면서 갈등이 생겨도, 미니클러스터라는 공공협력의 장에서는, 기업들 간

에 알아서 조정하거나 스스로 자제한다.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이러한

갈등은 못 느낀다고 답했다. 이러한 자기조정의 원인으로 첫째, 산업단지

에 같이 있어, 언제고 볼 수 있기에 조심한다. 둘째, 동종 업종이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한다. 셋째, 서로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수

년간 하다 보니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됨 등의 답변이 나왔다.

     “ 참여하면서 도움도 받고 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

에서는 해마다 과제를 하고 싶은데, 얘기 듣다 보면 나보다 더 필요

한 기업이 있어, 일부러 신청을 자제하게 됩니다. … 과제하면서 서

류작성에 어려워하는 기업이 물어보면, 내가 서류작성 할 때, 힘들

었던 것 생각하면서, 자문도 해주고 그럽니다.”  

몇 가지 사례와 면담 자료를 제시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연계

하여 이론에서 말하는 정직한 중개자와 유기적 리더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고자 한다. 우선, 산업정책 분야 협의체에 있어서 리더의 형성은 구

조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부분은 고려할 사항이다. 기업회원의 경우,

CEO 또는 임원급이 참여하기에, 기업을 대표하는 만큼, 능동적으로 리

더-팔로워의 관계 형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협의체 밖에서의 비즈

니스 관계가 없는 회원과는 리더-팔로워의 관계 형성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면접을 하면

서 독려적 리더십에 대해 물어봤을 때 자주 반복되었다. 해당 사례의 주

인공들과도 면접을 하여 연구에 반영했다.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통

찰력은 다음과 같다. 두 사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참여자

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리더는, 첫째, 몸으로 체험한 경험과 비전을 가지

고 있다는 점. 예컨대, G기업 대표님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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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가 있고, Y 교수님은 일본 동경대에서 느낀 경험이 그것이다. 둘

째, 이러한 노하우가 환경맥락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G기업 대표

님은 오늘날 광산업에서 해외시장 개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맥락을

알고 있고, Y 교수님은 중소기업 활동에 있어서 산학협력이 활성화 되어

야 한다는 맥락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환경맥락과 일치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였고, 집합적으로도 합리적 결과를 만들고 있다. 특이하게 더

희생하고 봉사하였기에 나오는 ‘고난의 리더십’이 아니라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맥락이 일치함에 따라 나오는, Y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재미의

리더십’인 것이다. 셋째, 발품 파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이다. C. Ansell et el.(2008)이 말하는, 높은 갈등, 저신뢰, 취약한

참여인센티브, 불공평한 권한배분 같은 최악의 상황에 요구되는 유기적

리더는 적어도 위의 세가지 측면의 속성(경험 노하우, 맥락일치, 발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시간을 들여서 기업을 찾고 미니클러스터에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에 손해라 여기지 않습니다. 20여년전 제가 

생각했던 産과 學의 연결에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손해 본다고 생

각하면 재미없는 일이 됩니다.”

(3) 한국산업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리더는 첫째, 현장적인 경험

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둘째, 환경

맥락정보를 잡아내며, 셋째,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유기적 리더의 속성과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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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1

◦ G기업은 사기업이 자사 마케팅 루트를 회원사와 공유하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님에도, 인도네시아시장을 신규로 개척하면서 많은 물량을 발

주 받아와 MC내 타 회원사들과 발주 받은 물량을 요소요소 나누어 진

행하였다.

보통 기업들이 경쟁품목들이 있는데, 저희 광통신 같은 경우, 과거에는 

경쟁품목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수많은 고객

들이 있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오히

려 서로 도움이 되죠. 해외 바이어들이 오면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친한 

기업들한테 고객을 모시고가 부품들도 소개시켜주고 연결도 해주고 하죠,

지역에 뜻 있고 마음 맞는 기업들과 협력해서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도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고객들

을, MC 회원 기업들과 같이 컨소시엄해서 제품 판매까지 연계하는 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좋은 제품공급 컨소시엄과 기업을 찾

고 있기에, 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소시엄 활동으로 

서로 간에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고객사들은 더욱 당사를 신뢰하기에 

협력관계 회사들이 진입하기 쉽고,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출 쪽이

기에 서로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시장도 키울 수 있어 좋습니다. 

고객을 공개한다는 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기업 간 신뢰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외 고객사가 거래에 있어서 매출액, 회사 규

모를 많이 따지니, 규모가 되는 당사가 컨소시엄을 리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광주기업들이 실력이 좋습니다. 또한 제가 오래 봐온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잘 되어야 산업단지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좋

아집니다. 더욱이 저희는 케이블 쪽이고 협력기업들은 부품을 만드는 쪽

이기에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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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2

◦ Y교수는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고 도와준다는 평을 얻고 있다. MC 내에서

도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전문가 간의 브릿지 역할을 잘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참여 회원사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다.

협의체에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일본서 공부할 때, 

일본의 산업 간 관계(산학협력)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서 95년 

본격적으로 산학협력을 이끌게 될 때, 특히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은 70%가 외지 

사람이라, 교수들이 스스로 기업과 사람을 찾아서 산업체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

니다. 해서, 제가 브릿지 역할하고자 노력했고, 여기 저기 발품 팔면서 기업현장

을 다녔습니다. 산학연관이 모일 때, 진정으로 협력하고 협업하기 위해서는 조정

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경대학교 시절, 대학 내 생산기술연구소에 30여개 기업이 들어와서 연구하였

는데, 기술수탁시스템, 산학시스템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 대학의 기술이 그대로 

기업에 이전되어 활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과 친해지려면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기업은 대학불신, 즉, 대학과의 협력은 별 성과도 없고 형식적인 것이 많다고 회

의적이고, 대학교수들은 기업의 요구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서, 상호간에 불

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꾸준하게 그러한 간격을 좁히고, 신뢰를 쌓

고, 협의체도 구성하여, 모임도 갖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지금은, 산학 간의 

협력과 기술이전 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4. 제도적 설계

미니클러스터 운영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규칙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세부관리지침이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이하 사

업관리지침)은 크게 총칙, 산학연협력지원사업, 기업주치의센터사업, 부칙,

사업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은 산학연협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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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MC 활동을 통해 도출된 산학연 공동협

력과제는 기업성장육성사업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MC 운영사업 지침에

따르면 미니클러스터 과제발굴 모임, 기술세미나 등 전문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한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교류회, 친목모임, 정기 회의 등 단순

친목 및 교류회 행사는 미니클러스터 자체 회비로 부담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사업관리지침, 2014: 65).

<표 42> 클러스터사업 세부관리지침 구성(`14년 기준)

◦ 총칙

⇒

- 미니클러스터운영사업

◦산학협력지원사업 - 기업성장육성사업

◦ 기업주치의센터사업 - 글로벌클러스터 교류협력사업

◦ 부칙 - 테마클러스터 구축사업

◦ 사업서식 - 현장맞춤형 특성화 사업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미니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간사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며 미니클러스터 사업

계획 검토, 프로젝트팀 발굴 및 운영 자문, 기타 미니클러스터 운영활성

화에 필요한 사항 자문, 자체재정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사

항 등 미니클러스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MC 정관에는

회원의 분류, 자격, 가입, 권리, 의무, 제명 등의 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

역할, 임기,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이 규정되며, 정기총회는

MC의 최고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며, 정관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미니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을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의 의결정족수로

결정한다(표준정관안, 2015).

면접 결과, 제도적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현장원칙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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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낼 수 있었다. 먼저, ‘최소한의 규칙’이다. MC에 참여하는 기업,

간사, 전문가들의 자신들의 최소한의 규칙을 갖고 있다. 기업은 이익이

고, 간사는 클러스터지침, 정관 등이다. 전문가들에게는 전문적 역할이,

그들의 ‘최소한의 규칙’ 영역이다. 이 영역이 침범 당하면, 무례함(평판의

훼손)을 느끼고, 서로 불편해 지며, 희생한다고 여기게 된다. 네트워킹과

협력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최소한의 규칙 영역은 상대를 대하는 예절로

써 기능한다.

      “ 기업과 단지, 산업의 혁신역량 활성화가 진정한 목표일 텐데, 

보수적이고 관성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존속과 형식에만 몰두하는 것

은 자제해야 한다고 여겨요.” (간사)

     “ 클러스터는 共生과 같은 좋은 취지의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

죠. 근데 기업은 영리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클러스터의 

공동 목표를 사업, 매출액으로 잡는 것은 곤란할 테고, 그러니 정보

공유 등의 상징적인 효과에만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인)

면접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칙’과는 대조를 이루는

영역이 있다. 편의상 ‘협력의 규칙’이라 가칭하고자 한다. 협력의 규칙

영역은 기본적으로 협력의 시너지 영역이자 positive-sum이다. 상대방과

협력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를 만남으로서 알게

되는 상호이해에 기반한 행동규칙 영역이다. 또한 ‘최소한의 규칙’에서

지켜지는 예절이 상대방에 대한 소극적인 존중이라면, ‘협력의 규칙’영역

은 동병상련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적극적

인 존중이다. 이는 ‘최소한의 규칙’영역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 사업을 하다보면 먹고살기 위해서 너무 치열해지고 냉정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쟁관계를 떠나서 동병상련을 할 수 있는 것도 도움

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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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러스터사업이 십여 년간 지속되어 계속적으로 참여하다보니, 

유대감, 지역적 소속감 등이 생겨, 결속력이 무척 좋아지고. 서로 상

대 기업들을 잘 알기에 믿고 협력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

다.” (기업인)

     “ 무엇보다 신뢰, 네트워킹,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노하우는 

인맥, 인간성 등 세세한 부분을 다 알고 있기에 어떻게 엮어야 시너

지가 나오는지도 예견할 수 있고, 과제가 통과 못 했을 경우, 다른 

과제 또는 다른 인맥을 연결하는 등 후속조치까지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노하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 자주 만나다 보니 기업간 상도둑이 지켜지고 사전갈등이 많이 없

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경쟁사하고도 협력하

는 경우가 있고요. 규칙은 최소한의 틀, 범위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

니며,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규칙 

절차는 최소한의 툴로 여기고 상호 존중해 주시죠.” (간사)

(4) ‘최소한의 규칙’을 넘어서는 ‘협력의 규칙’ 영역에서는 상호이해,

노하우, 동병상련 등을 기반으로 협력의 시너지가 생긴다.

‘협력의 규칙’ 영역은 E. Ostrom(1990)이 분석한 커뮤니티의 광범위

한 현장경험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녀는 이러한 현장경험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량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

(E. Ostrom, 윤홍근 외 역, 2010: 50). 그리고 그녀의 제도적 분석틀에

의하면, 실행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타규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

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협력의 규칙에 있어서 제도화에 대한 유의미한

면접이 있다.

     “ 관계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 예의범절 등, 사회 모럴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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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할 수 있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자로서 

기업을 보는 가치, 기업인 간 협력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협력의 기초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인)

     “ 협력에 있어서, 사회와 지역에 공헌하거나 산업 기술적으로 큰 

일을 하겠다는 의욕보다도,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이러한 면접의 취지들은 최소한의 규칙 영역(수준)이 아니라 협력의

규칙 영역(수준)이다. 협력의 영역에 있어서 사회공헌의지, 기업가 정신,

노하우 등은, 기존의 제도화와 평가체계로는 정량화 할 수 없고, 그 소요

비용도 크다. 그러나 E. Ostrom의 강조한 대로, 다년간의 경험과 광범위

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는 이러한 것을 가늠할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다. 협력의 영역은

positive-sum의 영역이자, 동병상련, 상호이해, 경험노하우를 기반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역 외부 주체에 의해 제도화하기 어렵고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인용한 면접에서처럼 기업모럴을 위한 의지의 표명과 제도

화, 평가에는 지역 커뮤니티의 경험을 기반하여야 한다. E. Ostrom

(1990)은 공유자원관리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조건부적 자기 다짐은 상호

감시의 동기를 강화시키며, 이러한 상호감시는 지역 커뮤니티가 저 비용

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그 조건이 지켜지는지 아닌

지를 커뮤니티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

다. 공공재에 있어서는 비몰입에 따른 정책성과 격감 등 공유자원의 고

갈과 남용에 준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Zero-sum이 아닌 Positive-sum성격인 공공재의 협력 규칙 영역은

감시가 아닌 긍정적 인센티브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가 정

신, 노하우 등이 지역 협력 거버넌스 내 또는 커뮤니티 내 기여했다는

정성적인 평가 등을 커뮤니티의 경험에 기반하여 효율적, 민주적,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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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거버넌스의 동력을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협력적 과정

광주 미니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동유형과 공식적인 활동실적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 클러스터사업 네트워크유형별 활동실적(`14년 기준)

유형
구분

정책
설명회

기술세미나
발표회

과제발굴
해결논의

평가
위원회

정기
회의

교류회
지원기관
협의회

기타 계

광통신 6 18 44 - 41 7 16 - 132

광응용 9 9 14 - 23 6 11 137 209

스마트전자 4 7 18 - 17 3 - 127 176

산업기계 20 32 - - - 135 - 187 374

출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고자료, 2014 재인용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불확실한 결과를 감내하고 의사결정에 따

른 책임을 져야 하는 ‘몰입의 딜레마’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넘어서야 성공적인 협력 거버넌스로 이어질 수 있다. 면접에서도 이러한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

     “ 해당 미니클러스터는 물리적으로 (협력의) 장은 마련되었지만, 화

학적으로 그러한 장을 풀어내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미클 임원으로써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

를 하고자 하나…” (기업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를 넘는 협력 거버넌스적 전략으로

Smallwins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그 맥락

적인 지식과 실증적인 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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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 결

사익 추구가 당연한 산업현장에서, 그것도 중소기업인들에게 공공성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소모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적인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증거가 분명 존재하고, 지역이 산업정책의 핵으로 등장함에 따라,

효율적인 민관 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만큼,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민관협력 협의체, 미니클러스터라는 독특한

사례를 연구 분석단위로 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심층면접과 관련 보고서

등 자료원을 활용하고, C. Ansell et el.의 협력 거버넌스 이론 모델을 분석

틀로 하여, 광주의 4개 미니클러스터를, 이론의 주요 변수인 초기조건, 독

려적 리더십, 제도적디자인, 협력적 절차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현장의 민관 협력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4개 상황이론적 전

략 패턴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1) 초기 조건의 불균형은 상호이해와

산업현안에 대한 공감, 산업적 맥락이 통한다면, 해당 거버넌스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2) 참여 인센티브가 경쟁적으로 주어질 때, 회원사 간의 위

화감을 치유하기 위한 제 2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산업정책의 협력

적 거버넌스에서 리더는 첫째, 현장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둘째, 환경맥락정보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최소한의 규칙’을 넘어서는

‘협력의 규칙’ 영역에서는 상호이해, 노하우, 동병상련 등을 기반으로 협력

의 시너지가 생긴다.

C. Ansell et el.(2008)은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분석 말미에 주요 변수들

을 관통하는 원리변수로, 시간, 신뢰, 상호의존성으로 제시하고, 신뢰와 상

호의존성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하며, 협력 절차를 통해 양자는 긍정적으

로도, 부정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당 이론을 활용해서 한

국적 산업현장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한 만큼, 긍정적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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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호의존성을 쌓을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 주목해야 할 변수로서, 동

병상련, 환경맥락, 리더, 협력의 규칙 4가지를 성공적인 협력 거버넌스에

이르는 지름길 원리로 제시한다. 이 변수들의 상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양적, 질적 연구가 분명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소한의 연구책임

성에 부응하고자, 동병상련, 환경맥락, 리더, 협력의 규칙 간의 메커니즘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뜻에서 Smallwins전략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을 이어지는 별도의 장으로 논하고자 한다.

제2절 근거이론 : Smallwins 전략

1. 개념과 범주의 도출

C. Ansell et el.(2008)는 적대적인 사전 갈등이 존재하고 신뢰형성을

위해 장기간의 노력비용이 필요한 악조건일수록 Smallwins를 가져오는

중간성과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C. Ansell et el., 2008: 561). 높은 신

뢰형성 비용은 성장 지향의 한국 산업정책이 겪는 고민거리이자, 협력

거버넌스 전략 사용에 있어서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인 만큼, 시작부

터 연구문제 프로토콜에 Smallwins전략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한국

적 상황에 적응하여 이론적 통찰력을 얻는다. 둘째, Smallwins 전략의

맥락적 지식과 실증적 이론을 도출한다. 목적을 고려하여 각각, 사례조사

와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이 사용되었고 자료수집, 기록, 분석, 해석의

질적 연구수행에 있어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례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찰적 지식들을 통해, 근거이론적 연구에서 겪게 되는

‘이론적 포화’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 할 수 있었으며, 개방코딩, 주축

코딩, 선택코딩 등 질적자료 분석에 있어서 최대한 과학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코딩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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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 범주화, 핵심범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미니

클러스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들 중심으로 재검증을 받는 등 최대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다층적인

자료수집이 되도록 간사, 전문가, 기업인, 세 가지 부류 참여자를 대상으

로 면접자료를 수집했다. 그 결과 21개 개념에 6개 범주가 도출될 수 있

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극도로 합리적인 존재이다. 인터뷰에 참여

하는 간사, 기업회원사, 전문가가 체험하는 바요, 우리의 상식과도 정합

된다.

      “ 남는 것 없이는 절대 기업들 안 옵니다. 얻을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납니다.” (간사)

      “ 기업은 무엇을 하든 간에 이익을 내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기업인) 

      “ 기업은 이익이 없으면 안 쫓아갑니다.” (기업인)

이러한 기업이 네트워크와 정보획득, 그리고 협력에 집착하는 상황이

인지된다면, 거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심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인과적, 맥락적, 매개적 조건과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맥을 잡아 낼 수 있다.

중심이 되는 ‘협력의 문턱’ 범주는 네트워크와 정보를 얻기 위해 촉각

을 곤두 세우고, 몰입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또한

관망하거나, 위화감을 느끼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이 문턱 앞에서 서

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모임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양상이 ‘협력 도전’

과 ‘사익추구’를 양 극단으로 하여 벌어진다. 즉. 이러한 문턱의 생성은

C. Ansell et el.이 말하는 몰입의 딜레마와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공공재

속성에 귀인한다. 문턱을 넘으면 좀 더 진화되고 깊이 있는 협력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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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경쟁에 따른 심리적 위축 또는
뒤쳐질 것 같은 위기감

불안감 불확실한
환경

(인과적 조건)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네크워크와 인맥
축적 등 노력하는 활동

활로모색

산업단지라는 입지공간과 업종공간을 같이 함에 따라,
교류나 인식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인지되는 연관성

직간접
상호성 공간의 힘

(맥락적 조건)상대방과 접촉함에 있어서 현 관계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가치, 지침 또는 그것의 인식

최소한의
규칙

희생의 위험함을 무릅쓰고 더 큰 목적을 위해
협력활동에 도전하는 것

협력 도전

협력 문턱
(중심 현상)

협력에 몰입함으로서 갖게 되는 책임감 또는
결과수용의 부담감

몰입의
딜레마

집합행동에 있어서 개인 이익을 챙겨가는 합리적
회원사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

위화감

집합행동에 있어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활동 사익추구

보수적이고 비능동적인 참여자 관망하기

반복적인 접촉과 활동으로 참여자간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

상호 이해

동병상련
(매개적 조건)

지속적인 접촉으로 타 참여자와의 관계가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확장된 것

관계 진화

서로 어려운 만큼 조금씩 희생하거나 힘을 보태자는
태도

십시일반
마인드

반복적인 참여 활동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정책 숙련

어가는 길에 올라서지만, 넘지 못하면, 협력은 피상적인 또는 흉내내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 Smallwins

전략이다. 한 끗이 부족한 협력의 문턱 상황에 마중물의 기능을 한다. 물

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이 나오게 되는 맥락

적, 매개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개방코딩을

통해 나오게 된 개념들과 범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념과 범주들에 대한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자료분석 과정과

주축코딩을 통해 주요 범주들간의 상호연관성 역시 다음과 같이 분석되

었다.

<표 44> 개방코딩: 면접 자료에서 도출한 개념과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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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거나 희생, 봉사하는
참여자

서번트
리더의 등장

Smallwins
(전략적 행위)

운영, 감시 등에 평판정보를 활용하는 것
간접상호성
응용

맥락(참여동기, 상호의존)을 고려하여 참여자간 유사한
분야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맥락 찾기

불균형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선도기업이나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모방하고자 하는 태도

학습과 모방

최소한의 규칙을 넘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일궈내고자 하는 규칙영역

협력의 규칙

지속적으로 협력 몰입(신뢰)이 커지고 의존(친밀)이
높아지는 것

몰입과 의존:
신뢰와 친밀 선순환

역량진화
(결과1)협력활동의 성과물 및 중간성과물을 자기 전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내면화

협력활동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인식

실망
악순환:

일회성이벤트
(결과2)

[그림 17] 주축코딩: 범주간 관계

2. 불확실성 속에서 협력문턱으로 : 중심현상

1) 불확실한 환경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산업별 미니클러스터’는 모두 불확실한 환경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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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경쟁에 따른 심리적 위축 또는
뒤쳐질 것 같은 위기감

불안감 불확실한
환경

(인과적 조건)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네크워크와 인맥
축적 등 노력하는 활동

활로모색

고 있음을 자료원을 통해 알 수 있다. 광통신ㆍ광융합 MC는 국내 내수

시장 축소로 성장 정체를 겪어 해외시장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스마트전자 MC는 그간 지역의 안정된 수요처였던 삼성전자 및 동부대

우전자가 현지화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내 생산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자

체 브랜드 등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산업기계는 상대적으로는 안정적

인 기아자동차 중심의 수급처가 있지만, 낮아지는 마진, 단일 거래처에

따른 경영불안감이 상존해 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지

역에 있다 보니, 국내외 경쟁 환경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활로모색’

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주변 정세 정보와 네트워크

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 이제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대기업만 바라보고 사업하

기에는 부족하고, 다변화도 필요하고, 정보도 찾아야 하니, 그런 의

도에서 참여합니다.”

<표 45> 인과적 조건 : 불확실한 환경 

2) 협력 문턱

면접을 통해,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산학연관 만큼이나, 참여에서

협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협력인식의 정도에는 많

은 차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이기적 동기를 쫓아 회사에 도

움 되는 정책지원과제에만 몰입하는 회원사에 위화감을 느끼는 참여자도

있고, 정책적 참여와 협력기여에 부담을 느끼거나, 관망하는 참여자도 있

다. 또한 협력 관계를 진화시켜 협의체를 벗어나 참여자 간 더 깊은 관

계에 있는 참여자들도 있다. 사익추구와 협력도전을 양 극단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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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대한 도전과 후퇴가 반복되는 이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첫

째, C. Ansell et el.(2008)이 지적했듯이, 협력 몰입에 따른 결과수용에

대한 부담감이 같이 하는 ‘몰입의 딜레마’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

해 참여자는 희생과 비용을 무릅쓰고 협력에 도전하기도 하고, 합리적

선택에 기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몰입함에 따른 책임에 부담을 느끼

는 멤버는 관망하기도 한다. 둘째, 참여 회원 간의 직간접인 상호영향이

다. 특히, 미니클러스터가 10여 년간 유지되면서, 협력 몰입하는 참여자와

그렇지 못한 참여자 간에도 지속적으로 뒤섞임에 따라, 공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에서, 협력기여 없는 사익추구 몰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

각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참여자들이 상

호작용하는 이 단계에서의 역동성이다. 모든 참여자들은 참여 동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들의 충돌과 협력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협의체가 소

화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자칫, 협의체의 주도를 갖

고 있는 중개기관이, 이러한 초기단계에서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협

력을 진화시키거나 정책목적에 적합 되는 참여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협

의체의 모멘텀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C. Ansell et el.(2008)은 초

기조건의 불균형 요인에서, 불이익 받는 참여자를 위한 권한이양과 대변

전략을 통해 다수가 거버넌스에 참여하여야,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거버넌스 형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E. Ostrom은 커뮤니티의 역량

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속될 수 있는 제도라 강조했다. 중개

기관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성

을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커뮤니티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으로 강구하고, 참여자들의 동기를 소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협력 거버

넌스 조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한 단계의 협력으로 나가기 위한 진통이 시작되는

이 단계는 진통이 크면 클수록 협의체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중심현상으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몰입의 딜레마, 협력 도전,

위화감, 우물안 개구리, 사익추구, 관망하기의 개념이 포함되는 이 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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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볼 수 있는 위험함을 무릅쓰고 더 큰 목적을 위해
협력활동에 도전하는 것

협력 도전

협력 문턱
(중심 현상)

협력에 몰입함으로서 갖게되는 책임감 또는
결과수용의 부담감

몰입의
딜레마

집합행동에 있어서 개인 이익을 챙겨가는 합리적
회원사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

위화감

지역 또는 업종 이해관계에만 국한되어 협력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상태

우물안
개구리

집합행동에 있어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활동 사익추구

보수적이고 비능동적인 참여자 관망하기

‘협력의 문턱’으로 범주화 했다. 이 단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참여

자간 상호작용과 커뮤니티역량, 다양성 수용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 해당 미니클러스터는 물리적인 모임의 장은 마련되었지만, 화학

적으로 그러한 장을 풀어내는 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해당 미클 임

원으로써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자 합

니다” (협력도전, 몰입의 딜레마)

     “ 동종업종 간 선의의 경쟁이라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

나 정말 핵심적인 것은 서로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권 교류

로 확대해야 이 우물안 개구리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광

역권 교류가 자극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 미니클러스터가 이업종 회원 간에도 교류하고 융합하는 장이 되

어야 하는데, 참여 업체들이 과제를 얻는데 치중할 경우 아쉬운 부

분이 생깁니다.” (위화감)     

<표 46> 중심 현상 : 협력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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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의 문턱을 넘어 선순환으로 : 적응

협력의 문턱에서 도전과 후퇴를 반복하다 보면, 맥락적 조건(공간의

힘)과 매개적 조건(동병상련)이 개입하는 상황 아래에서 Small wins

전략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더 깊은 협력과 상호작용이 이뤄진다. 그

결과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대립되는 결과가 있기에 Small wins 전략의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공간의 힘

협의체 참여자들이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기에 일차적으로 지리적인

공간이 존재한다. 또한, 비즈니스의 영역에 있기에 산업가치사슬과 분업에

따른 수직적 위계에 따른 업종공간도 존재한다. 면접을 통해 이러한 동일

공간으로 인한, 심리적인 동질감과 공간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종

업종간 이해, 현안사안에 대한 공감 등 직간접의 상호성이 생성되고, 이는

협의체 활동에 있어서 참여자의 행위와 이해관계의 조율,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동일 공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맥락적 사

실은 최소한의 규칙37)의 인지와 준수를 강화시켜, 협의체의 행동규칙과 참

여자에 대한 소극적인 존중이 유지되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간접

상호성, 특히 간접상호성인 평판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규

칙이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정책적인 의의가 있을 수

있다. E. Ostrom은 행위상황과 행위자에게 영항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작동규칙으로 경계규칙을 제시하

였으며, 이는 ‘공간의 힘’ 범주의 메커니즘과도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동종업계 위주로 만나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고 현안관련

37)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역할과 관련되는 ‘최소한의 규칙’에 대해서는 본 논문

83-84p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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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라는 입지공간과 업종공간을 같이 함에 따라,
교류나 인식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인지되는 연관성

직간접
상호성 공간의 힘

(맥락적 조건)상대방과 접촉함에 있어서 현 관계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가치, 지침 또는 그것의 인식

최소한의
규칙

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물론 경쟁되는 업종이 있어, 경쟁의식을 느

끼기도 합니다.” (직관접 상호성) 

     “ 서로 공유하지 않아야 할 정보는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

한 정보만 공유합니다.” (최소한의 규칙) 

<표 47> 맥락적 조건 : 공간의 힘

2) 동병상련

동병상련은 Small wins가 발현되는 데 있어서 매개적 조건 역할을 한

다. 면접에서 동병상련이 강할수록 Small wins 전략은 참여자간에 자연스

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병상련의 근원적

인 이유는 동종 업종과 근접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를 알게되는 상호이해

에 있음이 파악된다. 시간이 흐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이해가

진행 되면, 더욱이 공간이라는 맥락적 조건이 더해지면, 십시일반의 마인드

가 생기고, 더불어 반복 참여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정책

숙련과 관계의 진화가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병상련의 마음은 C.

Ansell et el.(2008)이 이야기한 상호이해(shared understanding)와도 맥

락적으로 이어진다. 신뢰가 기반이된 상호이해38)는 협의체의 투명한 절

차 등에 상부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의존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활

용하는데 기능한다. 따라서, 협력 거버넌스의 전략적 측면에서 상호이해

와 정책숙련를 심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이러한 동병상련의 마음과

관계 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C. Ansell et el.(2008)이 제시한

상호의존성의 발굴 및 인식의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

38) 본 연구 [그림 11] 협력 절차 몰입과 관련 변수 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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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접촉과 활동으로 참여자간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

상호 이해

동병상련
(매개적 조건)

지속적인 접촉으로 타 참여자와의 관계가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확장된 것

관계 진화

서로 어려운 만큼 조금씩 희생하거나 힘을 보태자는
태도

십시일반
마인드

반복적인 참여 활동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정책 숙련

     “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기에 동병상련의 공감대를 느낍니다. 산업

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동종사업을 함으로 지역사회에 큰 이슈

가 있어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상호이

해, 십시일반, 관계진화)

     “ 우리 일 많으면 그 쪽 회사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쪽 일이 많으면 
우리가 도와 줄 수도 있더라고요.” (관계진화)

 
     “ 지역의식, 멤버의식,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죠, 경쟁사 

보다는 협력사들이 많고요, 실보다 득이 더 많기에 참여하고 돕는 
것입니다.” (십시일반마인드)

<표 48> 매개적 조건 : 동병상련

3) Smallwins

본 연구에서 Smallwins의 이론적 특징39)을 상호이해, 맥락이해, 중간

성과물, 효율성, 학습과 모방, Positive-sum 보상체계로 요약한 바 있다.

Smallwins라는 개념은 상황조건적이기에 환경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정

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을 한국 산업단지산업현장의 민관

협력 협의체에 적용하여 맥락적 지식과 실증적 이론을 얻고자 근거이론

39) 본 연구 <표 16> Smallwins의 이론적 특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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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중심현상인 ‘협력 문턱’

의 작용 및 반작용(전략적 활동) 범주로서 ‘Smallwins’를 맥락적으로, 실

증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

넌스 이론의 변수별로 Smallwins 범주의 개념들을 분석 정리하고자 한

다. 우선, 독려적 리더십 변수에 있어서, 서번트 리더의 등장이다. 면접자

들의 다수가 리더로서 인정하는 참여자는 경험에 근거하는 노하우를 가

지고, 산업현황과 맥락을 알며, 솔선수범하고, 발품 파는 서번트 리더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서번트 리더는 정책숙련과 상호이해가 높아

짐에 따라,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협의체와 타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

하고 돕는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산업정보, 정책정보, 인맥정보들은 타 회

원사들에 공유되어, Smallwins 범주의 ‘학습과 모방’, ‘맥락잡기’ 개념을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제도적 설계 변수에 있어서, 간접상호성인

평판 정보의 활용이다. 면접을 통해, 미니클러스터의 운영진과 중개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간사들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할

참여자 파악에 평판정보를 활용하기도 하며, 이는 MC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관계자들에게는 노하우로 축적되어, 운영상 소요되는 유무형의

비용들을 경감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평판정보는 지역의

커뮤니티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형식적인 참여자, 태만한 과제수행자 등

을 사전적, 예방적으로 파악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셋째, 협력적 과정에 있어서 ‘협력의 규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참여자들이 협력 추진에는 모멘텀이 필요

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멘텀을 위해, 협력의 규칙

(수준) 영역에서의 Positive-sum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터뷰

내용40)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사익을 넘어 협력

시너지의 창출에 기여한 참여자를 지역 커뮤니티의 역량을 통해 민주적

으로 투명하게 선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협력 몰입을 독려하는

인센티브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40) 협력의 규칙과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 83p-85p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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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거나 희생, 봉사하는
참여자

서번트
리더의 등장

Smallwins
(전략적 행위)

운영, 감시 등에 평판정보를 활용하는 것
간접상호성
응용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단지 산업정책의 민관 협력에서 나타나는

Smallwins의 개념은 ‘많은 참여자가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해당 범주에는

서번트 리더의 등장, 간접상호성 응용, 맥락잡기, 학습과 모방, 협력의

규칙 등 하위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클 운영위원회는 (현장 경험과 정보가 있기에) 해당 기업이 

R&D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네트워크 관심도 없고 과제만 받아가는 회원

사의 평판 정보가 공유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사전 실사와 평가를 

꼼꼼히 하게 됩니다.” (간접상호성 응용)

     “ 여기서 노하우는 지침에 나와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지침에 

없는 노하우입니다. 서류상의 자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인맥, 인

간성 등 세세한 부분을 다알고 있기에 어떻게 엮어야 시너지가 나오

는지도 예견할 수 있고…” (노하우, 맥락잡기) 

     “ 수주를 받아서 나누어서 하는 데도 있고, 부품을 공동으로 구매

할 경우 싸게 구매가 가능하고, 고객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광 

부품은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업체 자력으로 혼자

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기술도 같이 하거나,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 협력의 규

칙)

<표 49> 전략적 행위(작용ㆍ반작용) : Smallw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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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참여동기, 상호의존)을 고려하여 참여자간 유사한
분야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맥락잡기

불균형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선도기업이나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모방하고자 하는 태도

학습과 모방

최소한의 규칙을 넘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일궈내고자 하는 규칙영역

협력의 규칙

정 의 개 념 범 주

지속적으로 협력 몰입(신뢰)이 커지고 의존(친밀)이
높아지는 것

몰입과 의존:
신뢰와 친밀 선순환 :

역량진화
(결과1)협력활동의 성과물 및 중간성과물을 자기 전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내면화

협력활동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인식

실망
악순환:

일회성이벤트
(결과2)

4) 결과 : 선순환과 악순환

면접을 통해, Smallwins 전략은 선순환 또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산업단지 산업정책에서의 민관 협력이 충분

한 상호이해와 올바른 산업맥락을 잡게 되면 선순환으로 이어져 몰입,

상호의존성의 인식, 협력성과 내면화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악순환으로 흐른다.

     “ 경쟁 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오히려 수직적인 협력관계 

와 보완관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제품을 만드는데, 참여

회원사 중, 부품 레벨의 협력기업이 나와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뢰와 친밀)

     “ 행사진행 위주의 생각은 경계해야 함. 지원기관에서 나오는 분들

도 관성에 젖을 경우 본인들이 역할이 모호해 져서 참여가 소극적이 

될 수 있음.” (실망, 일회성 이벤트)

<표 50> 결과 : 선순환과 악순환



- 101 -

4. 핵심범주와 스토리 라인 : 선택코딩

주축 코딩을 통해 얻은 범주들간의 상호연관성과 맥락적 지식을 심화

시켜서, 선택 코딩에서는 핵심 범주들 간의 차원이 높고 깊이가 있는 스

토리 라인을 뽑고자 한다. 협력문턱, Smallwins, 공간의 힘, 동병상련의

소수의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스토리 라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지역의 산업거버넌스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쟁 속에서 네트워크

쌓기와 정보 얻기에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인과의 협력 문턱을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동병상련에 기반하는

Smallwins적 관계에 진입하기도 하고, 협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책

과제 등 사익추구에 몰입되거나, 관망하는 상황에 머물기도 한다.

협력의 문턱을 넘었을 때, 즉 관계가 진화되었을 때, 입지적, 업종별

공간의 동일성에서 오는 직간접 상호성과 접촉 속에서, 참여자간에 최소

한의 규칙과 예절을 지키고자 하며, 이는 참여자를 인격체로써 대우하고

의견에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만든다.

더불어 상호이해, 정책숙련, 도우려는 십시일반의 마음이 커지면서 관

계가 진화하면, 서번트 리더십이 창발하게 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기업

인, 간사들 중에서 이러한 리더십이 등장한다. 이 서번트 리더들은 고객,

을 공유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정책숙련 등을 위해 시간을 내서 학습을

시켜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Smallwins의 맥락적인 정의를 이끌어 내자

면, 작은 노력으로 모두가 공유하는 큰 것을 만드는 것이 Smallwins라

해석 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공유는 단지 인프라를 함께하는 차원이 아

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시장과 관계를 키우고, 진화시킨다는 의미를 내포

한다. 이 단계에서는 평판 정보인 간접상호성이 중요해지고, 맥락을 잡아

서 참여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신뢰와

몰입이 이뤄지고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선순환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간 평판이 악화되거나 맥락을 잘못 잡을

경우 악순환적인 거버넌스(일회성 이벤트)로 평가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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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력문턱을 넘도록 지원하는 정책, 서번트 리더들이 맥락을 잡고 몰

입 할 수 있는 기제의 마련 등이 중요하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C. Ansell et

el.(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이 한국의 산업정책과 어떠한 부분에서

합치되고 괴리되는지. 둘째, 해당 이론에서 밝혔듯이, 사전갈등이 높고 신

뢰구축에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악조건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Smallwins

가 어떠한 작동메커니즘을 갖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민관 협력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광주산업권 4개 미니클러스터(광통신, 광응용, 스마트전자, 산

업기계)가 연구의 분석단위가 된다. 연구기간은 `13년부터 `14년 2개 연도

를 대상으로 했으며, 자료원은 면접, 심층면접, 실적보고서 등 관련 문헌자

료와 언론자료 등을 활용했다. 전자의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사례연구 방법

을, 후자의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10여 년

간 산업집적지에서 유지되어온 민관 협력 거버넌스, 미니클러스터는 독특

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지방이 산업정책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상향식

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역 산업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만큼,

협력적 거버넌스의 절차적, 기능적 전략과 작동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의의도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우

선, 사례조사를 통해 다섯 가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초기 조건

의 불균형은 상호이해와 산업현안에 대한 공감, 산업적 맥락이 통한다면,

해당 거버넌스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2) 참여 인센티브가 경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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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질 때, 회원사 간의 위화감을 치유하기 위한 제 2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산업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리더는 첫째, 현장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둘째, 환경맥락정보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최소한의 규칙’을 넘어서는 ‘협력의 규칙’ 영역에서는 상호이해, 노하우, 동

병상련 등을 기반으로 협력의 시너지가 생긴다. Smallwins전략에 대한 근

거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범주간의 스토리라인을 도출하

였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접촉 및 충돌되는 협력적 산업 거버넌스에서,

경계가 한정되어있는 동일한 산업공간에 있고, 참여가 반복될수록

Smallwins 전략적 적응과 상호작용이 보여 진다. 특히 상호이해와 정책

숙련이 높아질수록 서번트 리더십적인 요소와 희생(최소한의 규칙 어기

기)이 생기고 선순환적인 거버넌스로 이어질 수 있으나, 맥락을 잘못 잡

을 경우 악순환적인 거버넌스(일회성 이벤트)로 평가될 수 있다.

정책적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조건의 참

여자간 힘과 자원의 불균형을 활용하기 위해, 상호이해 독려 그리고 현안

과 산업맥락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 협력 거버넌스에서 참여 인센

티브가 Zero-sum 형태로 주어질 때, 위화감을 완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하

다는 점. 셋째, 협력 거버넌스의 리더가 도출될 수 있는 요인, 경험노하우,

환경맥락,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해로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넷째, 협력의 규칙에 있어서 제도화, 평가는 지역 커뮤니티의 역량 즉, 참

여 회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이때는 Positive-sum적인 인센

티브 기제를 마련한다는 점. 다섯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몫을 키워나가

는 Smallwins가 발현되는 맥락을 이해하여 협력의 문턱을 넘도록, 그리

고, 서번트 리더들이 맥락을 잡고 몰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제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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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한계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한국의 산업정책적 상

황에 적응하여 이론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진척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초기조건의 불균형적 상황은 참여자간

상호이해와 공감대 형성, 상황맥락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참여 인센티브가 참여 회원사간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기에,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한국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리더는

비전, 환경맥락, 서번트 리더십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협력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칙을 늘리는 것 보다 Positive-sum의 협력시너지를 증

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다섯째, 참여자간의 동병상련(상호이해)과

정책숙련이 증가할수록 유기적 리더가 나오고 선순환 거버넌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C. Ansell et el.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한 본 연구가 발전국가

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한국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협력 거버넌스적 실천전략

에 주는 전략적 의미도 모델의 변수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조건변수에 있어서 참여자간의 힘과 자원의 불균형을 직

접적으로 해소하는 전략이 산업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

이다. 오히려 불균형에서 오는 다양성이 거버넌스의 추진력이 되고, 대기

업-중소기업, 선도기업-벤처기업 간의 협력의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불균형은 직접적인 억제전략 보다도, 상호이해를 독려하고, 지역현안

과 산업맥락의 파악계기 마련 등의 간접적 전략을 통해 불균형 해소를 넘

어 활용하는 단계의 협력으로 진화하는 것이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산

업 거버넌스 전략으로 바람직하다. 둘째, 참여인센티브 마련과 제도적 설

계 측면에 있어서, 해당 거버넌스와 커뮤니티의 노하우와 평가역량을 활용

하는 것이 효과적인 협력 거버넌스 전략이라는 점이다. 경쟁적으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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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참여인센티브는 정부와 시장 주도의 거버넌스에서는 적합할 수 있지

만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인센티브 기제로는 부족

하다. Zero-sum의 경쟁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positive-sum의 역동적인

인센티브가 거버넌스의 동력과 가치를 진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는 지역

커뮤니티의 노하우와 암묵지가 투입되어야 효과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지

역 산업현장의 커뮤니티는 평판정보와 산업맥락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거버넌스의 추진에 기여한 자, 산업공생에 기여한 자를 판단할 수 있

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투명하

고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Smallwins 전략의 맥락과 이론을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도출했

다.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 변수에 있어서도 효과이고 선순환 몰입

이 이뤄지는 제도 설계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평판정보, 평가 역량

을 활용하고 동일 공간에 있어 상호이해, 동병상련, 정책숙련이 커지면 서

번트 리더와 협력의 규칙이 생성된다는 Smallwins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

요하다.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독려적 리더가 가져야 할 속성은, 현장

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비전, 환경맥락정보의 이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리더가 발현될 수 있는 정책적 지

원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 거버넌스에 있어서 다수의 서

번트 리더들의 기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리더가 정책과 해당 거버넌스

의 추진재원이 된다.

연구가 지닌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질적연구인 사례연구

와 근거이론을 활용 했기에 구체적 인과관계와 실증에 있어서 양적연구가

후행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표집된 사례의 양과 질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

제이다. 이는 근거이론의 ‘이론적 포화’의 문제하고도 연계된다. 주어진 제

약 속에서 최대한 연구 방법이 요구하는 객관성과 과학성의 수준을 맞추

고자 노력했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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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담조사 양식

1. 면담자 일반 현황

- 기업일반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현황 조사자료 활용

- 기관일반현황은 ALIO 및 인터넷 자료 등 활용

- 광주와 산업단지 향후 경기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2. 초기 조건

- 해당산업의 열위요소 극복에 미니클러스터 참여 및 활동

이 도움이 되는가? 열위요소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 제

도, 상호작용적 과제가 있다면?

- 클러스터 사업 참여 동기는 어떠하며, 참여인센티브에 만

족하는지?

-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간 협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사전

갈등 또는 협력의 경험이 있는가?

- 참여독려 및 기업협력의 초기 신뢰비용을 낮추는 측면에

서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기여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떠

한 기여인가?

3. 독려적 리더십

- 현 미니클러스터의 운영진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 미니클러스터와 서브미니클러스터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리더십이 있는지? 그 특성은 어떠한지?

4. 제도적 설계

- 미니클러스터에는 여러 수준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의 이익 추구의 장단점은 어떠하다고 보는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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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 미니클러스터의 참여와 몰입을 높이는 메커니즘(규칙, 절차)

이 있는지? 이를 위한 현안과제가 있는지?

-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 기관들이 가져야할 책임성이 있

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5. 협력과정

- 미니클러스터 참여경험이 귀하와 귀사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 당장의 기업현안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협력과

상호이해를 위한 시범사업추진과 활동 등에 대해 어떻게

여기시는지? 사례가 있는지?

- 미니클러스터 참여자간 협력의 잇점은 무엇인지? 장애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국내외 경쟁적인 산업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단지라는 입지

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산학연관의 한 주체로서 ‘협력가치’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 중간성과물/성과물

- 미니클러스터 활동의 성과물(사회적 자본)은 무엇인지?

장애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 협력의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기업과 해당

산업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현안과제 또는 방향성이

있다면?

(인적자본/경제 사회정치/산업문화/협력적 거버넌스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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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Mechanism of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Industrial Policies

(Focusing on the Mini-Cluster Case of

Industrial complexes in Gwang-Ju)

Lee Gil Ja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analysing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local industrial policies based on C.

Ansell & A. Gash’s logical model and its variables: Starting

conditions, Institutional design, Facilitative leadership, Collaborative

process, and Outcomes. Second, grounded theoretically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its operation mechanism of “small win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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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del as a governance strategy adaptable to high conflicts-low

trust situation. This study can give prescriptive, procedural, and

practical strategies to Korean industrial policy. Korea has been

suffering after-effects from development-state policies such as

weakening of central control and lack of industry-political

performances.

The objects of this study is “mini-cluster(abbreviated by MC)”,

which are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roups with the linkage of

IndustryAcademia as part of implementing ‘Innovative Clusters of

Industrial Complexes’ programs. There are about 70 industrial MCs

all over the country. The exact unit of analysis is four MCs in the

Gwang-ju industrial complexes: Optical communication, Light

application, Smart electronics, and Industrial Machinery. This study

uses two methods: case-analysis and grounded theory through 27

interviews of stakeholders in the MCs and searches of relevant

literatures.

The pattern results of Case-study are as follows: (1) Imbalances

of a Starting condition factor can give power to the governance

under the condition of shared understanding, sympathy on industrial

issues, and grasp of industrial context. (2) Extra efforts to cure

disharmony among stakeholders are needed in case incentives to

participate are given competitively. (3) Features of a leader approved

in the current Korean industrial settings are visions based on

experience and knowhow, ability to grasp the context information, and

servant leadership. (4) Rules for collaboration synergy are needed.

They are based on shared understanding, know-how, sympathy and

so on.

Storylines among core categories extracted from gr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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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approaches on ‘Small-wins’ strategy are as follows:

Smallwins-method strategies and interactions are shown remarkably

more under the condition of same spaces, repetitive participation in

the collaborative industrial governance. Especially, the more

stakeholders understand each other and the policies, the more servant

leadership and sacrifice elements are emerged. However, in case of

following wrong situational context, collaborative activities can be

understood just temporary events : vicious governanc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or

overcoming and improving the power and resource imbalances, the

groups have to take more efforts to facilitate shared understanding

and grasp industrial contexts and issues. (2) Extra efforts to cure

disharmony among stakeholders are important in case incentives to

participate are given competitively. (3) For maximizing political

performances, understanding main factors of the emergence of the

servant leadership in the governance is needed (4)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evaluation of rules for collaboration synergy,

using community abilities such as participants’ hands-on experience,

know-how, and tacit knowledge, are effective and useful. The

features of the rules are positive-sum (5) Policymakers and executors

have to understand context of smallwins emergence and take efforts

to politically support participants in the governance to step over

threshold for collaboration and servant leaders to be absorbed in the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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