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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초록)
고부가가치 기술과 상품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 산업․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육성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정책사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은 참여를 이끌어 내야할
주 고객이 되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사업이라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에서는 고객인 기업의 만족도를 제
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라 할 수 있는 충성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과 달
리, 공공부문, 특히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만족도와 충성도를 제고하는 것
이 정책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하나로써 산업단지를 R&D역
량 강화와 지식․정보가 교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
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해 정책의 각 과정에 대해 기업에
서 느끼는 만족도,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에
대한 충성도와 사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올바른 전략수립
및 사업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만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선
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을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운영에 대한
만족으로 나누고, 사업의 성과 역시 해당단지의 성과인 1차적 성

과와 참여하는 기업의 성과인 2차적 성과로 나눈후 만족도와 충
성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업내용에 대한 만
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충성도 모두 1차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영향력이 크기인 베타값은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이 가장 컸는데, 이는 단지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실효
성있는 정책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내용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2차적 성과인 참여기업의 성과에 있어서도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충성도가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담기관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담기관
은 집행과정에서의 끈임없는 개선과 효율적인 과제지원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단계별 독립변수의 회귀값을 비교한 결과 사업 만족도와 성과와
의 관계에서 충성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술형 응답에 대한 질적분석을 만족도와 충성도 사이에 영
향을 미칠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
향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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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로 인한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지
식기반산업의 발전, 산업 융복합화의 진전등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R&D․고부가가치의 기술과 상품을 통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산업육성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민간의 경영기법이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산업육성정책사업에서도 고객만족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아 왔는데, 고객만족 맹신 및 엄격한 사업집행과 관리가 어려
워진다는등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의 의사를 잘 반영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 만족은 정책사업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만족뿐만 아니라 호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참여라고 할 수 있는 충성도가 매우 중요해졌
는데 그 이유는 만일 기업의 참여저조와 이탈등으로 해당 정책사업
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경우 성과없는 정책, 실패한 정책사
업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다.
ㅇ산학융합지구, 기업참여 저조: 대규모 기업들 외면속 5개 기업만 MOU
체결- 당진넷(2013.5.10.)
ㅇ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종합병원식 '중소
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대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참여 낙제점-충청투데이 (2012.3.29.)
ㅇ지난4월 도입한 녹색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아시아경제(2010.8.11)
ㅇ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해 노사 상생 양보 교섭 실천 기업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명무실-KBS전주(2009.6.5.)

- 1 -

결국 고객만족도 중요하지만 만족뿐만아니라, 기업의 계속적인 정책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충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WTO체제하에서는 자유경쟁체제 확립 및 국가간 공정한 무역을
위해 특정한 자국 산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산업 특정성을 갖지 않는 연구개발지원보조금이
나 지역개발지원보조금, 환경 보조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국가 기간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등 다양한 이름으
로 추진되어 왔던 산업육성정책이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형태
로 점차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김영수, 2012)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직접 하기보다 대부
분 정책입안, 예산배정, 총괄관리는 정부에서 하되, 실제 사업시행은
대리인인 공공기관등을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면 전담기
관이 정부의 대리인으로써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
〔그림1〕지역산업지원사업 추진 절차

전담기관에 있어서는 충성도가 해당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충성도를 향후 다른 사업에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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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담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 이탈을 막고,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 만족의 기치 아
래 기존의 관행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기업의견수렴, 절차 간소화, 사
업 개선방안 모색등 만족도 제고 및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고객 만족, 충성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서는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기업의 성과 사이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여러 가지 주장들과 실증연구까지 많이 진행된 반면, 공공부문, 특히
정책사업에 있어 만족도, 충성도와 정책 사업 성과에 대해 분석한 실
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산업집적지 경쟁력강
화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 전담기관에 대한 충
성도와 사업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올바른 전략수립
및 사업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만족시켜, 반복참여와 구전효과를 통해 사업 성과를 향상시
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사업인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경우에도 사
업에 참여하는 기존 5,300개 기업들과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산업단지내 많은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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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참여 만족도, 사업전담기
관에 대한 충성도가 사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자 한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지역산업지원사업의 만족
도, 충성도, 사업성과를 다음과 같은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의 만족도, 충성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대상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舊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사업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을 표방하는 사업으로써 미니클러스터
라는 상시 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정책 수요자의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정책참여 빈도도 매우 높으며,
사업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현장맞춤형기술개발과제등 연구개발사업
(R&D)과 마케팅등의 기업지원사업 두 가지 지원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어 다른 사업에도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 사업에서는 매년 지역별 고객 만족도 점수 추출등 사업 평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前 지식경제부)에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과업명: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성과평가 용
역)를 진행하는데, 금번 연구에는‘12년도에 진행한 설문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문기관인 맥스컨설팅에서 2012년 11월에서 12월
까지 2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한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일부기업의 경우는 대면을 통한 직접설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SPS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선택형 응답자료들은 각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분석한 후 다중회
귀분석등을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서술형 응답자료는 질적분석을 통해 매개요인을 파
악하는데 보완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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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제1절 대상사업의 내용 및 특성
1.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에 대한 논의
산업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산업 성장,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것”(OECD, 1975), “구조변화를 증진하거나 막기 위한
정부의 하나 혹은 일련의 조치”(Curzon-Price, 1981), “미시경제
수준에서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M.L.Wachter et al.,1981), “성장
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모든 것”(Adams and Klein, 1983), “제조업
과

서비스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책

들”(Graham, 1986), “좁은 관점에서는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분야
를 대상으로 한 제한에 관심을 둔것이고 넓은 관점에서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Beath, 2002),
“설정된 목표를 향해 성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에 의해 취해
진 일단의 조치들”(Pitelis, 2006) 등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어 왔다.
가장 흔하고 넓게 인용된 개념은 Pack and Saggi (2006)에 의한 것
인데 그들은 산업정책을 “개입이 없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것보다
경제성장을 위해 더 번영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분야에
대해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선택적 개입 또는 정
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Chang(1997)을 비롯하여 학자들은 산업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동아시
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는데 가장 대표 사례라 할수 있는 일본의
경우 “통산성이 하는 정책”(貝塚啓明, 1968)이란 정의도 있고 “일
반적으로 여러 산업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산업의 보호․육성․조정․
정비를 통해 경제의 근대화, 국제 경쟁력강화, 경제성장의 촉진, 고
용의 안정, 환경수준의 보전, 국제수지의 개선 등의 어떤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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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혹은 정부가 개별 산업활동이나, 기업의
생산․영업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상품 금융 등의 시장형성
혹은 시장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의 총칭”(上野裕也,1978) 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수봉․김인호 외(2009)가 산업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산
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산업관련 정책(Industry-related policy),
산업활동을 위한 정책인 광의의 산업정책,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구
조 정책인 협의의 산업정책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림2〕산업관련 정책과 산업정책의 정의
산업관련 정책 :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간접적 영향)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임금․노사관계정책
․소득 재분배정책
․토지이용 정책․인프라정책
․에너지 정책

(직접접 영향)
․지역개발(예)기업도시)
․가격규제
․환경규제

광의의 산업정책 : 산업의 활동을 위한 정책
․제품․인증
․제품안전 규제
․지역균형 발전
․규제 개혁
․국가 소유

경쟁정책
․시장 창출․유지
․기업 활동 여건 조성

협의의 산업정책 :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평적 정책

수직적 정책

․R&D 혁신 촉진
․기업가 정신 지원
․인적자원 개발
․경쟁력 영향 분석
․정부 조달

․산업 부문별 육성
․특정지역 산업 발전
․클러스터 형성
․특정부문 무역 규제
․국방 조달

* Pelkmans(2006), 전수봉·김인호 외(2009, p1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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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은 잘 추진된다면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을 성장시키고, 시
장기능에만 맡겼을때의 중소기업등의 불리한 성장, 민간기업의 과당
경쟁과 투자로 인한 국가 차원에서의 왜곡을 해소하고‘시장실패’
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정부간섭이 지나칠 경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정보비대칭이나 지대추구 같은 문제로 인
해 시장의 실패보다도 더 큰‘정부의 실패’를 낳을 수도 있다.

2.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논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 위해‘중앙정부’가 추진하
는 정책으로서,‘지역정책’과‘산업정책’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장재홍·정종석·박재곤, 2002), 산업 육성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인데, 산업
발전에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시스템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등
장하게 되고, 특화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지역환경이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2012, 김영수).
우리나라에서 지역산업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법률과 예산
회계(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역산업지원사업
형태로 구체화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추진되는 지역산업지
원사업을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정종석․송하율외(2011)에 따르면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근거하여 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업지원사업,
지역의 대학을 활용한 산학협력지원사업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까지 모두 포괄하는데, 2011년 기준 총 예산이 1조6,790억
원에 달해 광역발전계정 예산 5조8,849억원 중에서 2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SOC사업(45.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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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지역산업지원사업의 범위(광특회계 기준)
부처

산업․기업지원사업

지식
경제
부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지역투자촉진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글로컬산업조성사업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

교육
과학
기술
부

농림
수산
식품
부
환경
부
국토
해양
부

산학협력지원사업

과학기술지원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연구개발특구육
성사업

∙광역경제권인재양성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산학연협력체제활성
화사업

∙지방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육성사업
∙지방과학연구단
지육성사업
∙지역혁신인력양
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사업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사업
∙지역기술혁신사업

농촌
진흥
청
중소
기업
청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사업
∙창업기업투자보조금지
원 사업

계

13개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

∙지역농업연구기
반조성사업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산학연협력기업부설
연구소설치지원사업

∙산학연공동기술
개발

7개

6개

* 출처: 정종석․송하율외(2011, p19) 인용, 박근혜정부 정부조직 개편전 기준

- 8 -

3. 대상사업에 대한 논의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
계가 있어 공정 혁신, 독자적인 기술 개발등을 통한 독보적인 제품
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
적인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지식을 실제
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
조가 있어야 한다. 즉, 산·학·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
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 공간이 형성
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선배(2010)에 따르면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산업 및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지역을 토대로 조성된 산업 육성 기반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
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이 지역 및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자
리잡고 있다고 한다.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단지가 산업현장이 밀집되어 생
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
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식, 정
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
기 위한 사업이다.

〔그림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목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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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통상자원부(前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사
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정책 개요(정부분류기준)
소관

회계*

계정

산업
통상
자원부

광역지역
발전특별
회계

광역
발전
계정

구

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업․중소
산업진흥 광역경제
기업 및
․고도화 활성화
에너지

내

광역
경제권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
(R&D)

용

사업유형

응용․개발 연구사업

사업기간

ʼ05년 ~ ʻ계속ʼ

총사업비

계속사업(ʼ12년까지 기 투자액 : 4,580억원 집행)ʼ

사업규모

193개 산업단지(25개거점단지 + 168개 연계단지)(광역형)

지원대상

MC에 참여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형태

출연

지원조건

세부과제별 지원기준에 의거 40%이하 민간 부담

사업시행
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동 사업은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말에 남동, 오
창, 성서, 녹산, 대불등 5개 단지가 추가 지정된 후,

2010년 4월부

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확대되었는
데 사업명칭에 있어서도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후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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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사업대상단지 변화

(7개 단지)

(7개 → 12개 단지)

(12개 → 193개단지)
(거점25, 연계168)

사업내용으로는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산학연 협의체 운영, 미니
클러스터에서 발굴된 기업의 애로과제를 지원하는 기업성장 육성사
업(R&D, 비R&D)등이 있다.
〔표3〕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산학연
협의체 운영

주요 내용
업종,기술별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미니클러스터(MC)운영
MC를 중심으로 발굴된 기업의 애로 과제 지원
생산기술사업화지원

기업성장
육성사업

제품제작지원
토탈마케팅지원
현장맞춤형 교육
현장맞춤형 종합지원

농공단지
클러스터
테마클러스
터 구축
녹색융합기
술개발
기업주치의
센터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이전기술사업
화, 산업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국내외 시장개척, 제품포장 디자인,
해외규격
생산성 및 R&D능력향상 교육
기술 및 경영전반 애로사항

전국농공단지 대상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애로 발굴 지원
타 광역권간의 산학연 네트워크,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R&D지원
자유무역지역 기업의 친환경·저탄소등 녹색융합기술 지원
4개시범단지 대상 중소기업 경영전반 현장밀착형
성장코칭 컨설팅
온라인사이트(e-cluster), 사업관리시스템(CMS)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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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특징은 지식이 선순환되는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산학
연 협력체계로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는 것인데,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 기술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산학연관 협의체로써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항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림5〕미니클러스터 운영 프로세스

2012년말 기준 수도권 16개등 전국 6개 권역에 총 70개의 미니클러
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6〕전국 미니클러스터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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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304명, 대학 936명, 연구소 252명, 지원기관 735명등 총 7,227
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4〕미니클러스터 참여 인원(단위: 명)
구분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총합계

기업
194
682
869
2299
475
785
5304

대학
255
116
91
217
173
84
936

연구소
15
44
27
86
49
31
252

지원기관
163
128
71
143
132
98
735

총합계
627
970
1058
2745
829
998
7227

미니클러스터에서는 수시로 과제발굴회의(40%), 정기회의(15%), 교류간
담회(11%), 기술세미나(8%)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기준
총 70개 MC에서 연간 9,210건의 활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MC당 평균
131건으로 매월 11건의 크고 작은 네트워크 활동이 일어난 셈이다.

〔그림7〕네트워크 활동 현황(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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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도 연간 네트워크 참여인원이 `05년 23,000
명에서 `11년 70,000여명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내에서 많은 네트워
크 활동으로 이어지고, 또, 다양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적 달성을 위
한 SIG(Specail Interest Group), WG(Working Group)등 소뮤모 모임
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 사업에는

생산기술사업화, 테마클러스터 구축등 연구개발(R&D)

지원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
개발(R&D)을 연구단계에 따라 기초연구-응용연구-실험개발로, 연구
목적에 따라 기초과학-원천기술-산업기술로 나누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의 R&D는 기초, 원천기술을 만들거나 산업기술화시키는
기초, 응용연구가 아니고 실험개발연구이며,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이다.

〔그림8〕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R&D

실제로 이 사업에서 지원되는 R&D 과제는 주로 기존제품의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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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개선, 시장규모가 작아 대규모 개발이 필요없는 소형 신제
품등이며, 이 사업의 규모를 벗어난 대형과제는 타정부사업과 연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업의 R&D는 제품 생산과 연결되는 산업
현장의 직접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특징 때문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단독개발이 18%정도지만, 본
사업의 경우 단독개발이 2%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과 클러스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본 사업을 통해 형성되었고,

본 사업에 있어서 고객만족의 제고는 사업의 중요한 전략중 하나이고,
만족도 역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만족도의
향상이 사업의 최종결과인 사업성과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된 것이 없으며,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산업단지내 많
은 기업들을 참여토록하여 산․학‧연 상호협력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9〕대상사업 연도별 만족도(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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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만족, 충성도, 성과에 대한 논의
1. 만족에 대한 논의
만족(Satisfaction)은 라틴어의 satis(enough)와 facere(to do or make)에서
파생되었으며, 이것은 필요, 욕구, 목표등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는 즐거운
충족(fullfillment)이며, 평균정도로 느끼는 기쁨이나 불쾌가 아니다(Oliver,
1997).
고객 만족은 최초 Cardozo(1965)의 연구이래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고객 만
족의 개념에 대해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McQuitty, Finn
and Wiley(2000)에 의해 제안되어 Oliver에 의해 발전된 기대 불일치
(expectancy disconfirmation)이론으로,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
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기대(Expectation)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Perceived Quality)에 대해 실제 인지된 성과(Performance)의 차이의 대
한 평가 결과로써 만족정도가 결정되며, 만일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대
한 것보다 좋다면 만족이 발생하지만 기대된 것보다 성과가 나쁘면
불만족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때의 평가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 뿐 만 아니라 구매과정 및 구매 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요인들
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회적인 평가가 아닌 반복적인 사
용을 통해 축적된 고객평가의 결과라고 하였다(Szwarc, 2005). 이영희
(2008)는 [그림9]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10〕고객만족(이영희 2008, p65)
구매전

기대와 성과의 비교평가

구매후

기대

(기대-성과 일치/불일치)

성과

성과 > 기대 or 성과 = 기대

만족

성과 < 기대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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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부문에서는 고객만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근래의 일인
데, 공공부문에 있어서 만족도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로써, 허만형외(2001)는 주민만족
도를 사용하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효과외에 서비스에 대
한 정보 입수, 생산과정, 사후관리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고객과
접촉하는 직원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욕구에 대해 얼마나 주민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가를 평가하였다.
또,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사업에 참여한 정책수요자가 어
느정도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
함으로써 수요자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하는데, 분야와 사업에 따라 조사방향이 달라지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도 달랐다.
선진국 및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만족도를 평가한 사례와 그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부분 개별 정책수준의 고객만
족도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
과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것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2. 전담기관 충성도에 대한 논의
산업정책사업에 있어 전담기관이라 함은 보통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2009년 2월2일 제정
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4호에서는
전담기관을‘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舊 산업단지 혁신클러스
터사업) 세부관리지침 Ⅰ총칙 4.(용어의 정의)에서도 전담기관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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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부터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
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내용을
고시한 산자부 고시 제2006-99호 제8조와 후속고시에 따라 산업집적
지경쟁력강화사업의 전담기관은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되어 있다.

충성도(Loyalty)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Jones & Sassers(1995)는 고객 충성도를 고객이 한 기업의 사람, 제
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애착 또는 애정의 감정 상태라고 하였으며,
Sindell(2000)은 경쟁사의 대안보다 해당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여 구입하고자 원하는 마음의 상태나 태도 혹은 지속적인 충
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Kotler(2002)

는 충성도를 소비자들이 특정 상표, 점포, 기업등에 대해 애착을 가
지는 경향이라고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유재(2001)가 충성도를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잠재적 상황적 요인, 혹은 다른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특정한 제품이
나 서비스를 일관되게 재구매하고 반복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고
객의 깊은 몰입의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영희(2008)는 고객충성
도란 고객이 어떤 특정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 계
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고객 충성도는 태도와 행동의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둘은
최종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고객이 구매 경험을 통하여 기업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결국 그 기업에게 긍정적인 여
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Dick &Basu, 1994; Jones &
Sassers, 1995)
Reichheld(1996)는 이러한 감정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서 그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재구매하도록 하게하고,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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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구전 활동과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등의 여러 가지 활
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한다

3. 성과에 관한 논의
성과(Performance)란 조직, 개인등 어떤 주체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
및 직접․간접적으로 파생되는 모든 영향등을 말하는데, 매우 복합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개념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Brewer & Selden, 2000), 구체적인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가능하다.
민간부문에서는 통상적으로 성과를 대부분 경영성과로 인식하여 투자
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업규모, 서비스 품질 등 정량적 목표
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란 정부가
예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달성한 공공서비스의 산출과 결과의 정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성과가 투입과 산출 중심의 효
율성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공공부문에서는 효율
성은 물론 결과 및 영향을 아우르는 효과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윤수재외, 2009),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성과에 대해
분명한 개념 정의 보다는 성과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나 측정변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Griffen, 1991, Kenneth et al., 2006)
성과는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과 측정시는 가능한
한 전체성과를 포괄하고 대표할 수 있는 핵심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4. 만족, 충성도, 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측면에서의 고객만족-기업성과에 대한 연
구와 소비자 측면에서의 고객만족-고객충성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충성도와 관련해서는 충성도-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고객만족-고객충성도-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충성도가 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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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 만족과 성과의 관계
민간부문에서 주로 고객 만족과 기업의 재무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마케팅, 품질, 회계분야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역시 다양했다.
먼저 고객만족이 증가하면 가격 탄력성․ 거래비용․A/S비용이 줄어들
고, 평판도 좋아져 결국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
장으로 많은 학자들이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동의하고 있다.
Anderson, Fornell, Lehman(1994)의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점
유율, 품질과 기대가 높아지면 고객만족이 떨어지고 부정적일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품질, 기대, 고객만족과 경제적 보상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만족한 고객이 수입창출의 자산이 된다고 하였다.
이학식, 김영, 이용기(1998)은 기업의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간의 관
계를 연구하였는데, 시장지향성이 높아질수록 내부직원 만족, 고객
만족, 기업이미지가 향상되고, 내부 직원들의 만족이 높아질수록 고
객만족이 높아지며, 고객만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성과도 늘어나고
기업이미지도 좋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주장도 있는데 Arthur Anderson(1994)이 수행한 현장
연구에서는 여러 제조 산업에 있어 고객만족과 기업 이익이 긍정적
관계라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Anderson,
Fornell & Rust(1997)는 고객만족과 생산성, 수익성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상품에 있어서는 표준화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어 고객만족과 생산성, 수익성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
나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여 고객만족과 생산성, 수익
성 간에 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고객만족을 하면 고객만족이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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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달리 정(+)의 관계, 부(-)의 관계, 관계가 없는
등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연구자마다 조사대상, 산
업, 기간, 응답자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나. 충성도와 성과의 관계
충성도가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다소 혼재
되어 있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많으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충성도와 관련한 연구는 충성도와 기업성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
펴본 연구와 만족도와 성과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본 두가지 관점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Reinartz and Kumar(2002)의 연구에서는 4년동안 16,000명의 개인,법
인 고객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수년간 특정회사로부터 반복적으
로 구매한 고객들의 유지비용이 적고, 이들이 가격에 덜 민감하며,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오는 것에 효과적이다는 주장은 근
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Gustafsson and Johnson(2002)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자동차 VOLVO를
대상으로 만족, 충성도,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고객만족은 충
성도와 성과(차당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충성도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mith and Wright(2004)의 연구에서는 PC제조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객충성도가 판매 증가와 수익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결과 고
객충성도는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iu(2006)는 개봉영화에 있어 구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박스 오피스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분석 하였다.
후자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는 먼저 고객만족이 증가하면
가격 탄력성․ 거래비용․A/S비용이 줄어들고, 평판도 좋아지며 구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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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통해 신규고객확보에 드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여 결국 기업
의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Reichheld and Sasser(1990)는 일반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 기
존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더 많이 구입하게 되며, 구전효과를 통
해 공짜 광고의 역할도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
였고, 이유재(2007)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고객충성도를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전환의도로 구분
하여 변수의 매개역할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고객만족도는 재구매의도,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환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성도 변수중에서 구전의도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고, 전환의도는 부정적 영향을, 재구매의도의 경우 기업성과에 직
접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구전의도를 거쳐 간접적으로 기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이유재외(2010)는 고객만족과 고객추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동
태적 영향 연구에서 고객만족과 추천의향은 모두 기업성과에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고객
만족의 경우 산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서비스와 비내구재산업에서는
단기와 장기(동태)적 효과가 모두 나타났지만 내구재산업에서는 단
기효과는 없었다. 반면, 추천의향은 모든산업에서 단기와 동태적 효
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족과 충성도의 관계
고객만족과 충성도의 관계에 관하여 경영학분야의 다수의 연구들은
고객만족은 충성도를 강화시키고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많
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장도 있다.
Bitner(1990)는 항공, 호텔, 식당같은 서비스 접점에 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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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한 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만족/불만족여부가
고객의 충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고,

고객만족과 충성도

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Jonathan, 1995).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만족의 정도가 증
가하면, 충성도의 효과는 이보다 더 급속도로 증가하는 비선형 관계
임이 밝혀졌다(heskett jones, loveman, sasser & schlesinger 1994).
Kotler(2002)는 소비자에게 인지된(perceived) 소비자 만족은 높은 고
객충성도를 만드는 근간이 된다고도 하였다.
김대환(2004)의 연구에서는 관광객들이 가지는 관광정보의 질에 대한
만족이 신뢰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결정요인(제품다
양성, 정보제공성, 검색편리성, 쇼핑몰이미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그리고 재구매 의도의 관계에 있어, 고객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객만족
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attitude)를 나타내는 반
면 충성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행동(behavior)를 나타
내는 것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고객일지라도 다른 제품
으로 전환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Gierl(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뷰한 고객중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
로 바꾼 고객이 40~62%에 달하는데, 놀랍게도 제품에 만족하고도 다
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바꾼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바꾼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Jones & Sassers(199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의
정도에 따라 특정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충신/사도(Loyalist/Apostle), 낮
은 혹은 중간정도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나타내는 탈주자/테러리스트

- 23 -

(Defector/Terrorist), 높은 만족도와 낮은 충성도를 나타내는 용병
(Mercenary), 낮은 만족도와 높은 충성도를 가진 인질(Hostage)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만족도와 충성도사
이에 다양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5〕고객의 만족, 충성도, 행동관계(Jones & Sassers, 1995, p12)
구분

만족도

충성도

행동

상

상

거래 유지, 지지

중하

중하

이미 떠났거나, 떠나고 있음.
마음에 안듦

용병(Hostage)

상

중하

있다가도 없음. 낮은 서약

인질(Hostage)

중하

상

바꾸기 불가능. 갇힌 상태

충신/사도
(Loyalist/Apostle)
탈주자/테러리스트
(Defector/Terrorist)

Reichheld(1996)은 만족의 덫(satisfaction trap)이라는 용어를 통해 다
른 브랜드로 이탈한 고객들 중 65%에서 85%의 고객들은 그들이 이
전 사용했었던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 했었다
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Oliver(1999)는 만족과 충성도 간의 가능한 연관성을 6가지로 나타내
어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림10]에서 유형(1)
은 만족과 충성도가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유형(2)는 만족이 충성도의 핵심개념이고, 충성도의 지주
라는 것을 나타낸다. 유형(3)은 만족이 핵심적 역할은 아니지만 충성
도의 하나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나타내며, 유형(4)는 만족과 단순한
충성도가 궁극적인 충성도의 요소임을 나타낸다. 유형(5)는 만족의
일부분이 충성도에 연결되고, 그 부분들은 일부분이지만 충성도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형(6)은 만족이 충성도로 변해가
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만족과 충성도가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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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만족과 충성도의 6가지 표현(Oliver, 1999, p34)

만족과
충성도는

만족

하나
충성도
( 1 )

( 2 )

만족
만족
궁극의 충성도
충성도

충성도

( 3 )

( 4 )

충성도
만족

S/L

충성도

만족
( 5 )

( 6 )

영국의 Ogilvy Loyalty Centr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를 산 사
람들의 평균 85%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나
이중단지

40%만이

같은

딜러에게

재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Rosenspan 2013).
이러한 과거의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결국 일반적인 고객만족과 충
성도의 관계에 있어 둘 사이가 정의(+) 상관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두 변
수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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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많이 진행 하였다.
Homburg & Giering(2001)은 만족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소득, 나이,
다양성추구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Maguni(2003)는
만족과 충성도의 관계의 비선형성에는 고객의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성신(2013)이 과거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다시 재정리 해보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만족과 충성도에 있어 매개요인(이성신 2013, p90~91,재정리)
매개요
인
인구
통계적
특성

고객의
심리적
특성

변수
성
(gender)
연령
(age)
소득수준
(income)
다양성
추구성향
관계 중시
마인드
싸고좋은
제품선호
애착정도

접근
편의성

편의성

내

용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험 회피성향이 커 만족수준
과 관계없이 기존 것 계속 사용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 수집, 비교분석하는 능력 낮
아 충성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며, 비
교 분석을 통해 전환 가능성 높아 충성도가 낮을 수 있음
새로운 제품, 서비스 사용을 즐김으로 제품이나 서비
스에 낮은 충성도를 나타낼 가능성 있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은 불만족하더라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전환하지 않는 특성
싸면서도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역시 특정 제품
에 무조건적인 충성도를 나타낼 가능성은 적음
특정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강한 애착성향을 나타내
는 고객은 다른 제품,서비스로 전환 가능성이 낮음
불만족해도 시간, 노력, 편의성이 요구된다면 다른 조
직의 서비스를 사용안함.

이밖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자들은 상품의 중요성, 구매의 불확
실성, 대안상품의 매력성, 전환비용(Switching cost)등을 연구하였다.

한편, 공공부문과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충성도 대
신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Christensen & laegreid(2005)는 서비스만족도와 정치문화적 요인, 인구
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 중요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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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는데, 연구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정부에 대
한 신뢰와 연계되어지며, 정부제도나 조직에 대한 신뢰는 정치문화적
요인에 의해 유의미하게 변하게 되며,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나 인구학
적 요인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흥규(2008)는 주민의 만족도와 신뢰, 그리고 이주의사의 관계에 있어
만족도는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간접효과 분석 결
과 만족도와 이주에 있어 신뢰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밝혀냈다.
박경효(2009)는 강남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정보서비스와 민원행정
서비스, 참여서비스로 유형화하고, 각 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
하는 구체적 변수들을 설정하여 각각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정보서비스의
정확성 만족도와 참여서비스의 반영성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절 본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앞서 얘기했듯이 민간부분에서는 경영학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 고객 만족도, 충성도가 성과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공공부문 특
히 지역산업을 비롯한 산업육성정책사업에 있어 주 고객이 되
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 충성도, 성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사업에 있어 충성도 개념을 연구에
포함하여, 만족도와 충성도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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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목적과 사업특성에 맞게 지표를 재구성하여 어떤 요인이
어떤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구분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만족도를 정책 형성단계이자 사업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사
업내용에 대한 만족과 집행단계인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2가지
로 나누었고, 정책 평가단계인 성과역시 1, 2차적 성과로 구분
하여 항목들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사업내용에는 사업목적, 인
프라, 대상, 예산을, 운영에는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품질 측정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단지의 변화된 여러 성과
를 1차적 성과로 하고, 생산‧수출‧고용증가등 사업에 참여한 기
업의 성과를 2차적 성과지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셋째, 정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는 직접하기 보다는 실제 대부
분 공공기관을 포함한 제3의 기관을 대리인으로 지정․위탁하
여 진행하게 되고, 참여자는 정부가 아닌 전담기관을 통해 사
업을 체감하게 되는바 전담기관이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양상은 매우 달라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
의 주관기관인 전담기관을 본 연구에서 도입하였는데, 이는
전담기관 입장에서도 자신이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만족도, 충
성도, 성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올바른 정책집행,
전략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인 만큼 성과에 있어 재무
적인 사항외에 정책의 목표등을 고려하였으며, 기업적인 요소
들을 통제변수등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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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설계
제 1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만족도, 충성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
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지역산업지원사업이라는 정책사업에
적용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라 할 수 있는 정책사업
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을 위탁받아 실제로 시행하는 전담기관에 대
한 충성도가 실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함에 있어 정책의 과정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정길외(2003:p18)의 연구를 단순화
해서 김실곤(2012)이 사용한 개념인 정책 형성(formulation)→집행
(implementation)→평가(evaluation)단계를 적용하여, 만족도를 정책의
형성단계이자 사업 자체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사업내용, 정책집
행단계라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으로 나누었으며, 최종적인
정책 평가단계로써는 참여자가 느끼게 되는 사업의 성과로 정하여
각각 분류된 범위에 따라 변수를 구성하여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의 기본프레임이
라 할 수 있는 사업목적, 대상, 예산에 추가로 본 사업에 맞게 산학연
협력 인프라를 내용적인 요소로 구성하였고,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책사업 역시 공공에 대한 서비스의 일종인 점을
감안하여 KS-SQI를 중심으로한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품질의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전담기관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태도적 측정치인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반복참여 의사, 추천의향으로 정하
였으며, 성과는 산업단지에 긍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성과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성과가 다를수 있음을 고려하여 1차적 성과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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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로 구분하여 1차적 성과에는 정보교류증대등 산업단지의 성
과를 2차적 성과에는 생산, 고용, 수출증대등 참여하는 기업의 성과
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전담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1차적 사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
히는 것이 본 연구의 첫번째와 두번째, 세번째 연구 문제이며, 2차적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 것이 네번째와 다섯번째, 여
섯번째 연구 문제이다.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만족도와 성과사
이에 충성도가 매개역할을 할 것인지가 일곱번째 문제이다.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 설문은 산업집적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대
상범위인 6개 광역권역 25개 거점단지에서 구성된 미니클러스터에
참여하여 네트워크활동 및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체 5,150개사(2012.
8월 기준)와 전문가 1,792명중 각 권역별로 참여기업수에 따라 안분
하고, 과제를 지원받은 기업과 과제를 지원받지 않은 기업을 섞어서
추출한 기업 640명과 전문가 120을 표본 추출하여 진행한 것이다.
〔표7〕설문조사대상 표본추출 내용
구분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합계

기업
2,187
508
775
660
829
191
5,150

조사대상 모집단
전문가
421
360
212
279
191
329
1,792

표본
소계
2,608
868
987
939
1,020
520
6,942

기업
220
80
100
90
100
50
640

전문가
20
20
20
20
20
20
120

* 모집단수 기준: 2012년 9월기준 미니클러스터 참여자
회수결과 총 기업참여자 553명과 전문가가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와
관련없는 전문가 응답자 및 기업 응답자중 설문내용에 미기재 사항
이 있는 29명을 제외한 기업체관계자 총 524명만을 본 연구대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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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2〕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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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가설 설정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 전담
기관 충성도가 사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표8]과 같다.
〔표8〕연구의 가설
가설

가설의 내용

가설1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1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1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

전담기관 충성도는
사업 1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4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2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5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2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6

전담기관 충성도는
사업 2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7

사업 내용,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전담기관 충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제 3절 연구 설계
1. 변수설정 및 조작적 정의
가. 독립변수
만족도와 관련한 관한 기존의 연구는 경영학분야에서 제품이나 서
비스의 품질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거나, 공공분야에서는 주로 일
회성의 민원성격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혹은 특정 정책사업

- 32 -

에 있어서 그 만족도 측정에 필요한 측면에서만 고려한 한계가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수설정 및 조작적 정의
를 하고자 한다.

1)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포함한 산업 정책사업이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와
다른 차이점은 형성단계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의 대상과 예산등 정책사업의 내용이 정해져서 추진된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본 연구 대상사업인 산업집
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목적은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
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런 목적에 공
감하고 사업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만족도가 높
아지고 전담기관 충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이
라고 판단된다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보통 정
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 외부 여건
은 주어진 상태로 사업전담기관은 집행역할만 하는 경우라 전담기
관이 바꿀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사업에 대한 만
족도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토대로 설문조
사된 내용를 고려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표9] 사업내용(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성요인
사업내용에

조작적 정의
사업 목적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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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한
만족도

산학연 협력 인프라 적절성
사업 참여대상의 합리성
사업내용대비 예산 적절성

인프라
대상
예산

2)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도
지역지원사업 역시 공공서비스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위해 일반적인 서비스 품질측정 항목을 사용하고자 한다.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해서 PZB(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등
에

의해

성과-기대를

측정하는

SERVQUAL모델과

Cronin

&

Taylor(1992)의 성과에 기초한 서비스품질 측정 방법인 SERVPERP 모
델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측정에 대부분 SERVQUAL 모델을 적용하
여 SERVQUAL 모델의 5가지 차원[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vility),
응답성(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Empathy)]을 기초로
하여 각자의 연구에 맞게 변수를 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표
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는 SERVQUAL 모델의 5가지 차원
을 기반으로 2000년에 서비스품질 평가지수(KS-SQI, Korea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를 공동 개발하였는데, NCSI1), KCSI2)와 더불어
산업분야 고객만족도 조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KS-SQI에서 서비스품질의 일반적 구성항목은 과정품질(신뢰성, 친절
성, 적극지원성, 접근용이성, 물리적환경)과 성과품질(본원적서비스,
예상외부가서비스)로 구성되는데, SERVQUAL 모델이 설문문항이 많

1) 국가고객만족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NCSI): 생산성본부에
서 품질경쟁력과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해 미국 미시건대학의 국가품질연구소
(National Quality Research Center)와 공동으로 1998년 개발한 지수
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지수(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KCSI): 한국
능률협회에서 1992년 한국산업의 각 산업별 상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
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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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에 비해 KS-SQI모형은 측정의 편리성과 용이성으로 실무에서
각광받고 있다.
[표10] KS-SQI 서비스품질 구성항목
구분

구성요인

친절성

고객이 서비스제공자에게 느끼는 신뢰감,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성, 정직성, 서비스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 소유
예의바르고 친절한 고객응대 태도

적극지원성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접근용이성
물리적환경

서비스 제공시간 및 장소의 편리성
서비스 평가를 위한 외형적 단서
고객이 서비스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기본적 욕
구 충족

신뢰성
과정

본원적서비스
성과

내용

예상외
부가서비스

고객에게 타사대비 차별적 혜택과 부가적 서비스
제공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품질측정을 위한 KS-SQI 항목을 재구성
하고 대상사업에서 설문조사된 내용에 맞게 사업운영을 아래와 같
이 정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표11] 사업운영(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성요인

사업운영
에 대한
만족도

조작적 정의
운영절차의 효율성
지원 및 평가기간 적절성
업무태도 친절성
업무처리 역량 우수성.
민원처리 신속성
지리적 접근 용이성
정보의 질 우수성
애로사항처리 효율성

절차효율성
적절성
친절성
신뢰성
적극지원성
접근용이성
정확성
애로처리

3) 전담기관 충성도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영희(2008)가 ‘고객
충성도란 고객이 어떤 특정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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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고
정의한 것처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충성도란 사용하고 있는 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몰입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호의적태도, 반복구매,
관계지속성, 구전효과등을 통하여 충성도를 측정하고 있다.

Formell(1992)은 반복구매 의향 및 고객의 가격수용도에 의하여 고객
의 충성도를 평가하였고, Jones & Sasser(1995)는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재구매 의향, 고객의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매가
능성을 예측하는 것, 기업에 대한 고객의 행동으로서 고객의 추천,
구전 효과를 추적하는 것의 3가지로 측정하였다.
Zeithaml, Berry and Parasuranman(1996)은 긍정적 구전효과, 추천의
향, 친구에게 구매 권유, 해당기업의 우선선택과 더 많은 거래를 하
는것등의 측면에서 충성도를 측정한다고 하였다.
Bowen과 Chen(2001)은 기존의 연구를 종합 정리하여 세가지 측정치
((Behavioral measurements, Attitudinal measurements, Composite
measurements)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측정도구중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인 호의적 태도를 통한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구매의사,
추천의향을 바탕으로 충성도를 측정하고자 하며, 이를 정책사업에
맞게 전담기관의 사업 반복참여의사, 타인추천의향등의 태도적 측정
치로 정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표12] 충성도(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성요인
전담기관
충성도

조작적 정의
반복참여의사
타인추천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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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추천

나. 종속변수 : 사업 성과
1) 1차적 성과(단지 성과)
앞서 논의한 것처럼 산업단지는 생산 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어서, 산업단지를 지식,정보가 교류되는
클러스터로 만들고자 거점단지, 연계단지를 지정하여 산업집적지 경
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론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
하여 미니클러스터라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미나, 정기회, 모
임등 각종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이후 이런 단지의 변
화를 1차적 성과로 하고 이 사업의 특징과 설문내용을 반영하여 아
래와 같이 정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표13] 1차적 성과(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성요인

조작적 정의
(단지클러스터지정이후)R&D(연구개발) 역량 증대
(
“
) 경영일반 애로사항 해소
(
“
) 마케팅역량 증대
(
“
) 노동의 질 향상
(
“
) 산학연간 정보교류 증대
(
“
) 인적‧물적 네트워크 확장

1차적
성과

R&D
경영
마케팅
노동
교류
네트워크

1) 2차적 성과(기업 성과)
사업에 있어 성과에는 산업단지에 미친 성과외에도 참여하는 기업
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2차적 성과로 정
의하고자 하며, 2차적 성과로는 산업정책분야가 지향하는 궁극적 핵
심이면서 또한 정부의 본 사업 정책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참
여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 증대여부를 포함하여 조사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측정하고자 한다.
[표14] 2차적 성과(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성요인
2차적

조작적 정의
생산증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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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성과

고용창출 증대

고용

수출증대 실현

수출

기업 장기성장 효과 실현
수익성개선 실현

장기성장
수익성

다. 통제변수 : 참여기업 특성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충성도와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로써 지역, 종업원수, 과제수혜여부,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
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먼저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보았을 때
통상 정책 만족도조사에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수도권 지역
기업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듯이 기업이 소재한 지역이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기업의 규모(여기서는 종업원수) 역시도 규
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만족, 충성도도 높고 성과에도 쉽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만족도, 충성도를 이끌어내고 성과
로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것이라 보여진다. 또 다른 변수는 과제수
혜여부로써 Gwinner등(1988)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혜택과 고객 충성도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정책사업의 참여에 있어 단순
히 네트워크 활동에만 참여 하지 않고 직접적 정책 혜택이라 할 수 있
는 연구개발(R&D), 기업지원과제를 수행 하게 되면, 만족도․충성도와 성
과에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Garbarino and
Johnson(1999)의 연구에서 뮤지컬 장기회원이 신뢰와 몰입으로 충성도
가 높다고 하였는데, 사업에 오래 참여하면 충성도나 성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내용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표15] 참여 기업 특성(통제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성요인
참여기업
특성

조작적 정의
참여기업이 속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권역

참여기업의 종업원수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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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혜여부

과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

기간

2. 변수의 측정
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문서상 사업의 환경 및 계획 관련한 만족도 항목을 이용하여 독
립변수인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당초 설문은
총6문항으로 되어있지만‘사업홍보가 적극적이다’,‘사업지원 절차
는 편리하다’등 2개 항목은 사업내용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전담기관이 얼마든지 바꿀수 있는 부분으로 본 연구
와는 맞지 않아 제거하고 목적, 대상, 예산, 인프라등 4개의 변수만
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문서상 사업운영과
관련한 만족도 평가를 그대로 사용하여, 절차효율성, 적절성, 친절
성, 신뢰성, 적극지원성, 접근 용이성, 정확성, 애로처리등 8개의 변
수로 측정하며, 충성도는 반복참여의사, 타인 추천의향으로 측정하
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사업의 1차적 성과는 단지의 성과인데 설문에서는 클러
스터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당초 설문은 총7
문항으로 되어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강화되었다’1
개 항목은 자료 결측문제로 제거하고 R&D, 경영, 마케팅, 노동, 교
류, 네트워크, 협력등 총 6개의 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2차적 성과는 기업의 성과인데 설문서상에서도 사업 참여를 통해
나타난 기업의 성과를 묻고 있다. 설문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참여
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 장기성장, 수익성등 5개의 변수로 측정하
고자 하는데, 이를 반영한 리커르트 5점 척도로 설문된 각각의 단일
설문문항을 채택하여 측정하였다. (5.매우그렇다, 1=전혀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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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제변수
설문 응답내용을 토대로 지역, 종업원수, 과제수혜여부, 사업참여기
간등을 통제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지역은 단순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 통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16]과 같다.
[표16] 변수의 측정내용
요인

사업
내용
만족
도

독
립 사업
변 운영
수 만족
도

변수

설문 문항

목적

클러스터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다

대상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산학연 협력
인프라는 적절하다.
클러스터 사업의 참여대상이
합리적이다.

예산

사업내용대비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

절차
효율성

사업담당자의 업무태도는 친절하다.

적절성

과제지원 및 평가기간은 적절하다

친절성

사업담당자의 업무태도는 친절하다.

신뢰성

사업 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은
우수하다.
기업의 실적관리 및 보고등
민원처리는 신속하다.

인프라

적극
지원성
접근
용이성

기관은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다.

정확성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은
우수하다.

애로
처리

사업참여와 관련한 애로사항 논의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의 클러스터
사업에 재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추천

당신은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의 클러스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충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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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리커르
트 5점
척도
(5=매우그
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통
제 참여
변 기업
수 특성

종
속
변
수

클러스터 지역구분(6개권역)

종업원
수

종업원수(상근직 기준)

과제

과제 수혜여부

수혜,비수혜

기간

사업 참여기간(년)

0년(1년이
내)~8년

R&D

R&D(연구개발) 역량이 증대되었다.

경영

경영일반 분야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

1차적 마케팅
성과
(단지 노동
성과)
교류

2차적
성과
(기업
성과)

수도권,비
수도권
구분
30,50,300,
300인초
과

권역

마케팅 역량이 높아졌다
인력교육등 노동의 질이 향상되었다.
산‧학‧연‧관간 정보교류가 증대
되었다.

네트
워크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생산

생산 증대 효과가 실현되었다.

고용

고용 창출 효과가 증대되었다.

수출

수출 증대 효과가 실현되었다.

장기
성장

기업의 장기성장 효과가 실현되었다.

수익성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수익성 개선이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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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르
트 5점
척도
(5=매우그
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제4장 분석결과
제 1절 표본에 의한 기초분석
1. 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먼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응답자가 속한 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
업체 유형으로는 법인 84.9%, 개인이 15.1%로 법인이 다수이며, 회사
설립년도는 10~20년이 43.9%, 10년미만이 35.1%순으로 많았고, 종업
원수는 30인이하 56.5%, 51~300인이하가 23.5%순으로 많았으며, 응답
자 직위는 대표자가 36.6%로 가장 많았고, 임원급이 26.1%로 다음이
었다. 지역은 수도권이 38.2%, 비수도권이 61.8%로 나타났다.
〔표17〕조사기업의 통계학적 특성(N=524)
구분
법인
사업체 유형
개인
30년초과
20년 ~30년이하
회사설립년도
10년~20년이하
10년미만
30인이하
31~50인이하
종업원수
51인~300인이하
300인초과
대표자
임원급
응답자직위
중간간부
초급간부이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지역구분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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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명)
445
79
39
71
230
184
296
92
123
13
192
137
79
116
200
62
79
76
73
34

비율(%)
84.9
15.1
7.4
13.5
43.9
35.1
56.5
17.6
23.5
2.5
36.6
26.1
15.1
22.1
38.2
11.8
15.1
14.5
13.9
6.5

2. 변수의 신뢰도 분석

가. 기술통계량
먼저 세부 변수들의 평균(Mean)과 표준편차(Std Dev)를 보여주는 기
술통계량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변수의 기술통계(N=524)
변수
목적
인프라
대상
예산
절차효율성
적절성
사업
친절성
운영에
신뢰성
대한 적극지원성
만족도 접근용이성
정확성
애로처리
참여
충성도
추천
R&D
경영
1차적
마케팅
노동
성과
교류
네트워크
생산
고용
2차적
수출
성과
장기성장
수익성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N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524

최소값
2
2
2
1
2
1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최대값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평균
4.60
4.39
4.45
4.02
4.45
4.31
4.73
4.65
4.55
4.57
4.40
4.42
4.72
4.63
4.43
4.04
4.02
3.94
4.41
3.64
4.17
4.03
3.79
4.23
4.11

표준편차
.589
.709
.705
.978
.715
.809
.537
.588
.639
.692
.740
.754
.573
.622
.811
.903
.946
.948
.780
1.151
.882
.950
1.103
.895
.949

나. 신뢰도(Reliability) 분석
독립변수인 사업내용만족도, 사업운영만족도, 충성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값은 각각 0.85, 0.93, 0.89로 나타났으며, 사업
내용만족도에서 예산항목을 제외하고는 해당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값이 모두 낮아졌는데, 예산항목의 경우에도 항목제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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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Cronbach α값이 통상 사회과학에서 신
뢰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0.6 또는 0.7을 넘기 때문에 항목제거없이
모든 항목들을 그냥 사용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1차 성과는 항목제거시 Cronbach α값이 모두 낮아졌으
며, 2차 성과는 수출항목제거시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가 없어
1차, 2차 성과 역시 항목제거 없이 모두 사용하였다.
[표19]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사업
내용
만족도

사업
운영
만족도

충성도

1차적
성과

2차적
성과

항목
목적
인프라
대상
예산
절차효율성
적절성
친절성
신뢰성
적극지원성
접근용이성
정확성
애로처리
참여
추천
R&D
경영
마케팅
노동
교류
네트워크
생산
고용
수출
장기성장
수익성

신뢰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α
Cronbach α
0.813
0.781
0.848
0.773
0.870
0.918
0.925
0.925
0.920
0.930
0.917
0.931
0.916
0.918
0.894
0.915
0.896
0.897
0.920
0.895
0.915
0.912
0.918
0.918
0.943
0.937
0.9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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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세부 항목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우선 각 변수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20]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변수의 하위 요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는 0.3~0.6점대로 비교적 높지 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먼저 (1)에서 단지의 성과와 관계있는 만족도 요인을 보면 R&D역량
증대에는 절차효율성(0.656)과 애로처리(0.633)가, 경영일반에는 적절
성(0.656), 절차효율성(0.647)이, 마케팅역량에는 애로처리(0.649), 정
확성(0.632), 적절성(0.631)이, 노동의 질에서는 인프라(0.656)와 정확
성(0.641)이, 교류증대에서는 인프라(0.619)가, 네트워크확장에는 예산
(0.613)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와 관계있
는 만족도 요인을 살펴보면 생산증대에는 절차효율성(0.640)과 애로
처리(0.635)가, 고용증대에는 정확성(0.653), 절차효율성(0.648), 애로
처리(0.646)가, 수출증대에는 예산(0.548)이, 장기성장에는 애로처리
(0.651), 절차효율성(0.614)이, 수익성에는 애로처리(0.636), 절차효율
성(0.620)등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의 충성도와 성과의 관계에서 참여는 R&D역량증대(0.564), 교류증
대(0.525)가 추천 역시 R&D역량증대(0.597), 교류증대(0.576)가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의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에서 참여는 절차효율성(0.555), 친절성
(0.539)이 추천은 정확성(0.594), 애로처리(0.592)가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변수내에서의 항목간에는 친절과 신뢰성 0.802, 경영과 마케
팅 0.805, 생산과 고용 0.829, 생산과 수익성 0.816, 장기성장과 수익
성 0.865로 높고, 충성도를 나타내는 참여와 추천역시 0.811로 관계
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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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절차 적절 친절 신뢰 적극 접근 정확 애로
인프
마케
네트
장기 수익
목적 라 대상 예산 효율 성 성 성 지원 용이 성 처리 R&D 경영 팅 노동 교류 워크 생산 고용 수출 성장 성
성
성 성
목적 1
인프 .652 1
라
대상 .698 .734 1
예산 .508 .569 .573 1
절차 .670 .647 .655 .633 1
효율
적절
성 .548 .607 .580 .631 .742 1
친절 .569 .490 .487 .433 .597 .539 1
성
신뢰 .565 .559 .532 .511 .662 .588 .802 1
성
적극
지원 .603 .620 .597 .546 .693 .640 .657 .753 1
접근 .532 .496 .489 .411 .509 .455 .475 .513 .591 1
용이
정확 .603 .640 .649 .576 .683 .625 .605 .693 .718 .638 1
성
애로
처리 .585 .641 .681 .575 .706 .648 .573 .646 .719 .562 .788 1
R&D .579 .577 .552 .534 .656 .584 .479 .554 .591 .434 .580 .633 1
경영 .530 .627 .615 .608 .647 .656 .401 .495 .548 .444 .623 .636 .679 1
마케 .534 .623 .604 .579 .621 .631 .442 .510 .580 .424 .632 .649 .625 .805 1
팅
노동 .494 .656 .574 .598 .630 .623 .378 .473 .526 .379 .641 .635 .621 .769 .778 1
교류 .561 .619 .534 .486 .594 .525 .429 .467 .556 .422 .599 .586 .618 .601 .596 .657 1
네트 .479 .575 .542 .613 .570 .582 .306 .400 .500 .393 .577 .565 .528 .691 .702 .725 .587 1
워크
생산 .536 .588 .577 .533 .640 .601 .462 .532 .584 .444 .621 .635 .689 .703 .716 .682 .580 .634 1
고용 .545 .597 .566 .549 .648 .604 .467 .530 .565 .469 .653 .646 .686 .716 .714 .709 .604 .645 .829 1
수출 .410 .474 .467 .548 .517 .499 .349 .387 .452 .349 .502 .510 .536 .600 .619 .587 .499 .577 .684 .700 1
장기 .527 .575 .583 .528 .614 .585 .455 .498 .563 .473 .604 .651 .711 .682 .680 .666 .624 .574 .777 .780 .691 1
성장
수익
성 .492 .570 .557 .519 .620 .574 .424 .493 .570 .457 .607 .636 .686 .675 .687 .669 .595 .598 .816 .778 .674 .865 1

(1) 만족도와 성과
참여
추천
R&D
경영
마케팅
노동
교류
네트워크
생산
고용
수출
장기성장
수익성

참여
1
.811
.564
.465
.432
.433
.525
.343
.512
.466
.347
.507
.495

추천 R&D 경영

마케
네트
장기 수익
팅 노동 교류 워크 생산 고용 수출 성장 성

1
.597
.534
.502
.503
576
.430
.545
.531
.397
.543
.548

1
.778
.596
.702
.716
.714
.619
.680
.687

1
.679
.625
.621
.618
.528
.689
.686
.536
.711
.686

1
.805
.769
.601
.691
.703
.716
.600
.682
.675

1
.657
.725
.682
.709
.587
.666
.669

1
.587
.580
.604
.499
.624
.595

1
.634
.645
.577
.574
.598

(2) 충성도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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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29 1
.684 .700 1
.777 .780 .691 1
.816 .778 .674 .865

1

목적
인프라
대상
예산
절차효
율성
적절성
친절성
신뢰성
적극
지원성
접근
용이성
정확성
애로
처리
참여
추천

인프
절차 적절 친절 신뢰 적극 접근 정확 애로
목적 라 대상 예산 효율성 성 성 성 지원성 용이성 성 처리 참여 추천
1
.652 1
.698 .734 1
.508 .569 .573 1
.670
.548
.569
.565

.647
.607
.490
.559

.655
.580
.487
.532

.633
1
.631 .742
1
.433 .597 .539 1
.511 .662 .588 .802

1

.603 .620 .597 .546 .693 .640 .657 .753

1

.532 .496 .489 .411 .509 .455 .475 .513 .591
.603 .640 .649 .576 .683 .625 .605 .693 .718

1
.638

.585 .641 .681 .575 .706 .648 .573 .646 .719
.529 .491 .461 .395 .555 .476 .539 .516 .516
.517 .507 .498 .452 .591 .537 .503 .524 .578

.562 .788 1
.440 .530 .536 1
.415 .594 .592 .811

1

1

(3) 만족도와 충성도
*(1),(2),(3) 모두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다음으로 세부 항목들을 묶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업
내용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0.825, 사업내용만족과 1
차성과, 2차성과의 상관관계는 각각 0.797와 0.709이며, 사업내용 만
족, 사업운영 만족과 충성도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592, 0.672, 사업
운영만족과 1차성과, 2차성과의 상관관계는 각각 0.772와 0.729로 세
부항목들간의 상관관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사업내
용과 사업운영의 만족도간 항목, 종속변수인 1차와 2차 성과간에 상
관관계는 0.8대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표21]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인

평균 표준편차 N

구성 개념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사업내용
만족도

4.365

.6285

524 1.00

사업운영
만족도

4.510

.5654

524 .825** 1.00

충성도

4.673

.5687

524 .592** .672** 1.00

1차적 성과 4.079

.7863

524 .797** .772** .599** 1.00

2차적 성과 4.066

.8567

524 .709** .729** .569** .8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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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그러나, 상관계수는 관계의 크기를 나타낼뿐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요인들로 인해 결과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 2절 가설의 검정
1. 가 설 1,2,3의 검 정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전담기관에 대한 충성
도가 단지의 성과인 1차적 성과에 긍정적(+)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
1,2,3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22]와 같이 나
타났다.
가설1인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1차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값
이 11.09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사업운영에 만족도는 t값이 6.081로
나타나 가설2도 채택되었다. 충성도는 t값이 3.349로 나타나 가설3
역시 채택되었다. 통제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1차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간의 영향력의 크기라 할 수 있는
베타(β)값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β=.489)이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β=.294), 충성도(β
=.113)순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사업내용, 운영, 충성도가 각각 0.315, 0.262, 0.541로 모
두 0.1보다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
며,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59.56의 수치를 보이고, 회귀식에 대
한 R²=.684로 68.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76으
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희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2] 다중회귀 분석 결과(1차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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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변수

표준
오차

(상수)

.182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확 공선성통계량
률
공차
VIF
-6.592 .000
t

지역(dummy)
.040
.005
.209 .834
.983
1
종업원수
.022
.008
.303 .762
.991
차
과제수혜(dummy) .040
-.006
-.228 .820
.932
적
참여기간
.009
.026
1.054 .292
.981
성
.489 11.090 .000
.315
과 사업내용만족 .055
사업운영만족 .067
.294
6.081 .000
.262
충성도
.047
.113
3.349 .001
.541
R=.827, R²=.684, 수정된 R²=.680,
F=159.56, p=.000, Durbin-Watson=1.876

1.018
1.009
1.072
1.020
3.170
3.818
1.848

2. 가 설 4,5,6의 검 정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전담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기업의 성과인 사업의 2차적 성과에 긍정적(+)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
4,5,6을 검정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23]과
같이 나타났다.
가설4인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참여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이
라는 2차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6.607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t값이 6.539로 나타나 가설5도 채택되었
다. 충성도는 t값이 2.939로 나타나 가설6도 채택되었다. 통제변수로
는 지역과 과제수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차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간의 영향력의 크기라 할 수 있는
β값을 살펴보면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β=.360)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사업운영만족(β=.331), 충성도(β=.113),
지역(β=.094), 과제수혜여부(β=.083)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06.254의 수치를 보이고, 회귀식에 대한
R²=.590으로 59.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7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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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희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3] 다중회귀 분석 결과(2차적성과)
종속
변수

변수

표준
오차

(상수)

.225

표준화
계수
베타

유의확 공선성통계량
률
공차
VIF
-5.984 .000
t

지역(dummy)
.050
.094
3.319 .001
.983
2
종업원수
.027
-.002
-.085 .932
.991
차
과제수혜(dummy) .050
.083
2.845 .005
.932
적
참여기간
.011
.022
.775 .439
.981
성
.331
6.607 .000
.315
과 사업내용만족 .068
사업운영만족 .083
.360
6.539 .000
.262
충성도
.058
.113
2.939 .003
.541
R=.768, R²=.590, 수정된 R²=.585,
F=106.254, p=.000, Durbin-Watson=1.876

1.018
1.009
1.072
1.020
3.170
3.818
1.848

3. 가설7의 검정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로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로 독
립변수→종속변수, 3단계로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에 유의한 영
향관계를 본 후, 2단계와 3단계의 독립변수의 회귀값을 비교하였다.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과 1차적 성과, 2차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충성도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
였는데, 먼저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과 1차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1
단계 회귀계수는 .660으로, 2단계에서는 .644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
수가 .381, 매개변수가 .398의 값을 나타내고, 모든 단계에서 유의수
준하에 있으며,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베타값이 3단계의 베타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과 1차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충성도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1단
계 회귀계수는 .711, 2단계 .591, 3단계 독립변수가 .261, 매개변수가
.464의 값으로 모두 유의수준하에 있었으며,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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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값이 3단계의 베타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과 2차적 성과와의 관
계에서 충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는 [표24]에 제시하였는데 모두
유의수준하에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베타값이 3단계의 베타값보
다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7은 채택되었다.
[표24]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독립/매개/종속변수
사업내용 만족/
충성도/1차적성과

사업운영 만족/
충성도/1차적성과

사업내용 만족/
충성도/2차적성과

사업운영 만족/
충성도/2차적성과

매개효과
표준화된
t값
검정단계
베타값
단계 1
.592
16.765
단계 2
.797
30.143
단계 3(독립변수)
.681
21.496
단계 4(매개변수)
.196
6.185
단계 1
.672
20.753
단계 2
.772
27.755
단계 3(독립변수)
.674
18.188
단계 4(매개변수)
.145
3.925
단계 1
.592
16.765
단계 2
.709
22.972
단계 3(독립변수)
.573
15.499
단계 4(매개변수)
.230
6.218
단계 1
.672
20.753
단계 2
.729
24.334
단계 3(독립변수)
.632
15.803
단계 4(매개변수)
.144
3.590

p값

R²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50
.635
.660
.452
.596
.608
.350
.503
.537
.452
.531
.543

만족도와 충성도 사이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관계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유롭게
기술한 사항들의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모두 267명이
의견개진 하였는데, 나온 의견들 중 관련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을 선행연구에서 매개요인으로 밝혀진 것들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많이 나온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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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대상사업의 특성일수도 있지만 지역내 다른기업,
타권역 기업, 대기업‧중견기업, 대학‧연구소등과 교류를 원하는
기업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업으로부
터의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의견)“관련 기업간 교류 활성화 위해 많은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
세요.”
“회원사간 인적 네트워크 활동을 장려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
세요”
“타 광역권간 교류회가 많았으면...”
“구매자이면서 갑인 대기업‧중견기업을 참여시켜 교류.”
“대기업과의 연결고리 지원” ,“이업종간 교류 확대”
“네트워크 활성화 위해 산학연간 교류회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둘째,‘다양성 추구 성향’도 변인이 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 영위하고 있는 업종, 기업의 규모등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정책사업을 전개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기업
으로부터의 관련된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의견)“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선정해 특화해 주세요”
“업종별 특성 고려해 사업 추진”
“회사 규모, 수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기업마다 다른 각종 희망사항 수렴 후 사업 시행”

셋째,‘편의성’이다. 기업에서는 온라인 처리와 절차간소화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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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를 희망하고 있었다. 관련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의견)“과제 접수 온라인 통해 처리 요망”
“사업 추진 관련 홈페이지 사전 공고”
“사업 절차 간소화”,“제출 서류 간소화”
“지원금액 별로 심사 절차 간소화(소액 지원 사업은 대폭 생
략)”
“협약시 서류의 날인, 간인 간소화”
“선정에서 평가까지 일정이 더 여유 있었으면.....”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

넷째,‘대안상품의 매력성’또는‘전환비용’이다. 본 사업은 2010년
광역으로 재편하였고, 2012년부터 1개의 테마속에서 공동 네트
워크, R&D등을 진행하는 테마클러스터 프로그램을 본 사업속에
도입하여 점차 확대중에 있으며, 비R&D과제는 축소중이다. 주
로 거기에 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의견)“2012년식(테마)이 아닌 예전 방식의 사업 진행 요망”
“업체가 제각각이라 몇 개 업체에서 한 테마를 잡는 것은 무
리임”
“중소기업간의 테마형 과제 도출하는데 형식상의 애로가 있음”
“테마는 대기업에 중소기업 줄세우기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
성이 큼”
“광역클러스터로 확대 이후 지역내 기업에 대한 밀착 대응력
약화”
“기존에 지원했던 마케팅 지원사업(비R&D) 부활 확대”

- 53 -

다섯째,‘불확실성’이다. 기업에서는 정부정책의 변동등으로 사업이
바뀌거나 혹은 사업담당자가 바뀌는 것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의견)“지속적인 정부 지원”, “지속적인 사업 추진”
“수립된 계획의 일관성있는 지원 정책 필요”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위에 제시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
다양성 추구, 편의성, 대안상품의 매력성, 불확실성에 대해 정책 수
요자인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자발적 반복 참여, 타인 추
천등의 충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이는 결국 상기의
요인들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을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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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포함한 산업육성정책사업에 있어 기존의 고객 만
족외에도 충성도의 제고는 사업추진에 있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사업에 있어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나, 만족도, 충성도의
제고가 정책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하나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
업을 통해 정책 과정인 정책 형성(formulation)→집행(implementation)→평
가(evaluation)단계에 맞춰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을 사업내용에 대한 만
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으로 나누고, 전담기관 충성도와 함께 단지의 성
과라 할 수 있는 1차적 성과와 참여기업의 성과라 할 수 있는 2차적 성과
로 나누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전담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사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그 실증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대상단지에 대한 성과로 설정한 사업의 1차적 성과에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충성도는 모두 정(+)
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향력의 크기라 할 수 있는 베타값의 크기는 사업내용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충성도의 순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정책사업에 있어‘사업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말해주는 것으로 단지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효
성 있는 정책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가지
고, 그에 맞는 예산과 사업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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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차적 성과인 참여기업의 성과에 있어서도 사업내용에 대한 만
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충성도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베타값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어서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충성도순으
로 나타나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이 참여기업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인 지역, 과제수혜여부등도 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성과가 다르
게 나타나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 성과가 더 좋다고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 사업에 있어 과제는 기업의 성과와 직접연결되는
마케팅중심의 기업지원과제와 개발연구중심의 R&D과제를 지원하
고 있기 때문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반복참여의사, 추천의향등 태도적 측정치만으로
충성도를 측정하였는데, 이런 태도적 충성도가 단지의 성과뿐
만 아니라 참여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어떤 기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생기면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Dick & Basu(1994)등의 연구와 사업 참여자의 탈퇴등
이탈이 별로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몰입하여 생긴 충성적
태도가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 사업에 반복적으로 적극참여하고
입소문을 냄으로써 단지에 파급효과 및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과 사업의 1차적
성과. 2차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충성도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인
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독립변수의 회귀값을 비교한 결과 부분
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부문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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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책사업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충성도를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인데, 만족
도와 충성도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라 할 수 있는 기술형 응답에 대한 질적 분
석을 시도하였다. 응답내용을 기존 연구된 매개요인에 맞게 분
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
드’, ‘다양성 추구 성향’, ‘편의성’, ‘대안상품의 매력성
(또는 대안비용)’, ‘불확실성’같은 요소들은 만족도에서 충
성도가 갈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
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가설에 맞춰 요약하면 [표25]과 같다.
[표25] 연구결과
가설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
가설5
가설6
가설7

가설의 내용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1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1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전담기관 충성도는 사업 1차적 성과에 긍정적
(+) 영향을 줄 것이다.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2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2차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전담기관 충성도는 사업 2차적 성과에 긍정적
(+) 영향을 줄 것이다.
사업 내용,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전담기관 충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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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내용, 집행과정, 충성도등 정책의 각 단계들이 모두 궁
극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단지의 성과, 참여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영희(2008)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 뿐만아니라 구매과정‧ 사후관리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어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정책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사업자체의 좋은 내용뿐만아니라, 이를 집행하
는 과정, 그 과정에서 충성도의 형성등 혼연 일체화 될 때만
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사업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기업으로부터의 애로처리, 적절성, 절차효율성, 정확성등 정책
집행과정과 성과가 매우 관계가 크다는 것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특히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정책
집행과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사업에 있어서 실제 정책집행자인 전담
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담기관은 집행과정의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
해 나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은 친절한 태도를 유지
하고,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여야 하는데, 특히 과제지원에 있어서는 절차적 효
율성을 기하고 과제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
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과제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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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차원에서는 친절교육등과 과제지원등 시스템화등을
통해 이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입장에서는 사업
전담기관 선정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도 필요
하다.

셋째, 지역산업지원사업에 있어 통일된 사업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
우 지역에 따른 차별성이 없이 획일화 될 우려가 있고, 서로 다
른 프로그램이 가능할 경우 임의적 추진과 사업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지역별로 성과가 다르고, 수요자들의 요구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 프로그램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넷째, 질적연구를 통해 정책사업에 있어 수요자인 기업으로부터 너
무나도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요인들이 기업들
의 충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기대와 욕구는 향후 점점 높아져만 갈 듯 보이는데 사
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전담기관등 정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보다 세심
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진다 할 것이다.

- 59 -

제 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이라는 정책사업에 있어 만족도, 전
담기관에 대한 충성도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
가한 것인데 본 연구의 수행 과정과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
은 몇 가지의 한계점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할
수 있는 향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사업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라
는 단일사업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연구의 대표성에서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목적이나 형태의 정책사업
일 경우 적용모델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 역시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둘째, 만족도와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각각 사업내용/운영부문과 1차
/2차적 성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나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몇
가지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측정가능한 다양
한 변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에 있어 질적인 분석을 통해 매개요인
(조절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정작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는 어떤지, 어떤부분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지
는 정량적인 분석등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확장연구는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충성도의 측정에 있어 반복참여의사, 추천의향등 태도적인 관
점에서만 측정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얼마나 재참여와 추천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시말해 행동적인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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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는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섯째, 2차적 성과의 측정에 있어, 기업의 재무재표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 수출, 고용등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로인해 각 기업들이 재
무상에 실제로 증대했는지는 확인할수 없었지만 한편으론 재
무적인 요소로 측정시 그 결과가 과연 본 사업으로 인해 생
긴것인가 하는 인과관계의 문제 소지가 있어, 사업으로 인한
성과 측정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여섯째, 조사표본에 있어 기업규모(종업원수), 지역별등에 있어 표본
수의 차이가 있다. 이런 표본수 차이로 인해 결과의 차이 또한
발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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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Loyalty for Program Agent on
Program performance At The
Regional Industry Policy Program
-Focusing on the Industial Complex Cluster
Program
young soo, yo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various

industry

supporting

programs

including

regional

industry policy program are propelling for Growth of industries,
regions

and

companies

throughout

developments

of

high

value-added technology and new products. In these supporting
programs, Though we highly perceiv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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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ying customers,

mainly companies,

promoting loyalty and improving program

performance are important, Contrary to many researches about
relations between these in private sector, There are little academic
studies that satisfaction and loyalty are connected to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specially industry policy program.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each
steps of policy program, Loyalty for Program Agent commissioned
by government and policy program performance focusing on the
Industial Complex Cluster Program, which is in progress as one of
regional industry policy programs for R&D and communic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out this research, Graspi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performance, It will be helpful to build a right strategy, to improve
programs. Making virtuous cycles, that is ultimate goal.

The research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to observe

the influence on performance,

following each steps of policy, The satisfaction with policy
program contents, operation and loyalty for program agent
have influences on primary performance, positive changes
of industrial park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enlargement.

Second, All three factors, contents satisfaction, operation satisfaction,
loyalty

are

influence

on

second

performance,

performaces of company such as step-up i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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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net, export, in positive ways. Among three
factor,

operation

influence, and

satisfaction

was

the

strongest

followed by contents satisfaction and

oyalty. In other words, the operation of program ag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erfornamce of

joined

companies such as production, employmnet, export, etc..
It tells that agent of policy program should strive for
continuous improvement and effective support.

Third, Between satisfaction of contents, operation and performance,
loyalty has a role as a mediator. Program agent should pay
a ttention to not only customers satisfaction, but also
reparticipation and transmitting by words of mouth from
already joined companies

Based on these research, this study suggest several limitations and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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