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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論

科學技術團地(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는 科學公園(scinece park) , 鼎究公園

(research par k) , 技術都市(technopolis) 등의 여 러 이 름으로 불리 면서 많은 나라의 科學技

術開發을 위한 搖籃으로 활발하게 조성되어 왔다. 우리나라 역시 經濟開發에 박차를 가하던 

1960년대부터 洪陸鼎究團地를 시작으로 하여 大德昭究團地의 건설과 光州失端鼎究團地의 훌手 

에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科學技術團地는 昭究開發機能만 들어가는 類型과 敎育힘I1練機能이 함께 들어가는 類型， 그리 

고 塵業生塵機能까지 함께 들어가는 類型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鼎究와 敎育의 機能이 결합 

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떠한 類型의 것이던간에 우리나라에 있어 이러한 鼎究團

地는 매우 필요하다. 필요의 첫째는 科學技術의 水準提高에 었다. i.敏}輸出을 확대하고 對外觀

爭力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塵業 全般에 걸친 技術의 향상이 있어야 하며 이는 集團的인 隔究團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敎授

•• 美國 미시간大學校 國際大學 學長



技術童新의 全國化f足進을 위한 科學技術團地의 開發方向 15 

地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또 하나의 필요성은 A力의 양성과 활용에 었다. 自然資源이 풍족치 

못한 우리나라는 技術과 A力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冊究와 敎育機能을 상호 결 

합시키는 團地를 조성하여 A力의 양성과 활용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필요성은 

國土의 均衝開發을 도모함에 있다. 鼎究團地는 技術과 A力에서만 아니라 塵業과 經濟에 있어 

서도 地域開發을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動因이 되므로 國土 전체로 보면 技術章新의 확산을 

통해 균형있는 發展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本 論文은 技術單新의 全國化 ↑足進을 위한 科學技術團地의 16-要性과 그 投劃을 前提로 하여 , 

우리나라의 科學技術團地開發에 대한 過去와 現在 및 未來를 고찰하여 앞으로의 開發方向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全國的 據散을 올바로 촉진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함 

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開發實績을 分析 · 評價하고 先進國事例를 敎링11으로 삼아 

앞으로의 技術開發 및 技術據散의 需要에 부응할 수 있는 科學技術團地의 立地와 開發을 위한 

方向과 戰略을 모색하는 데 주된 魚點을 두고자 한다. 

ll. 우리나라 科學技術團地의 關훌j삼章과 現況 및 展望

1. 科學技術團地開發의 械觀

우리나라에서 政府主導下에 計劃的으로 조성된 최초의 昭究團地는 서울市에 건설된 洪陸冊

究團地였다. 우리나라 科學技術鼎究團地의 橋失라고 할 수 있는 洪陸團地는 經濟開發計劃에 

의한 工業化 政策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1960年代에 技術開發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만들어졌던 

國策團地였던 것이다. 韓國科學技術鼎究院이 제일 먼저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뒤이 

어 韓國開發鼎究院， 塵業技術院， 國防科學鼎究院， 農村經濟鼎究院 등이 설립 · 입주하였던 것 

이다. 후에 敎育機關인 科學技術院이 설립되었고， 韓國科學技術鼎究院은 大↑離f究團地의 建設

에 따라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 洪陸團地에는 科學技術院 • 韓國開發昭究院 · 塵業技

術院 • 國防科學昭究院 · 農村經濟隔究院 등 5個 鼎究機關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鼎究員은 모두 약 2.000名에 이르고. 主要鼎究分野는 基鍵 및 應用科學， 國防科學， 塵業經濟

등이다. 洪陸團地는 지난 4半世紀동안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搖籃地로서 科學技術發展과 A力

의 養成과 活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外國頭腦의 國內請致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洪陸團地의 俠小와 많은 鼎究機關들의 分散立地에 따라 새로운 大規

模의 빠究團地造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3년 2월에 經濟長官會

議에서 서울市內에 있는 政府鼎究機關을 地方으로 이전한다는 原則을 확정하였고， 이어 鼎究

學園都市를 忠南 大德옆B-圓에 건설한다는 計劃을 세워 1973년 5월에 大統領의 載可를 받았 

던 것이다. 그리고 통년 11월에 大德훌ß {:需城面 · 웠洞面 · 九則面 일부의 2.100方m2를 敎育 빛 

鼎究地區로 결정고시하고 12월에 810만평에 대한 大i觀f究學園都市建設 基本計劃을 확정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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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드디어 1974년 3월에 建設의 훌I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1979년 3월에 科學技術處 直屬의 大德團地管理所를 설치 •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81년 8 

월에는 基本計劃을 새로이 작성하여 840만평을 최종규모로 한 大德j훌業基地開發基本計劃을 고 

시하였던 것이다. 1983년 2월에는 大德團地가 大德那에서 大田市로 편입되었고 1985년 5월에 

는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開發事業施行者로 지정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드디어 

1992년 11월에 造成埈工式을 갖게 되었으니， 장장 19년에 걸쳐 건설된 鼎究團地였던 것이다. 

1993년 12월에 「大德鼎究團地管理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運營 · 管理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동안 투입된 總投資賴은 9 ， 103憶원에 이르고 1994년 3월 현재로 입주한 機關은 46개이 

며， 이들은 3 ， 052千핸의 敎地위에 442千핸의 建物을 세워 입주했던 것이다. 入住機關에 근무 

하는 A力은 모두 14， 122名에 이르며， 향후 入住據定으로 있는 機關도 21개에 이르고 있다. 

大德鼎究團地는 基健단과學과 應用技術을 연구 • 개발하여 우리나라 塵業發展에 기여하는 中樞的

이고 先導的인 投뽑j을 담당하고 었다. 

大德鼎究團地의 建設完T에 이어 새로이 계획된 것이 光州失端塵業基地이다. 이는 隔究 및 

敎育施設의 새로운 需要에 부응하고 낙후된 西海뿜의 開發을 촉진하는 主要戰略으로 계획되었 

던 것이다. 光州市 光山區 飛碼洞 일원의 586方핸에 대하여 1990년 7월에 塵業基地로 지정하 

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團地造成에 대한 基本計劃을 확정하여 1995년까지 第1段階로 289方

헬을 개발하고 2001년까지 586方첼을 모두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어 1991년 11월에 實施設

計를 완료하였고， 1994년 2월 현재로 開發施行者인 韓國土地開發公社에 의해 數地補{賞과 造成

I事가 실시중에 었으며 r工業配置 및 工場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에 따라 商工部 산하의 西南

園管理工團에서 數地分讓計劃을 포함한 管理基本計劃을 수립중에 었다. 

한편 民間次元에 있어 自然發生的으로 이루어진 鼎究團地도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다. 水

原 • 安鐵뺑或에는 三星蘇合技術院 • 敗嚴生命工學빠佛所 풍 250여개의 R퓨究機關이 산재되어 있 

고 鼎究員도 7 ， 500여명에 이르며， 주로 遺傳I學， 半導體， 機械 등에 대한 科學技術을 연구개 

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大學校 農科大學과 農業振興廳도 있어 상호 有機的 關係를 맺고 었 

다. 그리고 浦項 · 節山地域에는 塵業科學技術鼎究所와 現代自動車昭究所 풍 15개 鼎究機關이 

입지하여 2 ， 600여명의 liff究員으로 하여금 自動車， 新素材， 金屬 등에 대한 技術을 개발케 하 

고 있으며 , 有關機關인 浦項製鐵， 現代重工業， 浦項工大， 蘭山工大 퉁과 깊은 細帶를 맺고 있 

다. 또한 옳山地域에는 신발 繼뚫， 造船 鐵鋼 퉁의 塵業分野에 대해 自動化와 電算化 및 技

術集約化를 위한 冊究施設이 었으며， 大邱地域에는 鐵維， 梁色. 신발 둥의 塵業을 위한 陽究施

設이 大學 퉁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2. 大德빠究團地의 現況과 展望

1992년 11월에 준공완료된 大德鼎究團地에 입주한 機關은 1994년 3월 현재로 46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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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國家機關이 4개 , 政府出指機關이 17개， 投資機關이 6개， 高等敎育機關이 3개， 民閒

機關이 16개이다. 이를 담당하는 機能으로 분류해 보면 鼎究開發分野가 33개 기관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敎育 • 힘11練分野가 5개기관이며， 行政 • 管理分野가 8개기관으로 되어 있다(表 1 

參照).

33개의 鼎究機關을 鼎究分野別로 나누어 보면 資源 • 에너지 • 材料分野가 가장 많아 107ß이 

고， 遺傳·食品이 다음으로 5개이며， 電子·通信과化學·鐵維·石油가각각 4개이다. 그리고 

〈表 1> 大德鼎究團地 入住機關

(1 994년 3월 현재) 

性짧햇 %규究開發 敎育·링11練 行政·管理 計

國家機關 特許冊修院， 大田市 國立中央科學館， 大 4 
地方公務員敎育院 田地方環境廳(2)

(2) 

政府出指 標準科學冊究院， 原子力鼎究所， 資 原子力環境管理센 17 
機關 源-liJf究所， 電子通信鼎究所， 化學鼎 터.科學財團， 基廳

究所.A흉煙草鼎究所， 原子力安全 科學支援센터，班究 

技術院， 에너지技術陽究所， 韓國機 開發支援센터(4) 

械-liJf究院， 시스템工學鼎究所， 遺傳

工學鼎究所， 亂空宇숨鼎究所， 天文

憂(13)

政府投資 造뺑公社技術鼎究所， 水資源隔究 原電微料f*式會社 6 
機關 所， 데이콤綠合鼎究所， 韓電技術陽 (1) 

究院， 韓國移動通信맑究所(5) 

高等敎育 科學技術院，忠南大 3 
機關 學校， 忠南專門大學

(3) 

民間塵業 雙龍中央冊究所， 漢陽中央冊究所， 韓國船給(1) 16 
機關 럭키中央鼎究所， 湖南石油陽究所.

大林塵業-liJf究所， 신성기연鼎究所， 

한화그룹中央鼎究所， 韓國타이어中 

央鼎究所， 三星族合技術院， 파천鼎 

究所， 韓國H~料中央鼎究所， 三養그 

룹中央陽究所， 三養그룹선일鼎究 

所， 原子力技術試驗冊究所， 蘇京그 

룹大德陽究團地(15) 

計 33 5 8 46 

資料: 科學技術處 大德-liJf究團地 管理事務所 提供.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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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械 • 시스템과 建設部門아 각각 3개이고， 械空 • 宇숨와 標準 · 造帶가 각각 2개로 되어있다 

(表 2 參照) . 이들 陽究機關들은 대부분 최근 10년이내에 입주하여 이제 昭究基盤을 다지고 

있으며 , 각각의 分野에서 科學技術開發의 先導的 沒뽑I을 다하고 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46개 機關의 建設에 들어간 投資類은 9.103憶원이며 , 이 중 30개 公共

機關에는 6.619憶원이 투입되고 16개 民間機關에는 2.484憶원이 투입됨으로써 1個機關當 平

均으로는 公共機關이 221憶、원이고 民間機關이 155憶원이며 平均으로는 198憶원에 이르렀다 

(表 3 參照). 數地面積은 모두 3.052千웰이며， 公共機關이 2.541千핸을 차지하고 民間機關이 

511千첼을 차지함으로써 機關當 平均으로는 전체적으로 66千헬이고 公共 및 民間機關이 각각 

〈表 2> 大德鼎究團地 入住鼎究機關의 分類

(1994년 3월 현재) 

껴升究分野 公共機關 民間機關 計

資源·에너지·材料 6 4 10 
遺傳·食品 2 3 5 
電子·通信 3 4 
化學‘鐵維·石油 1 3 4 
機械·시스댐 2 3 
建設 3 3 
혜t空 ‘宇富 2 2 
標準·造輪 2 2 

計 18 15 33 

資料 科學技術處 大德鼎究團地 管理事務所 提供. 1994 .4. 

〈表 3> 大德鼎究團地 入住機關의 投資 · 施設 .A力 規模

(1 994년 3월 현재) 

機 1個機關當平均
區分 關 投資賴 數地 建物 A員

數 (憶원) (千헬) (핸) (名) 投資賴 數地 建物 A員

(憶원) (千핸) (첼) (名)

公共 國家機關 4 450 109 16 .498 256 113 27 4.126 64 
機關 政府出指機關 17 2.485 1.342 136.192 7.533 146 79 8.011 443 

投資機關 6 1. 274 252 42.274 1. 118 212 42 7.046 186 
高等敎育機關 3 2.410 848 154.333 2.876 803 283 51. 444 959 

計 30 6.619 2.541 349.297 11. 783 221 85 11.643 393 

民間機關 16 2.484 511 92.291 2.339 155 32 5.768 146 

合計 46 9.103 3.052 441. 588 14.122 198 66 9.600 307 

資料: 科學技術處 大德昭究團地 管理事務所 提供. 1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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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千괜 및 32千헬으로 되어 었다. 그리고 建物面積은 모두 441. 588괜으로 機關當 9 ， 600헬에 

이르고， 이 가운데 公共機關이 349 ， 297헬으로 機關當 11 ， 643핸이며， 民間機關은 92 ， 291f平으 

로 機關當 5 ， 768핸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고용되어 있는 A力에 있어서는 모두 14， 122名이며， 

이 가운데 公共機關이 11 ， 783名이고 民間機關이 2 ， 339名으로서 機關當 平均으로는 전체적으 

로 307名이고 公共 및 民間아 각각 393名 및 146名으로 되어 있다. 投資와 施設 및 A力에 

있어 公共機關이 民間機關에 비해 상당히 큰 規模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大德鼎究團地에는 이미 입주한 46개 機關 이외에 대략 1996년까지 입주완료할 예정으로 건 

설중인 機關이 21개나 더 있다. 國家機關이 4개 , 政府出指機關이 1개 , 政府投資機關이 3개， 

民間企業機關이 13개로 되어 있으며， 기능별로 보면 冊究開發 19개， 敎育· 힘11練 1개， 行政·

管理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었다(表 4 參照) , 이들 入住據定機關 가운데 %뮤究機關 197ß만의 구 

성을 보면 公共機關이 6개이고 民間機關이 13개이며， Wf.究分野에 있어서는 塵業 및 工業 2개， 

保健 및 環境 1개， 電子·電氣·通信 4개， 化學·鐵推·石油 5개， 機械·시스템 3개， 建設 3 

개， 械空·宇富 1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表 5 參照).

새로이 입주할 이들 21개 機關의 建設에 투입될 總投資類은 4， 389憶원으로서 機關 1個當

〈表 4> 大德鼎究團地 入住據定機關

(1994. 3~ 1996.12) 

性鍵행r〔 lítf究開發 敎育·힘11練 行政·管理 計

國家機關 大田市保健環境昭究院， 忠南工業 大田科學敎育院 大田地方氣象廳 4 
技術院(2) (1) (1) 

政府出指機關 塵業￡퓨究院(1) 1 

政府投資機關 韓國通信線路技術陽究所， 韓國土 3 
地開發公社鼎究所， 韓國通信昭究

‘ 開發團 (3)

民間企業機關 泰光塵業中央鼎究所， 東部그룹琮 13 
合lítf究所， 럭키技術鼎究院， 韓-

合鐵技術昭究所， 高麗合鐵lítf究

所， 大韓fflt~lítf究所， 이디 엔지 

니어링鼎究所， 린나이코리아鼎究 

所， 鎬湖石油化學陽究所， 湖南精

油鼎究所. 三養化學技術昭究所，

라니塵業鼎究所， 大田MBC放送

技術開發鼎究所(13)

計 19 21 

資料: 科學技術處 大德鼎究團地 管理事務所 提供: 1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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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均으로 209憶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8개 公共機關에 2.005憶원이고 13개 民間機關에 2. 

384憶원으로서 機關當 平均으로는 각각 251憶원과 183憶원으로 되어 었다. 그리고 數地는 모 

두 485千핸이고 建物은 127.035첼으로 機關當 平均은 각각 23千핸과 6.049핸이다. 흩備線定 

A力은 4.186名으로 1個 機關當 199名에 이르고 있다(表 6 參照).

大德鼎究團地에 업주가 완료되는 1996年末이 되면 모두 67개 機關이 입주하여 그 機能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主體別로 보면 國家機關이 8개， 出指機關이 18개， 投資機關이 9개， 敎育

機關이 3개로서 公共部門의 것이 모두 38개機關이며 나머지 29개가 民間企業의 機關이다. 그 

리고 機협밟Ij로는 鼎究開發이 52개이고 敎育 • 힘11練이 6개이며 行政 · 管理가 9개로 되어 있다 

(表 7 參照).

한편 52개 鼎究機關의 구성을 보면 公共의 것이 24개이고 民間의 것이 28개로 되어 있으며 , 

〈表 5> 入住據定 鼎究機關의 分類

0994.3-1996.12) 

liff究分野 公共機關 民間機關 計

塵業 .I業 2 2 
保健·環境 1 1 
電子·電氣·通信 2 2 4 
化學·藏維·石油 5 5 
機械·시스탱 3 3 
建設 1 2 3 
抗空·宇寅 1 

計 6 13 19 

資料: 科學技術處 大德冊究團地 管理事務所 提供. 1994 .4. 

〈表 6> 入住輝定機關의 投資 · 施設 .A力 規模

(1994년 3월 현재 推計)

機 1個機關當平均

區分 關 投資類 數地 建物 A員
數 (憶원) (千핸) (핸) (名) 投資題 數地 建物 A員

(憶원) (千첼) (핸) (名)

公共 國家機關 4 201 36 6.122 167 50 9 1. 531 42 
機關 出指機關 l 97 20 3.000 44 97 20 3.000 44 

投資機關 3 1. 707 102 47.730 1. 755 569 34 15.910 585 
計 81 2.005 158 56.852 1.966 251 20 7.107 246 

民間機關 13 2.384 327 70.183 2.220 183 25 5.399 171 

合計 21 4.389 485 127.035 4.186 209 23 6.049 199 

寶料: 科學技術處 大德、鼎究團地 管理事務所 提供.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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鼎究分野別로는 資源 • 에너지 • 材料 · 塵業이 12개로 가장 많고 化學 · 織뚫 • 石油가 9개로 둘 

째이며 電子·電氣·通信이 8개로 세째이다. 그리고 다음은 遺傳·食品·保健·環境 6개， 機

械 · 시스템 6개， 建設 6개， 빼t空 · 宇富 3개， 標準 · 造勝 2개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表 8 參

照).

67개機關의 入住가 완료되는 1996년말까지 총 투자된 金類은 13.492憶원에 이르며 이 가운 

데 公共部門은 8.624憶원이고 民間部門은 4.868憶원이다. 數地와 建物은 각각 3.537千핸 및 

568千핸에 이르고， 從事A員은 18.308名에 달하게 된다(表 9 參照).

〈表 7> 大德鼎究團地 入住完T時 總入住機關

入住完T (1 978. 3-1994. 3) 入住據定(1994.3-1996.12) 合計(1978.3-1996.12)

區分 鼎究 敎育 行政
計

鼎究 敎育 行政
計

좌R究 敎育 行政
計

開發 訓練 管理 開發 힘11練 管理 開發 회11練 管理

國家機關 2 2 4 2 1 1 4 2 3 3 8 
出指機關 13 4 17 1 1 14 4 18 
投資機關 5 1 6 3 3 8 9 
敎育機關 3 3 3 3 
民間機關 15 1 16 13 13 28 1 29 
計 33 5 8 46 19 1 1 21 52 6 9 67 

資料: 表 1 및 表 4에서 技奉·作成.

〈表 8> 大德鼎究團地 入住完T時 冊究機關의 分類

入住完7 入住爾定 合計
(1978.3-1994.3) (1 994.3.....:1996.12) (1 978.3-1996.12) 

區分

公共 民間 計 公共 民間 計 公共 民間 計

資源·에너지·材料·塵業 6 4 10 2 2 8 4 12 
遺傳·食品·保健·環境 2 3 5 1 3 3 6 
電子·電氣·通信 3 1 4 2 2 4 5 3 8 
化學·鐵維·石油 3 4 5 5 1 8 9 
機械·시스템 2 1 3 3 3 2 4 6 
建設 3 3 1 2 3 1 5 6 
빼￡空·宇寅 2 2 1 1 2 1 3 
標準·造縣 2 2 2 2 

計 18 15 33 6 13 19 24 28 52 

資料: 表 2 및 表 5에서 技3숱·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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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大德陽究團地入住完了時 投資 · 施設 .A.力의 規模

(單位 憶원， 千헬， 名)

入住完了 入住據定 合計
(1978. 3~1994. 3) (1994. 3~ 1996.12) 0978. 3~ 1996.12) 

區 分

投資 數地 建物 A員 投資 數地建物 A員 投資 數地 建物 A員

公共 國家機關 450 109 17 256 201 36 6 167 651 145 23 423 
機關 出指機關 2.485 1.342 136 7.533 97 20 3 44 2,582 1, 362 139 7,577 

投資機關 1. 274 252 42 1, 118 1, 707 102 48 1. 755 2.981 354 90 2,873 
敎育機關 2.410 848 154 2.876 2,410 848 154 2,876 
計 6.619 2.541 349 11, 783 2.005 158 57 1.966 8.624 2.699 406 13.749 

民間機關 2,484 511 92 2.339 2.384 327 70 2.220 4,868 838 162 4,559 

合計 9.103 3.052 441 14.122 4.389 485 127 4, 186 13 ,492 3,537 568 18 ,308 

資料· 表 3 및 表 6에서 m좋·作成. 

m. 向後 科學技術團地의 開發方向

1 . 光州옷端훌業基地의 開發計훌u 

현재 건설중에 있는 光州失端盧業基地는 光.1+1市 光山區 飛碼洞 일원의 586方t平에 l~M千憶

원을 투자하여 1991년부터 2001年까지 건설코자 하는 科學塵業冊究團地이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1段階 事業은 298方핸에 대해 실시중에 있으며， 이 기간중에 光州科學技術院을 

별도 據算 1 ， 323憶원으로 건설 •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洪陸冊究團地는 冊究機能만을 주로 수행하여 왔고， 大德鼎究團地는 鼎究와 敎育機能을 함께 

수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光州塵業基地는 鼎究 빛 敎育과 더불어 生塵機能까지도 수용하는 複

合機能의 團地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光州塵業基地는 西海뿜과 西南園의 中JL-鼎究團地로서 

中部團 및 東南團과 三角體制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全國的 據散과 A材의 地方養

成을 선도해가는 中樞的 投홈u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의 計劃을 보면 韓國土地開發公社가 數地補慣과 造成工事를 계속하고， 商工部 西南團管

理公團에서 數地分讓 및 管理基本計劃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1994년부터 用地分讓과 더불어 

入住機關을 선정 • 유치하고， 1995년까지 光州科學技術院 開院과 함께 1段階事業을 완료하며 , 

1996년부터는 第2段階 建設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光州塵業基地는 塵業基地開發↑足進法에 의해 塵業基地로 지정되었으며， 建設部에 의한 國家

工團으로 조성되고 있다. 建設과 管理에 관련된 機關은 科學技術處를 위시하여 建設部와 商工

部 및 光州市 등 多數로 되어 있으며 , 經濟企劃院도 간접적인 關係를 갖고 있다. 당초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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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光州地域協議會가 확정한 推進基本方向에서는 科學技術處가 計劃主體가 되어 基本計劃

동의 樹立을 지원하고 光州市가 施行主體가 되어 團地造成 등의 事業을 담당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11월에 經濟企劃院長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關係部處長官들을 委員으로 한 失

端塵業發展委員會에서 事業推進基本方針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光州團地는 建設部가 主

管이 되어 國家工團으로 조성하되 E퓨究機關의 請致 등에 대해서는 科學技術處와 긴밀히 협의 

하여 추진하고， 國庫支援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進入道路 • 用水引入施設 퉁 團地外

鄭基盤施設에 필요한 216憶원은 建設部가 國庫로 지원하며， 科學技術處는 光州科學技術院 建

設과 冊究機關 調致支援에 주력하여 왔던 것이다. 

光州團地의 開發을 최초로 발의한 것은 科學技術處였다. 1988.4.12의 科學技術處 業務報告

時에 西海뿔開發事業의 일환으로 光州에 科學塵業빠究團地를 조성하겠다는 計劃을 大統領께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어 1989년부터 1990년까지 12憶원의 據算을 지원하여 基本計劃 및 基

本設計의 用投을 추진했고 1991년 11월까지는 30憶원을 지원하여 實施計劃을 완료했던 것이 

다. 그리고 科學技術處는 光州科學技術院의 建設에 대한 責任을 지고 1.323憶원의 據算으로 

150.000괜의 數地에 23.450괜의 建物을 건설하고 있으며. 1995년 3월에 開院할 목표로 있 

다. 設置學科는 情報 • 通信， 新素材， 機電， 生命科學， 環境工學 퉁 5個學科이고， 學生數는 碩

士課程 360名과 博士課程 224名으로 合計 584名이며， 專任敎授數는 120名으로 구성할 계획이 

다. 또한 科學技術處는 光州團地와 연계된 ERC 및 SRC를 1997년까지 65개로 확대하여 지 

원하되 支援金賴도 1993년의 6憶원에서 1997년의 10憶원으로 증액코자 하고 있으며， 아울러 

關係機關 등과 협조하여 E규究機關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입주하는 鼎究機關과 企業體 동에 대 

한 鼎究費， 技術開發資金， 科學技術情報의 제공 등으로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고 있다. 

한편 建設部는 光州團地를 塵業基地開發f足進法에 따라 塵業基地로 지정하였고(1990년 7월) . 

團地造成에 대한 基本計劃을 수립했으며 (1990년 11월) . 韓國土地開發公社로 하여금 1991년부 

터 國家工團으로 개발케 했던 것이다. 그리고 商工部는 數地分讓 및 入住機關를秀致에 역점을 두 

어 추진하고 있으며 , 光州市는 關聯部處와의 協助下에 計劃樹立에서 建設 및 機關請致와 事後

管理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다. 科學技術處는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全國的 據散에， 建設部는 

國土의 均衝的 開發에， 商工部는 塵業의 對外觀爭力 彈化에， 그리고 光州市는 光州를 위시한 

西南團의 成長核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全力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 追加所要의 맑究團地候補t뺑} 開發方向

(1) 追加團地開發의 必要性

그동안 우리나라는 政府主管의 計劃的 鼎究團地를 洪陸을 시작으로 하여 大德團地까지 완성 

하였고 현재는 7겐‘I爛地를 건설중에 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國內外的 變化와 앞a로의 需要展

望에서 볼 때 이들 3개만의 鼎究團地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科學技術의 全國的 據散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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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昭究團地의 追加造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껴升究團地造成을 추가로 더 필요로 하는 

理由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구명해 볼 수 있다. 

첫째는 國際親爭力의 彈化를 위한 能力提高에 있다. 앞으로 격심하게 일어날 國際化와 開放

化의 물결에 올바로 대응하여 우리의 生存과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體質을 강화하 

고 그 力量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科學技術의 水準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A力

의 養成을 촉진함으로서만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鼎究團地를 전국 곳곳에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地方의 自治基盤을 공고히 하는 데 었다. 1991년에 地方議會를 구성하였고 1995년 

에 自治團體長을 선출함으로써 體制上 완전한 地方自治制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방 

의 自立과 自律을 위한 要件의 강화가 크게 요청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地域經

濟의 活性化와 필요한 A力의 確保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科學技術의 開發로부터 힘입는 바 

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었다. 鼎究團地를 여러 地域에 더 많이 건설해야 할 地方自治에서의 必

要性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째는 國土의 t성衝發展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國土開發에 있어 核心部門의 하나가 塵業이 

고， 塵業의 發展은 科學技術의 適切性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國土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塵業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올바로 육성해야 하며， 塵業의 균형된 육성을 위해서 

는 필요한 技術의 普及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며， 여기에 技術의 全國的 빼新化를 위한 鼎究團

地의 追加建設이 요망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2) 鼎究團地의 立地要件

外國의 先進 事例와 짧存 昭究의 理論 등을 종합해 볼 때， 鼎究團地가 입지할 수 있는 要件

은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니， 自然環境， 生活與件， 聯關機能， 交通通信， 住民態度가 

그것이다. 

첫째로 自然環境은 冊究團地를 건설하는데 적절한 自然條件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需要에 충족할만한 可用土地가 있어야 하고 土地價格이 저렴해야 하며 團地造成이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用水와 電力 빛 에너지의 供給이 충분하거나 용이해야 하며 防% 및 公害防止가 

손쉬워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自然景觀이 아름답고 氣候가 옹건함이 옳을 것이다. 

둘째로 生活與件이 양호해야 하는 것이다. 鼎究團地가 입지하는 地點에서 멀지않은 곳에 어 

느 정도 規模의 都市가 있어 昭究團地가 필요로 하는 機能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行政과 

情報 · 通信， 流通과 金顧， 敎育과 文化， 醫擔와 休息.A力과 財貨 등의 供給에 있어 충분한 

能力을 갖춘 母都市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의 要件은 聯關機能의 存在이다. 陽究團地의 鼎究開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의 前後方效果를 고려한 聯關機能이 가까이 존재하는게 좋다. 聯關機能으로서 중요한 것은 

敎育과 昭究 및 生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성되는 鼎究團地 周邊에 理工系大學과 鼎究機關



技術童新의 全國化↑足進을 위한 科學技術團地의 開發方向 25 

및 集積된 企業이 존재하고 있어 鼎究團地와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共同鼎究， 委託鼎究， 情報

交流.A力養成， 技術活用 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는 편리한 交通 • 通信 手段의 確保이다. 빠究團地의 A力 및 物資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高速道路·高速鐵道·空港·港灣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특히 空港의 存在는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속한 連絡과 情報交換을 가능케 할 솟端의 通信網이 충분하 

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이들 交通 • 通信施設이 불비한 경우에는 隔究團地의 建設과 더 

불어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섯째의 要件은 협조적인 住民態度이다. 빠究團地가 건설될 地域과 그 周邊에 거주 

하고 있는 住民들이 새로운 團t뺑훌設에 깊은 理解를 가지고 적극적인 協助를 아끼지 말아야 하 

며， 적어도 反對와 指否는 없어야 할 것이다. 開發初期에는 土地賣돼이나 移住 등이 손쉽게 이 

루어져야 하고， 開發以後에는 鼎究團地에 새로이 업주한 사람들과 반목하고 불화하는 일이 없 

어야 할 것이다. 

(3) 昭究團地의 候補對象地

앞으로 새로운 冊究團地를 추가로 건설함에 있어 그 候補地의 選定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다. 候補地選定의 基準으로는 앞에 제시된 昭究團地 立地要件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다섯가 

지를 基本으로 삼기로 한다. 

(1) 生活環境-自然條件， 母都市

(2) 交通手段-高速道路， 高速鐵道， 空港. 港灣

(3) 大學 • 鼎究所-理工系大學， 돼구究機關 

(4) 塵業集積-生塵企業， 工業團地

(5) 均衝開發-首都團 除外， 落後地域優先

앞의 要件 가운데 通信과 住民態度를 제외한 것은 通信의 경우 母都市가 있으면 이를 통해 

供給이 가능할 것이고 住民態度의 경우는 隔究團地의 立地에 대해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性向

을 띠기 때문이다. 그리고 均衝開發을 새로운 基準으로 삼은 것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國土不均

衝을 시정해야 한다는 必要性 때문이다. 

候補地選定의 接近方法은 먼저 生活環境이란 基準에 있어 A口 10方 以上의 都市를 母都市로 

삼고 이로부터 交通距離 1時間 以內에는 적정한 自然條件을 가진 -團의 空間確保가 가능하다 

는 前提下에 다른 4個의 基準을 가지고 평가하는 方法을 택하기로 한다.A口 10方을 基準으로 

한 것은 10方 塊莫의 都市면 어느 정도의 生活서비스를 공여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의 市는 1特別市. 5直籍市.68-般市 등 모두 74市로 되어 았으며. 首都團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市， 仁川市. 京짧道의 19市와 昭究團地가 들어선 大田市 및 光州市 등 23 

市를 제외하면 51市가 남게 된다. 여기에서 1992年末 현재로 A口 107] 以下의 市 25個를 빼 

면 26市가 남는다. 이들 10乃 以t의 市는 直轉市인 옳山 · 大邱， 江原의 春川 • 原1'1'1 . 江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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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北의 淸1+1. 忠까|‘1. 提川， 忠南의 天安， 全北의 全州 · 裡里 • 群山， 全南의 木浦 · 麗水 · 順天，

慶北의 浦項 • 龜尾 • 慶州 · 安東， 慶南의 薦山 · 馬버 • 昌原 • 품J+I. 金海 · 鎭海， 濟州道의 濟州

市 등으로 되어 있다(表 10 參照)，

이들 26市에 대하여 交通手段， 大學 및 鼎究所， 塵業集積， 國土開發 등 4個 基準을 가지고 

평가해 볼 때 提Jl I .麗水·慶州· 馬山 ·金海·鎭海 둥 6市만이 評價點이 낮아 타당치 않논 것 

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0市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表 11 參照) . 다만 全州와 裡里는 모두 

타당하되 너무 인접해 있어 兩者를 결합하여 하나의 共同團地로 함이 적절하고， 忠南의 경우는 

東部에 치우쳐 있는 天安市만이 對象이 됨으로써 中西部地域이 소외되어 있어 A口 55千의 瑞

山市를 候補로 추가함이 옳을 것이다 이들 20個 候補地 가운데 都市의 觸莫와 位置 및 機能

으로 보아 쏠山， 大邱， 江陸， 全州 裡里는 中間據點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명%存의 

團地와 함께 고려할 때 鼎究團地의 階層化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1) 全國中樞團地. 서울 · 大田 (2)

(2) 地域據點團地: 光州 · 옳山 • 大邱 · 江陸 · 全씨十裡里 (5) 

(3) 地方中心團地: 春Jl I .原州 ·淸州 ·忠州 ·天安·瑞山 ·群山 ·木浦·順天· 浦項·龜尾·

安東·節山 • 昌原· 팝州 • 濟州(16)

이렇게 할 때 昭究團地의 空間的 分布도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圖 1 參

照)， 圖域別로 보면 首都團 및 江原이 4개 , 大田-忠淸團이 5개 , 光州 全羅 濟’+1團。1 6개 , 옳 

山-大邱-慶尙團이 8개로 되어 있다. 

이들 冊究團地의 각각에 들어갈 昭究機能의 種類와 團地觸莫는 塵業의 構造， 母都市의 크기 

와 機能. t뼈或의 特性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할 課題이다. 먼저 面積에 있어 地域據點團地는 200 

方-300方첼으로 하고 地方中心團地는 40方-120方괜으로 함이 적절할 것이다. 담당할 昭究

機能에 있어서는 失端技術과 傳統技術을 모두 對象으로 하여 情報通信， 新素材， 精密化學， 半

導體， 컴퓨터， 懶滅， 電子， 에너지， 鐵推， 金屬， 鐵鋼， 造船， 械空， 生命工學， 環境， 醫學. ~.每

〈表 10> A口 10方 以上의 市와 그 A口(首都團 및 光州 · 大田 除外)(1992年末 現在)

(單位. 千A)

市道 市 A口 市道 市 A口 市道 市 A口 市道 市 A口

直籍市 옳山 3.887 提川 108 順天 156 昌原 385 
大邱 2.286 忠南 天安 196 慶北 浦項 319 품州 251 

江原 春川 179 全北 全州 539 龜尾 197 金海 140 
原州 172 裡里 210 慶州 140 鎭i每 124 
江陸 152 群山 200 安東 116 濟써‘| i齊J‘1‘| 238 

忠北 淸州 472 全南 木浦 225 慶南 薦山 753 
忠州 138 麗水 185 馬山 393 

資料. 內務部， 行政區域 및 A口現況 199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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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A口 10方以上市의 :jiff究團地 立地與件 比較

뤘치 
基 準

A口

(千A)
交通手段

大學·
塵業集積 國土開發

綠合 評價

R규究所 

直籍市 옳山 3.887 A A A C 16 뚱-當 

大邱 2.286 A A A C 16 " 

江頂 春川 179 B A B B 14 " 
原州 172 B B B A 14 " 
江陸 152 A B C A 14 " 

忠北 淸州 472 B A A B 16 " 
忠州 138 B B B A 14 " 
提川 108 C C C A 8 不當

忠南 天安 196 A A B B 16 c[，:當

全北 全州 539 B A B B 14 " 
裡里 210 B B A A 16 " 
群山 200 B B A A 16 " 

全南 木浦 225 A B B A 16 " 
麗水 185 B C C A 10 不當

順天 156 A B B A 16 똥當 

慶北 浦項 319 B A A B 16 " 
龜尾 197 A B A B 16 " 
慶州 140 A C C B 10 不當

安東 116 B B B A 14 c[，:當

慶南 薦山 753 A A A C 16 " 
馬山 393 A C C B 10 不當

昌原 385 B A A B 16 c[，:當

품州 251 B A B A 16 " 
金海 140 A C C B 10 不當

鎭海 124 B C C A 10 " 
濟까l‘ l 濟)‘!‘l 238 A B B A 16 종當 

註:A 優秀(=5). B: 良好(=3). C: 普通(=1)

洋資源， 觀光塵業 등의 諸 分野가운데서 地域與件과 向後展望에 부합하는 方向으로 적절히 선 

택토록 함이 옳을 것이다. 20個의 새로운 빠究團地가 필요로 하는 規模는 모두 2.380方t平이고 

母都市의 A口는 11.126千A에 이르며 . 各 團地는 4~8個의 主된 機能을 담당하게 된다(表 

12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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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團地造成의 方法

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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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每

凡例

g 全國中樞團地
O 地域據點團地
• 地方中心團地

〈圖 1> 없存 및 新規候補冊究團地의 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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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鼎究團地는 昭究機能 뿐만 아니라 敎育과 生塵 및 住居의 機能까지 포함하는 複合

的이고 完結的인 生活空間으로 조성하는 個向을 띠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우리나라 

의 댐f究團地 역시 이들 4個 機能을 모두 포함하되 상호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有機的으로 기 

능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의 鼎究團地는 母都市와의 交流가 용이하고 필요한 面積의 土地確保가 가능하며 엽然環 

境·水資源 등이 양호한 地點에 입지하여야 하되 그 面積은 최소 50方핸 以上은 되어야 할 것 

이다. 하나의 冊究團地는 크게 다섯개의 用途地區로 획정함이 바람직하며 , 이들은 中心地區 · 

鼎究地區 • 敎育地區 · 生塵地區 • 住居地區가 그것이다. 中心地區는 團地의 中央部에 위치하면 

서 다른 모든 地區에 공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주된 機能은 商業 · 流通， 文化 · 恩

樂， 情報 · 通信， 金願 · 行政 동으로 한다. 맙f究地區는 團地를 대표하는 中樞的 地區로서 鼎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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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2> 新規候補陽究團地의 規模와 鼎究機能 設定

市道 市 A口(千./1.) 性格 面積(方핸) 昭究機能

江原 江陸 152 地域據點 200 
情報塵業， 新素材， 精密、化學， 工程技術， 環境醫

驚， 海洋開發，觀光塵業，傳統文化

春川 179 地方中心 80 半導體組立， 컴퓨터.7t學機械， 環境醫據

原州 172 " 50 精密化學I程技術， 環境醫續. 生命工學

忠北 淸1'1‘1 472 " 120 機械， 情報通信， 新素材， 흉t空 

忠州 138 " 50 情報通信， 生命工學，觀光塵業

忠南 天安 196 " 100 生命I學，情報通信，機械

瑞山 55 " 40 精密化學， 機械， 에너지， 海洋塵業，觀光塵業

全北
全씨‘1-

749 t也域據點 300 電子·情報塵業， 新素材， 精密、機械， 生命I學
裡里

群山 200 地方中心 80 범動車，情報通信， 新素材， 海洋塵業

全南 木浦 225 " 100 自動車，船船， 海洋食品， 海洋觀光

順天 156 " 100 鐵鋼，石油化學， 環境， 海洋資源

大邱-
大邱 2.286 地域據點 300 鐵維， 梁色，情報通信，機械，新素材電子

慶北

浦項 319 地方中心 100 鐵鋼， 造船，機械， 自動車部品， 海洋資源

龜尾 197 " 80 電子工學， 通信， 新素材，鐵維，機械

安東 116 " 50 電子， 生命工學，觀光塵業，傳統文化

쏠山-
쏠山 3.887 地域據點 300 精密、機械， 텔리포트塵業， 新素材， 메카트로닉스 

慶南

蘭山 753 地方中Jι 100 石油化學， 自動車， 非鐵金屬， 로봇塵業 

昌原 385 " 80 機械工學， 金屬材料， 情報通信

팝州 251 " 100 生命科學，鐵維-材料工學，觀光塵業

濟州 濟州 238 " 50 生命科學， 海洋資源，觀1í:，資源.JIDt空

計 20 11. 126 
4樓點

2.380 
16中心

施設을 위시하여 情報센터 · 國際交流센터 등을 구축하며， 敎育地區는 大學과 같은 高等敎育機

關과 이의 附設昭究所 및 敎育 · 힘11練機關을 설치한다. 그리고 生塵地區는 塵業體와 工場 등을 

입주시켜 鼎究 및 敎育機能과 바로 연계토록 하며， 住居地區에는 團地內 活動A口가 거주할 수 

있는 良質의 住힘과 이들의 子女가 취학할 初 · 中 · 高等學校를 배치한다. 

한편 이렇게 건설된 昭究團地는 기존의 憐近 母都市와 A力·流通·情報·財貨·休息·敎

育 · 金顧 · 行政 등의 機能을 서로 교환하고， 또한 周邊農村地域과도 A力 • 原料 · 流通 • 情

報 · 休息、 등의 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된다(圖 2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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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Jf究團地

〈圖 2> 鼎究團地模型과 周邊과의 關係

흉f究團地를 건설하는데는 많은 資金과 技術을 요하며， 建設 後에 적절한 機關과 企業을 유치 

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만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國家

로부터의 支援과 指導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經濟企劃院 및 內務部에 의한 財政補

助， 建設部에 의한 建設支援， 科學技術處에 의한 技꺼i함릅導， 商工部에 의한 請致f足進 등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N. 先進國事例와 全國化f足進戰略

1. 先進國으로부터 배울 經驗과 敎訓

科學技術昭究團地는 1950년대에 처음 그 漸念이 구상되기 시작하여 技術集約的인 失端技術

塵業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대두되어 각광을 받으면서 각국에서 다투어 그 建設을 서둘러 왔던 

것이다. 自然發生的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政策的인 計劃團地로 조성되기도 한 鼎究團地는 

1960년대에 처음 鼎究와 敎育機能만을 수용한 鼎究學園團地로 건설되다가 1970년대에 와서는 

여기에 生塵機能을 결합한 科學技術塵業基地로 발전하였고 다시 1980년대에 와서는 住居 및 

文化의 機能까지 결합시킨 技術都市(technopo1is)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 

에 여러 昭究團地가 조성되어 있고 또 새로이 구상되고 있는 것도 많다. 

美國에는 이미 여러 鼎究團地가 운영중에 있으니 , 1947년 트랜지스터發明에서 시작하여 

San Francisco 가까이에 건설된 이래 半導體鼎究의 中心基地로 기능하고 있는 Silicon 

Valley, 1951년부터 Boston市의 混雜을 탈피하고자 건설되어 microelectronics技術의 中心

t也가 된 Route 128 昭究團地， 1960년대초에 조성되고 1965년 IBM鼎究開發로 급성장하여 

電子， 컴퓨터 , 生命工學‘ 製藥， 化學， 環境 등을 주로 연구하는 North Carolina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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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eigh . Durham' Chapel Hill의 3都市와 연결하여 입지한 Research Triangle Park. 

1950년대 말부터 시 작하여 주로 電子 • 宇寅工學 · 製藥 • 出版 등의 技術을 연구하는 

California州 Palo Alto市 所在 Stanford University Science Park 퉁의 鼎究團t也가 대 

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英國은 1970년대초부터 技術代替와 中4、都市로의 A口流入政策을 위하여 f퓨究團地를 건설하 

기 시작했으며 1984년에 이르러 127ß의 科學團地가 조성되었다. 여러 機關에서 시행하였기 때 

문에 團地別로 開發形態와 運營體制가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음이 特色이다. 1970년부터 조성 

하여 컴퓨터 · 醫藥 • 電氣機器 • 레이져 등을 주로 연구하는 Cambridge市 所在의 Cambridge 

Science Park. 1973년부터 1991년까지 건설되어 石油工學 · 海洋工學 • 컴퓨터 • 生命工學 퉁 

의 冊究에 주력하는 Aylesbury市 所在의 Heriot-Watt Research Park. 1980년대에 

Glasgow市에 건설되어 電子工學 · 計測工學 · 精密I學 · 生命工學 • 醫續 • 컴퓨터 둥을 연구하 

는 West of Scotland Science Park. 1980년대 後半에 Coventry市에 건설되어 機械 • 컴 

퓨터 • 세라믹技術 • 電子 · 計測 · 生命工學 등을 주로 연구하는 Warwick University 

Science Park. 大學과 鼎究 및 生塵을 결합한 프로잭트를 개발하기 위해 1986년부터 건설하 

기 시작한 Stirling University Innovation Park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佛蘭西는 塵業開發 및 技術童新과 더불어 國土의 均衝發展을 도모할 텀的으로 1970년대부터 

失端技術塵業都市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그 代表的인 것이 南部의 Sophia와 北部의 

Villene ‘lve에 건설된 鼎究團地이다. Sophia-Antipolis는 昭究 · 企業 · 大學을 결합한 失端技

術團地로서 컴퓨터 · 情報 · 輕化學 · 藥學 · 海洋에서 土地 · 水資源 • 生物工學， 그리고 考古學까 

지 연구대상으로 하고 國際交流센터로서의 f뚱뽑j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獨速은 1983년부터 

科學團地形態로 개발하고 았으며 Berlin Innovation Center가 대표적이다. Belgium은 科

學都市인 Louvain-La-N euve에 鼎究團地를 조성 하여 Louvain Catholic University와의 

연계하에 E퓨究와 生塵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蘇聯은 정책적으로 1957년부터 10년간 

Novosibirsk市 近했에 鼎究와 敎育을 겸한 科學都市를 건설하여 시베리아地域開發을 촉진코 

자 하였으나 A口密度를 너무 고밀화하였고 建設主體가 자주 변경되어 -實性이 없었으며 

Moscow와 너무 멀어 情報交換이 어려웠다는 점들로 인해 제대로의 效果를 거두지 못한 것으 

로평가받는다. 

한편 東洋에 있어서도 日本을 선두로 하여 臺灣 및 中國 모두 冊究團地造成을 서둘러 왔다. 

日本은 1960년대부터 즈꾸바(院波)鼎究學園都市를 건셜하기 시작했고 1983년에 제정된 高度

技術工業集積地城f足進法에 따라 수 많은 鼎究學園團地가 조성되었거나 구상중에 았으며， 通塵

省 • 建設省 • 農水塵省 • 國土廳 등의 中央部處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짧波昭 

究學園都市는 東京의 A口分散을 도모하고 科學技術을 개발하기 위해 1968년부터 10여년간에 

걸쳐 조성된 地域이다. 臺灣은 輕工業 중심의 技術童新을 통해 國際鏡爭力을 강화할 目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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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主導下에 新竹춰學I業團地를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中國 역시 電子 · 精密懶減 및 

기타 輕工業技術의 鼎究機能과 塵業體를 연계하는 科學村建設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나라의 實相과 經驗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여러가지 유익한 敎訓과 示俊

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鼎究團地建設이 世界的 趣勢라는 사실이다. 科學技術開發과 A力養

成을 통해 對外觀爭力을 높이고자 하는 國家政策은 나라마다 冊究團地를 다투어 조성하는 碩

向을 가져왔던 것이다. 둘째는 漸進的 據張의 過程이다. 어느 나라나 처음에는 1개 내지 2개 

정도의 示範的 團地를 건설했다가 점차 전국 여러 地域으로 확장함으로써 國土의 均衝開發과 

도 연계시키게 된다. 세째는 周邊地域에 있는 다른 機能과의 밀접한 連緊化이다 母都市를 위 

시한 大學 및 塵業體와 직접적인 關係를 가지고 서로 주고 받는 作用을 함으로써 그 團地는 올 

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는 立地與件의 良好뾰에 았다. 自然 및 A文環境， 地域間 交通手段.A力의 供給， 建設

費 퉁의 要件을 잘 구비한 團地일수록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生活施設의 完聲性

에 있다. 請致와 運營에 있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團地의 경우는 모두 道路， 居住， 流通

풍의 生活要件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여섯째는 機能의 複合性에 었다. 최초에는 鼎究施設만 

으로 조성되었으나 다음에는 敎育施設과 함께 입주하였고 다시 生塵施設까지 결합되었으며， 

최근에는 住居 · 文化 • 流通 • 交流 • 情報 등의 機能이 들어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곱째로 얻을 수 있는 敎訓은 政府支援의 重要性이다. 政策的이고 計劃的인 開發은 물론이 

고 自然發生的이고 民間的인 開發까지도 그것이 성공하는데 있어서는 國家 및 地方政府의 적 

극적인 參與와 支援이 중요한 投劉을 하였으며， 특히 冒險的 試圖에 있어서는 推進力의 발휘를 

가능케 할 政府의 後援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닮째는 分野의 多樣化에 었다. 현재 여 

러나라 鼎究團地에서 빠究와 敎育 및 生塵을 하고 있는 分野는 컴퓨터， 電子工學， 電子技術，

電氣機器， 레이져， 情報·通信，石油工學 化學， 에너지， 機械. 精密工學， 計測I學. 海洋I

學， 生物工學， 生命그:學， 醫驚， 環境， 水資源， 考古學， 出版技術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끝으로 아홉째의 敎訓은 昭究團t也가 가져온 效果에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이 

들 陽究團地의 건설과 운영으로 科學技術과 A力 및 塵業의 發達을 가져 왔고， 廣 · 學 · 昭의 

協力體옮IJ가 강화되었으며， 地域的 地位向t과 母都市의 活力 둥으로 國土의 均衝發展과 科學

技術의 全國的 據散。1 촉진되었던 것이다. 

2. 技術훌新의 全國化f足進戰略

技術章新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科學技術의 껴퓨究團地를 여러 곳에 조성하고 

각 團地의 影響團을 확대하는 동시에 團地 상호간의 連緊性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隔究

團地를 중심으로 하여 技術의 空間的 據散을 도모하는 過程은 크게 3段階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니 , 첫째는 點에서 面으로의 확대이고 둘째는 點과 點을 잇는 線으로의 연결이며 세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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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點들을 서로 연결하여 網으로 형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의 것은 技術園域(techno

region)의 조성을 말하고 둘째 것은 技術地帶(techno-belt)의 구축올 뜻하며 세째 것은 技術

地帶網(techno-network)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이들 3개 全國化 模型에 비추어 많存 및 新規候補冊究團地에 대해 구상해 

보기로 한다. 먼저 技術團樹莫型에 있어서는 全國中心 빛 地域中，G鼎究團地를 據點으로 하여 

地域技術團을 설정하고 地方中，G昭究團地를 據點으로 하여 地方技術團을 형성토록 한다(圖 3 

參照). 地域技術團은 서울을 中心으로 한 首都圖， 江陸을 中心으로 한 江原團， 大田을 中心으 

技術華新의 全國化f足進을 위한 科學技術團地의 開發方向

로 한 大田-忠淸圖， 全州를 中心으로 한 全北團， 光州를 中心으로 한 光州-全南-濟州圖， 大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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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 技術園域(techno-region)化 構想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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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中心으로 한 大邱{慶北團， 옳山을 中心으로 한 옳山-慶南團 등 7個 技術團域으로 나누고 地

方技術團은 각각의 껴퓨究團地를 중심으로 하여 周邊의 3-5個市·那을 관할토록 설정하여 모두 

23개 技術團域으로 나눈다. 

그리고 技짜社也帶化의 模型은 昭究團地들을 서로 연결하여 線型化하는 것으로서 京쏠地帶(서 

울-天송大田-龜尾-大邱-薦山-옳山) . 湖南地帶(大田-全州 · 裡里-光州-ì勳l‘D. 西海뿔地帶(天핫 

瑞山-群山-木浦) . 東海뿔地帶(江陸-浦項-薦山) . 南海뿔地帶(木浦개l멍天-품州-昌原-옳山) . 中部

地帶(春)11-頂州-忠州-淸州-大田-팝州) . 江陸 • 龜尾地帶(江陸→윷東-龜尾) . 忠州 • 浦項地帶(忠

州훗東-浦項) 등이 었고， 그 이외에 全州 · 裡里-群山地帶， 光’‘"1-木浦地帶， 光까I-}I頂天地帶， 大

邱-浦項地帶， 大邱-팝州地帶， 大邱-昌原地帶 등이 형성될 수 있다(圖 4 參照).

다음으로 技術地帶網은 鼎究團地 상호간에 階層과 {파뽑를 가지고 형성되어진다. 서울의 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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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團地와 大田의 大德團地는 國家全體의 科學技術을 관할하되， 특히 地域據點인 江陸， 全州 • 

裡里， 光州， 大邱， 옳山의 昭究團地를 지원하고， 이들 地域據點은 몇개의 地方中'Û鼎究團地를 

지원하게 된다. 즉， 서울은 首都團-圓을， 大田은 淸州 · 忠州 · 天安 · 瑞山을， 江陸은 春Jl I . 原

州를， 全州 · 裡里는 群山을， 光州는 木浦 • 順天 • 濟州를， 大邱는 浦項 • 龜尾 · 安東을， 옳山은 

蘭山 · 昌原 · 팝州를 관할하게 된다(圖 5 參照)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地理的으로 가까이 

있는 鼎究團地들은 行政區域의 같고 다름에 불구하고 서로 밀접한 關係를 갖게 되어 全國的으 

로 거대한 技術網을 형성해 가게 될 것이다(圖 6 參照) . 

全國單位을-

地域單바원휩 

地方單位흩- 首
都

團

훨 앓앓꿇 꿇 잃 
다J꺼 %풋굶 내 돼 
淸忠天瑞

州州安山
春原 群

川 州 山

품
 州

昌

原
蘭
山

木順濟 浦훌훌安 
浦天州 項尾東

〈圖 5> 鼎究團地의 階序化와 範域

죄升究團地의 造成과 相互連緊를 통하여 技術의 全國的 據散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團地

別 特化를 도모해야 한다. 塵業과 地域의 特性에 따라 고유하고도 특수한 技術을 개발하여 團

地間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토록 해야함이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야 할 課題는 技術開

發效果의 空間的 據散이다. 團地 周邊에 있는 母都市와 生塵企業 및 大學 등과 깊은 組帶를 맺 

고 技術 및 A力開發의 效果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추진해야 할 課題는 

國內外의 다른 鼎究團地와의 交流↑足進이다. 施設 또는 A力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情報 및 技

術을 상호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共同昭究를 함께 수행토록 한다. 특히 科學技術의 國際化를 

통하여 對外觀爭力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v. 結語

우리나라는 國土가 협소하고 資源이 부족한 반면에 A口는 많은 편이어서 우리의 生存과 緊

榮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科學技術의 開發과 活用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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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 技術地帶網(techno-network)化 構想圖

經濟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海外輪出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海外輸出의 提高는 觀爭力의 優位

를 통해 가능하며， 觀爭力의 優位는 바로 科學技術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科學技術은 어느 한 部門이나 어느 한 地域에서만 발달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分野의 科學技

術이 國土 全域에 걸쳐 고르게 발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戰略이 바로 科學技術鼎究

團地의 조성이다. 우리나라는 經濟開發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1970년대에는 洪陸團地를 건설 

하였고 1980년대에는 大德團地를 조성했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光州團地를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冊究團地를 主輔으로 하여 적절한 여러 地點에 地域中心 또는 地方中心의 昭究團

地를 다수 조성하여 國際化 및 地方化에 대비한 對外觀爭力의 강화와 科學技術의 全國的 據散

및 國土의 均衝發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科學技術의 振興과 據散을 위하여 많은 昭究團地를 건설함에 있어 主體가 되는 機關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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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機關들은 제대로의 投劃과 責任을 다해야 할 것이다. 먼저 國家는 科學技術의 發達과 

經濟成長의 f足進에 대한 무거운 責任을 갖고 있기 때문에 政府次元에서 政策的으로 추진하는 

鼎究團地建設에 대하여 財政的 支援과 技術的 指導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昭究團地 상호간의 

連緊網을 구축하고 自然發生的인 民間昭究所들과의 交流體系를 강화함과 아울러 國際化의 길 

을 넓히는데도 앞장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地方自治團體는 자기 관할내에 입지하는 

昭究團地에 대하여 計劃과 建設로부터 入住 및 運營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地域特性에 부합하는 冊究團地로 성장하고 바람직한 效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 

어야 한다. 특히 生活環境의 조성과 짧存住民과의 和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地方에 있는 企業과 經濟團體， 그리고 大學과 昭究所 등은 새로이 조성되는 冊究團

地와 깊은 關係를 맺고 상호 肯定的 作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협조함이 옳을 것 

이다. 

그리하여 韓半島 전체가 科學技術의 搖籃이 되어 안으로는 地方化의 基盤을 튼튼히 하고 밖으 

로는 國際化에 대비한 觀爭能力을 강화하며， 나아가 南北統-을 앞당겨 성취하는 動因을 창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國家와 地方， 政府와 國民이 다함께 슬기를 모아 昭究와 敎育

및 生塵이 상호보완을 이루면서 先進水準에 이를 수 있도록 중단없이 정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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