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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서

조성하여

1992 년에

완공하였다. 하지만

‘고립된

섬’， 또는 ‘정거장’ 등의 이미지J)가 관통하고 있

최근 들어 선진국은 물론 신흥공업국들 사이

는 것이 사실이다. 대덕연구단지는 정부 지원의

에서 연구단지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세계적

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연계 부족，

으로 볼 때， 연구단지 개발은 미국의 스탠포드대

고급 인력의 유치 곤란， 다양한 도시 서비스 제공

학이 1950 년에 스탠포드 과학단지를 조성한 것에

의 미흡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

기원을 두고 있다. 스탠포드 연구단지의 연구개발

고 있으며 또한 생산시설이 단지 내에

병존하지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와 더불어 실리콘밸리의 첨

않아 연구결과 얻은 기술혁신의 산업화(상엽화)

단산업 이 성 장하고 미 국의 보스톤

플 기대하기

등에

첨단산업이

지역개발

Route 128지 역

바가

집적함에 따라 연구단지개발이

정책수단으로

검토되었다 (Iλ1ger

&

크지

어려워
않다는

실제 지역발전에
인식이

기여하는

지배적이다(유완종，

1985; 김 원， 1986; 한표환， 1992; Park , 1992).

Goldstein , 1991). 특히 이 러 한 성 공 지 역 들이 정

대덕연구단지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는 미국

책적인 수단을 통해 재생산 가능한 것으로 널리

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洲정부 주도로 개

정책가들 사이에서 인식되면서 미국의 여러 지역

발한 계획적인 연구단지이다. 이 단지에 연방과

은 물론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주정부의 연구소들과 첨단기술 기업의 연구소들

연구단지

이

개발에 관섬을 갖게 되었다.

집적해

있다.

기업간

연계나

분리신설기업

(spÎn-offs) 의 창출이 활발하지 않은 연구시 설 집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1973 년 단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수차례에 걸친 방향전환을 거듭

적 지 였 다 (Miller

한 끝에 1985년부터

GoldsteÎn , 199 1).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리서

*

대덕연구단지를 본격적으로

Cote ,

1985;

Luger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 가운데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삼옥 선생님께 감
사드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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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트라이앵글

주변지역에서

신설기업 (new

투입불자와 판매연계 패턴과 같은 일반적 특징들

start-ups) 과 분리신설기업의 창업이 상당히 발생

을 기술하고， 생산물 유형 (product

하고 있다 (Ko，

역， 그리고 배태조직과의 연계에 따른 분리신설기

1993).

한편 실리콘밸리 지역은 초

창기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유연적인 중소기업

type) , 시장범

업 유형들을 파악하여 그것의 의미를 살펴본다.

또는 전문가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

재 그 지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과 협력

ll.

문헌 고찰

이 교차하는 동시에 주요 다국적 기엽이 등장하
여

권력의

집중화와 생산의

상황에 처해 있다 (Harrison ，

분산화라는 모순적

1. 과학단지에 관한 논의

1994). 이는 첨단산업

지역이 기업과 국가의 활동 그리고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다른 유형의

산업지역으로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박삼옥，

1) 과학단지의 정의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과학단지는 연구 집약적

1994).

1980 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

인 기업들이 R&D 시설을 완비한 건물을 점유하

발 체제에서 민간부문이1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공원 같은 (park-like) 환경을 일걷는다. 반면에

기 시작했다(김견

1980 년대 후반에 기술

영국에서 과학단지는 단일의 건물일 수도 있다.

보호주의 장벽， 신소재 및 정밀화학， 유전공학， 그

그것은 규모， 입지유형， 목적， 자원의 동원， 조직

리고 정보통신 등이

1994).

선도하는 기술 패러다임의

구조， 그리고 성공의 정도에서 매우 다양한 일련

변화， 사업 다각화， 그리고 기업조직의 사업부제

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운영된다. 따라서 과학단지

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들은 기업내

의 규범적인 형태와 정의를 마련한다는 것은 무

연구조직을 연구개발 성격에 따라 다각화하거나

척 어려운 일이

통합화하기

지 협 회 (UK

1990).

시작했다(강인구

1988;

Howells ,

또한 정부는 정부출연(연)의 연구 성과물

지를

을 상업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구사하였다. 대덕연

t:} (Macdonald , 1987). 영 국과학단
Science Park Association) 는 과학단
‘특수한 유형의 자산개발 (property based

development) ’로 정 의 한다. 이 정 의 가 현 재 널 리

구단지 정부출연 연구원들의 창업 지원제도， 산학

받아들여 지 고 있다 (Massey ，

연 협동연구회 지원

유형의 자산이 대학(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

et al., 1992).

특수한

등을 통하여 산학연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주요 연구기관들과의 연계， 지식기반 기엽의 형성

있다.

장려， 그리고 입주업체들에게 기술이전 활동을 촉

이러한 주변상황의 변화는 대덕연구단지에 영

진하는 관리기능의 존재 등과 같은 3 가지 기능들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경험적 조사를 통해，

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학단지 (science

연구시설 집적지에서는 내생적으로 분리신설기업

park) , 연
구단지 (research
park) , 기 술단지 ( technology
park) , 그리고 혁신센터 Onnovation center) 등 어

의 창출이 거의 가능하지 않고 지역내 조직(또는

떻게 불리던 간에 과학단지에 포함될 수 있다.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나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기 업 )간 연 계 가 미 약하다는 주장 (Miller &

이러한 과학단지의 정의는 규범적이고 명목적

Cote ,

1991)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첨

이다. 따라서 과학단지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단산업지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기업 또

개 념 적 으로는 ‘공허 한 범 주 (blank category) ’로 이

는 국가 발전전략에 따라 다양한 발전경로를 그리

해되는 경향이 있다 (Felsenstein ，

면서 성숙 변화한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

한 정의에 따르면， 고용창출， 산학연의 유기적 연

다. 다음에서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소들로부터 분

계， 고도의 기술수준， 그리고 기술 집약형 중소기

1985; Gordon ,

1994, 75).

이러

리신설된 기업들을 대상으로2) 그것의 Hf服조직，

업 창업 등과 같은 과학단지 개발의 효과가 이미

인력 및 업종구성， 창업자금원， 입지분포， 그리고

주어져 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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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공간， 그리고 사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과학단

그러나 최근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

지라는 경험적 실체를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개

결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의 사용자들로부터 피드

념화는 과학단지를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서 파악

백된 정보에 기초해서 기술을 개량함으로써， 기존

하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현재의 과학단지는

의 제품과 공정히 조금씩 개선되는 점진적 기술혁

혁신의 선형모형에 기반하고 있고， 생산활동과 분

신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국제

리되고 연구자들로만 집중된 그것의 특정한 공간

경쟁력에서 갖는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기술혁신

적 형태와 내용은 공간적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

은 단계별로 진행되어 상품화되었을 때에 그 과정

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과학단지가 민간부문의

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부문과 생산부

입장에서 자산개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문，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

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과학단지 정책에 담겨 있

에서 지속적인 혁신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

는 실질적 효과와 그것의 한계들이 어떤 것인가를

기 시작했다 (Lundvall ，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술혁신 과정의 모형을 전제로 할 경우， 연구개발

1988).

이러한 쌍방향의 기

활동만 집적되어 고립된 과학단지 모형에서는 기

2)

과학단지

논의의 쟁점

술혁신이

과학단지는 일반적으로 과학과 산업혁신의 선

형모형에

기반하고

있다 (Massey

성공적으로

(Massey et a l., 1992).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과학단지 내 에 서 수

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이 단지 외의 생산과정， 마

et al , 1992;

Park , 1992). 과학단지 개발의 기본논리는 과학 •

케팅과 상호연결되어 시장에서의 새로운 아이디

기초연구 •

파일롯트

어가 기술혁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시장판매의 단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음

계를 거쳐 신제품이 상업화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때，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서 과학단지를 굳이 건

생산 •

응용연구 •

조업개시 •

개발연구 •

대량생산 •

기술헥신의 선형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설한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론이 등장한다 (Van

관점은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Dierdonck et a l., 1991 , 120-2).

첫째， 과학기술의

과학단지가 혁신적인 기술집약형 기업들의 집

지식에는 위계가 존재하는 바，

과학적 지식이 최상층부룹 구성하는 반면 생산과

적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묘상 (seed

관련된 노하우는 하층부를 구성한다. 둘째 기술혁

또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층에 있는 과학이 여러

왔다 (Luger &

bed)

Goldstein , 199 1). 그러 나 과학단지

단계를 거쳐 최하층의 생산 노하우에 응용되는 일

가 과연 지역 경제발전의 정책도구로서 효과적인

방향적 과정 이 다. 따라서 과학적 활동들은 다른

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Masser，

활동과 격리된 학계 기관들에서 수행된다. 가령，

1990). Monck et

기초연구는 학계나 정부출연(연)에서， 응용연구는

사례 조사한 결과， 과학단지내 기업의 60% 가 학

al.( 1988) 는 영 국 과학단지 들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적 사

계와 비공식적으로 연계를 하며， 기업의 20% 가

회적

학계

분엽은 공간적

분리틀 구조화한다. 이러한

출신에

의해

창업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방식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과학단지는 학계가 상

60% 가 생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그 지역의 다른

엽화와 연계되는 채널로 기능한다 (Massey et al.

기업들에게 하청을 주고， 그것은 과학단지 총산출

1992, 56). 따라서 과학단지는 과학을 장려하는 것

물의 15% 가량 된다고 제시했다. 이는 과학단지의

이 아니라 그것의 기술에의 적용을 촉진하는 것이

가지가 예상한 것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

다. 사실상 영국과 미국의 대부분의 과학단지는

한 그들은 사업에 대한 젊은 과학자들의 태도를

대학의 연구성과를 상업화하기 위해 대학 가까이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과학단지의 장기간의 전시

건설하는

효과 (demonstration effect) 를 과소평 가 해 서 는 안

특수한

형태의

자산개발이다

(Macdonald , 1987).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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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과 분리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도록

산업이지만 상이한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계획된 과학단지의 공간구조는 사회

@ 배태조직에 생산물을 공급하는 신기업 등으로

적

세분하였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신설기업

엘리트주의와 상징적인 가치를 강화시킨다고

경쟁하는 신기업，

비판한다. 그들은 영국 과학단지의 건설과정에서

이라 했을 때는 @만이 포함되나 대체적으로 세

단지개발을 위한 R&D 보조금， 정부계약， 세금감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

면 둥과 같은 공적인 지원들이 지역마다 상이하

분리신설기업 형성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생

고， 따라서 과학단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과 민간

산물과 시장관련 인자들보다는 혁신적 기업가적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공간

인

적으로 차별화 된다고 지적했다， Gordon (199 1)은

(Garvin , 1983) , 창업 시 기 , 교육 수준， 창업 전 경

최근의

력， 기술 숙련도， 주거 연수 등과 같은 인자들을

첨단 기술혁신 부문들이 기초과학부문과

개인

및

배태조직의

최소한의 연계를 가지고， 그 연계 또한 도구적인

조사하여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 기업간 연

과 배 경 을 밝혀

계가 미약하고 혁신을 위한 집합적 효과가 없다는

1993) ,

점에서

과학단지를

사이언스

역할에

집중되었다

혁 신 적 인 기 업 가 (entrepreneur) 의
내 고자 했다 (Cooper，

특성

1972; Ko ,

배태조직 구조는 분리신설기업의 형성에서 중

게토 (science

요하다. 일반적으로 분리신설기업의 주요한 배태

ghetto) 라고 간주했다.
이제까지 논의를 보면， 과학단지 전략이 기술개

조직들은 대학， 정부연구소，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발에 의한 지역 경제발전을 보증한다기보다는 기

다. 대학으로부터 분리신설된 업체는 처음에

술혁신 메커니즘을 고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

D 와 검증 및 컨설팅

다 (Masser， 1990), 따라서 과학단지가 연구 집약

첨단기술기업으로부터 분리신설된 업체는 표준적

서비스에 집중하는 반면에

형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

인

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 (Komninos ，

1992) 또

153-58), 그리고 분리신설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

는 그것이 자산과 토지투기와 같은 개발 주체의

규모의 기업들에서 창출되는 경향이 있다 (Cooper ，

이 해의

1972) , 배태조직이 기업 창업행위을 수용하고 고

산물로

전락하느냐 (Macdonald，

1987) 가

생산물을

R&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Ko，

1993,

무할 수 있늪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배태

과학단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조직이

분리신설기업의

시장 또는

고객인

경우

2 , 분리신설기업 (spin-off) 형성에 관한 논의

(Glasmeier , 1988) , 이 모두가 분리신설기업의 창

경제지리학 문헌에서

업에 영향을 미친다.

관한

논의들은

많은

분리신설기업의

형성에

편이

최근에

아니다.

Saxenian (1 985) , GlasmeÎer0988) , Haug(986) ,

이러한 요인들은 분리신설기업 형성의
인 사례에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개별적

Garvin (1983) 이 지

연구들은 분리신설기업의 형

적했듯이， 그것들은 분리신설기업 형성을 설명하

성이 ‘첨단산업 집적지가 얼마나 빨리 성장， 발전

기 위한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다. 그는 분

리고 Ko (1 993) 등의

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인자

리신설기업 형성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서 생산물

들 가운데 하나라고 제시했다.

유형을 제시한다. 분리신설기업은 생산물 시장이

기존(뾰服)조직을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이 새

가격보다는 제품 질에 근거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

로운 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분리

이 높다. 제품 수명주기 상에서 그 기업의 생산물

신설기업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의에는 분리신

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소량의 주문

설기업 형태에 대한 애매 모호함이 존재하며 시장

생산 방식으로 유통되고， 그려고 배치작업 과정에

요소가 간과되고 있다， Garvin(983) 은 분리신설

의해 생산된다. 또한 숙련 기술인력과 모험자본의

)ff服조직과 직접적으로(동일시장에서)

이용 가능성， 저 비용의 창업 보육센터의 운영， 세

경쟁하는 신기업，(2) 배태조직과 간접적으로(동일

금감면， 저 교통비용， 그리고 소기업의 창업을 장

기업을，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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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의 분위기 등과 같은 지역인자들도 분
신설기업의 형성을 자극한다 (Saxenian ，

2).

구단지에 입주한 이래 현지조사에 의하면 25 개의

1985)

기업들이

분리신설하여

창업하였다(표 1).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이 1-4년 미만의 기업들이다. 전

ill. 대덕연구단지로부터 분리선절된

체 257B 기 업 의 40.0% , 1Q 7B 기 업 이 1994 년 에 창

기업체 유형과 연계

업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원 창업기업들의 증
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덕연구

단지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1. 분리신설기업의 등장 배경
표
기

업

1.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분리신설기업 현황

명

업

덕인

기계

원다레이저

기계

다림시스템
디어

설립년도

三。죠

기계 및 연구개발

기술용역

한국원자력기술시험연구소 기술용역

Xdex Research

소재지

종업원

)Æ )Jtl 조직

1990
1989

대전

22
17

표준연구원

대전

1991

대전

18

국방과학연구소

1994
1992

대전

3
17

원자력연구소

대전

대전
미국

전자

전자통신연구소

대전

1
8
82
4
8
8

대전

6

대전
대전

3
15

1994

대전

4

과기대

소프트웨어

1994

대전

5

기타

기술용역 및 기계

1994

대전

2

기계연구원

위성기술

기술용역

4

과기원

화학

파워테크

전자

1994
1992
1992

대전

잉크테크

한국생공

생명공학

1992

대전

1991
1993
1991

서울

세종스피치테크

기술용역

세트리연구소

기술용역 및 전자

아펙스

전자

에덴전자

전자 및 기술용역

삼광전자통신

전자 및 기술용역

파트너테크

소프트왜어

유니크테크놀로지

전자 및 기술용역

코닉시스템

기술용역

하이퍼정보통신

기술용역

1994
1994
1991
1990
1991
1993
1992
1994
1994

샘틀

소프트워l 어

1매디슨정보통신

K and J

엑셀시스템

전자 및 소프드웨어

한국인식기술

소프트웨어

핸디소프트

소프트혜어

자료: 과학기술처 (1993) 와 현지조사
주) 1) ( )안은 M 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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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대전
대전

경기
경기

대전
서울

10

유전공학
시스템공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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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배종태

조사대상자 673 명중

최근에 KAIST는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원 및 학

창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생/교수의 기술창업을 지원하여 출연(연) 보유기

지금이라도 여건만 조성되면 직접 창업할 의사가

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중부권에 기술집약적 중

있는 연구원이 전체의 약 24%063 명)에 달한다.

소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창업보

육센터 (Technology

Incubator) 를

에 211 명 (31%) 이

1994)

이렇게 연구원 창업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Business

1994

정부가 창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1993 년 ‘대덕연

년부터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대덕연구단지 정부

구단지

그리고

출연(연)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KAIST-TBI의 설치와 같은 전과 다른 정책들을

조사대상자 673 명에서 창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는

창업 지원제도는 정부가 연구원들의 창업을 지원

KAIST-TBI 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금지원， 3 년간의 휴직

다(배종태，

연구원들의

창업지원제도’마련，

처리， 그리고 연구소 기자재 활용 등 각종 혜택을

211 명

그러나

가운데

151 명 (7 1. 6%) 의

연구원들이

1994)
현재

대닥연구단지는

기술기반기업의

부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정부출연(연)들은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여건이 거의

‘연구원 창업지원’조항을 내규로 마련하고 있다.

조성되어 있지 않다. 가령， 대덕연구단지가 학술연

일반적으로 창업 연구원의 자격을 ‘연구소에 5 년

구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등록 허가가 불가능

이상 재직한 연구원에 한정하고 있으며 시설 및

하다. 따라서 파일롯 생산이나 시제품 제작과 같

장비 지원， 기술 지원， 자금조달 지원， 정보제공，

은 소규모 생산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전공

그리고 연구 성과물 활용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

학， 신소재， 반도체와 같은 경박 단소형의 제품을

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부출연(연)에서

생산하는 영역에서는 파일롯 생산이나 시제품 제

1993 , 29-42)

연구는 室단위로 수행된다.

작과 같은 소규모 생산으로도 시장수요를 충분히

실장이 연구장비 구입과 임시직 고용과 같이 연구

충족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여기서 나온 연

만 대덕연구단지 주변에

구 성과물， 가령 특허는 실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은 대부분의 이러한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

입지한 기술창업기업들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참

다. 이러한 과학기술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여한 연구원들은 그 기술에

은 토지용도지정은 생산과 연구의 분리라는 선형

행사하지

대한 어떠한 권리도

못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관행이

적인 연구단지 개발모형의 일단면을 보여주고 있

시정되어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

는 것이다 (Massey

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엽의

연구단지

이러한 관행의 변화는 연구원이 창업할 수 있는

인근의

대전 3-4공단에

기회를 넓혀 준다. 자기가 직접 연구한 과제를 상

50-60 만원대로 비싸 소규모의 창업기업들은 입주

업화할 수 없는 일단의 장벽을 제거한 셈이다(과

할 염두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생공， 원다레

학기자모임，

이저， 덕인， 그리고 아펙스와 같은 기업들은 도시

1993).

et al., 1992).

따라서 분리신설

입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입주하려고 해도 지가가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권위적인 사고가

형 업종으로 주택가에서 가건물 상태로 운영되고

수그러들면서 창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1989 년에 원다레

5-6공 전반기에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이 국가에

이저가 한국표준연구원에서 분리신설하여 첫 창

의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

업한 이래 1994 년 10월 현재 207ß 의 기업들이 대

해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따

전시에서 창업하여 활동하고 있다.

라서 기업을 창업한다는 것은 국가에는 전혀 이익

2. 분리신설기업의 일반적 현황과 특성

이 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다
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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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다(표 3). 모험자본은 거의 이용하

1) 정부출연(연)으로부터의 분리신설
정부출연(연)에서

창업자들은 2 년에서

분리신설한

15 년까지

207R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편차를 보이지만

“모험자본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내가 5천만

평균적으로 8.7년을 정부출연(연)에서 재직한 경

원 정도 있으면 그쪽에서 5천만원 대주는 방식입니다.

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출연(연)에서

그러한 자금은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기업이 잘되어 나

근무하다 기업을 창업한 경우가 18 건이고 대학 재

가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배당받고 그 전에는 이자

학 중인 학생이 창업한 경우가 1 건， 기타가 1 건 3)

받고

이다(표 2).

1994. 6. 7.)

표

2.

분리신설기업의 R조服조직 (단우1: 개，

하는

식입니다"

(H 기업

사장과의

인터뷰，

%)
이는 우리나라의 모험자본이 융자 위주의 자금

한국전자동신연구소

타

9(45.0)
2(1 0.0)
l( 5.0)
l( 5.0)
2(10.0)
l( 5.0)
l( 5.0)
l( 5.0)
l( 5.0)
l( 5.0)

계

20(1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대학
국방과학연구윈
시스템공학연구소

기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1992 , 61-62). 따라서 창업기업들이 규

모가 작아 원하는 만큼의 자금지원도 받을 수 없

다. 이처럼 모험자본 본연의 모험적인 장기 안정

자금 투자라는 성격을 벗어나 융자 위주의 자금조
달을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모험자본 자
금조성에서 소수의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하고 더

이상의 출자를 꺼린다는 데 있다. 그것은 창업투
자에 따르는 위험의 측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
자에 비하여 불리하고 기대 수익률도 낮기 때문이

자료:면담조사

다.

대덕연구단지와 상황이 유사한 리서치 트라이
앵글 파크의 경우， 1990 년 현재 51 개 입주업체(약

표

32 ，000 명 고용)로부터 분리신설된 업체는 15 개이

3.

창업 자금원

개 인 및 가족

다. 배태조직은 9 개이고 그 가운데 연방연구소와

중소기 업 관련지 원자끔

같은 비영리조직 5 개에서 8개의 업체가 분리신설

스폰사

되었다. 1970 년대에 3 개 업체가 설립된 것을 제외

벤처캐피탈

하고는

모두가

1980 년대

이후

연구원 주식공모

설립되었다 (Ko，

려스

(단위: 개，

%)

14(41. 2)
8(23.5)
3( 8.8)
2( 5.9)
6(17.6)
l( 2.9)

1993, 163-65). 이와 비교해 볼 때， 대덕연구단지
계

의 경우에 민간 기업으로부터 분리신설된 업체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TJ

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경우에서

자료:면담조사

정부연구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기술의

;ζ1

34(100.0)

호연L~‘ 。 dol
-='1，一숫)H 0

혁신자로

대덕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자금 이외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연구원 주식 공모로 자금을 동원하여 창업을 하는

다.

경우가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2)

있다4) 이는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의 일부분으로

창업 자금원

이들 기업들은 창업자금을 개인 및 가족에서 충

서 정부출연(연)이 연구소내 자본모집 편의 제공，

당하는 경우가 4 1. 2% 나 된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

자본알선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업 관련자금이 23 .5%, 연구원 주식공모가 17.6%

1993 년 6 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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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 조달

편이다(표 5). 이는 이들 기업들이 주로 연구개발

방식은 연구원과 연구소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어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인간적 실질적 유무형의 연계를 공고
히 할 수 있고 기업실패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장

표

5.

점이 있다. 이는 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을 상업화하

분리신설기업 연구직의 학력구성
박사

여 얻는 이득을 개인이 혼자 전유하는 것이 아니
라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기술

석사

17
(16.5)

개발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연구원들의 집합적인

석사과정

29
(26.2)

(단위: 명， %)
학사

2
(1.9)

37
(35.9)

성과임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
학사과정

다.

3)

분리신설기업의

분리신설기업의

14
(13.6)

인력과 업종구성

인력 구성을 보면(표

4) ,

16.8% 로 구성되어

이들 기업들의 업종은 전자 20.0% , 정밀측정기
계

나타나 있다. 이는 아펙스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40.0% , 소프트웨어

(표 6). 이들 기업들은 대개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

장비의 운영， 유지 보수와 관련된 도급용역을 담

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독점해 온 3차원 측정기， 반

당하고 있는데 이에 투입된 인력이 아펙스 전체

도체

생산직 65 명 중에 50 명씩이나 되기 때문이다. 앞

장비， 진동절연장치，

레이저가공기， 밸런싱

장치 등을 개발하여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

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에게 공장은 실험실 정도

다.한국원자력기술시험연구소，위성기술，세종스

에 불과하다. 공장다운 시설이 있는 기업은 아펙

피치테크， 디어 등은 전문 연구/기술용역 기업들

스 하나 정도이다. 이들 기업은 대개가 오피스텔

이다. 일종의‘사업서비스 업체라 할 수 있다.

과 빌딩 동에서 제품플 제조한다. 따라서 생산 및

이들 기업의 생산물은 공장 자동화와 기계조립

기타에서 생산직은 거의 없으며 대개가 영업직이

의 정밀도 제고， 열처리 기술의 향상， 그리고 기기

다. 이러한 인력구성은 기업이 초창기라 연구개발

검증과 보증 등 취약한 우리나라의 생산기반 기술

활동과 기타 활동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

들올 강화한다. 이들 생산물들은 전량 주문생산

을 반영하는 것이다.

방식에 의해 제작되고 실험실 규모에서 생산된다.

또한 여러 가지 연관기술을 연쇄적으로 복합적으

4. 분리신설기업의 인력구성 현황 (단우1: 명， %)
사무관리

15.0% , 컨설팅/기술용역

20.0% , 그리고 유전공학 5.0% 로 구성되어 있다5)

가 보유하고 있는 약 1 천억 원에 해당하는 반도체

연 구

103
(100.0)

자료:면담조사

있다. 여기서 생산 및 기타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표

4
(3.9)

연구

직이 전체의 42.2% , 그 다음으로 생산 및 기타가
4 1.0% , 그리고 사무관리직이

계

jl
←는걷표느

생산 및 기타

로 사용한다‘

계

표

103

41

100

244

(42.2)

(16.8)

(41.0)

(100.0)

6. 분리신설기업의 업종구성 (단위: 개， %)
전

자
정밀/측정기계

유전공학
컨설팅/기술용역
소프트워l 어

자료:면담조사

연구직은 박사 학위 소지자가 16.5% , 석사학위

계

소지가 26.2% 를 차지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

자료:면담조사

인력이 42.7% 로 학사학위 소지자 35.9%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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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3(1 5.0)
l( 5.0)
8(40.0)
4(20.0)
20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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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낮은 편이다(표 8). 이처럼 판매액이 전국

4)

분리신설기업의

투입물자와 관매연계

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것은， 이들 기업이 공장 자

이들 기업들의 투입물자를 크게 내구년수가

1

동화와 기계조립의

정밀도 제고， 열처리

기술의

년 이하의 부품， 견본품， 원재료 및 시약류 등의

향상， 그리고 기기검증 등 생산기반 기술을 활용

물자를 A , 장치， 장비， 기구， 기계 등의 물자를 B

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이러한 제품 및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994 년에 창업한 기업들

서비스의 수요자는 대부분이 공단의 공장들이다.

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117H 기업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상품도 컴퓨터 보유대수와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비례해서 대도시 지향적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

표 7을 보면， A 의 물자의 경우 수도권에서 조달

의 제품과 서비스의 需要原은 경부선을 따라 줄이

하는 비중이 4 1. 4% , 그리고 해외에서도 36.2% 에

어 있는 공단과 대도시일 수밖에 없다.

이르고 있다 .A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장비나

이들 기업의 판매액에서 중부권이 26.4%를 차

장치인 B 경우도 해외에 43 .5%, 수도권에서 42 .1%

지하여 지역내 연계비율이 높다. 이것은 주로 이

를 조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충남 대전의 지역내

들 기업들이 연구소에 자사의 제품들과 부품들을

연계는 A 의 경우 13.9% 를， B 는 7.6% 에 그치고 있

납품하거나 1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첨단산업의 물자연계가

일부분을 외주 받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전체

지역내 보다 수도권과 해외의 의존도가 높다는 박

매출액에서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5.2%09

삼옥(1 989) 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박삼옥 (1989)

억 6천 3 백만원)에 이른다. 이들에게 연구소는 거

의 연구에서 중부권에 입지한 기업이 중부권 자체

대한 시장이다.

내의 지역내 물자연계가 거의 없는 데 비해서 여

기에서는 미약하지만 지역내 연계가 존재한다. 이

표

8. 분리신설기업 판매액의 지역적 분포 (1993 년)
(단위: 백만원，

는 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선 이후 과학기자재와 부
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수도권

중부권

동낚권

그외지역

%)
계

다

3,038
(39.0)

표 7. 분리신설기업의 투입물자 연겨 I (1993 년)
(단위: 백만원，

2,056
(26 .4)

2,314
(29.7)

382
(4.9)

7,760
(100.0)

%)
주) 1994 년 창업 기 업은 제외 됨

A
수도권

중부권
그외지역
외

해
계
주) 1)

B

자료:면담조사

계

41. 4
13.9
8.5
36.2

42.1
7.6
6.8
43.5

41.9(1 ,1 43)
9.5( 259)
7.3( 199)
41.3 (1,1 26)

818

1,909

100.0(2,727)

5) 입지분포와 입지요인
이들 분리신설기업들은 대전시에 207H (80.0%) ,
수도권에 4 개， 그리고 해외(미국)에 1 개씩 입지하
고 있다. 압도적으로 대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

어

A: 내구년수 1 년 이하의 부품， 견본품， 원재료 및

시약류

B:

대덕연구단지와

는 것을 암시해 준다.

장치， 장비， 기구， 기계

2) 94 년 창업기업은 제외됨.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207H 기업들

자료:면담조사

의

대전시의

입지분포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

로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디어，

투입물자와 달리， 이들 기업들의 판매액은 전국
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이들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있다. 수도권지역은 전체

메디슨 정보통신， 샘틀， 세트리연구소， 위성기술，

판매액의 39.0% , 동남권이 29.7% , 그리고 중부권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기 대덕연구단지에 입주

이 26.4%를 차지한다. 그러나 서남권의 판매액의

해 있다. 그리고 유성에서 대덕연구단지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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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바로 충남대학교가 있다. 바로 그 근처에 세종

등의 대학 둥에 몸담은 적이 있다. 이들의 연고가

스피치테크와 다림시스템， 코닉시스템， 그리고 하

대전이 아닐지라도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평균적

이퍼정보통신 둥이 있다. 그리고 EXPO공원 주변

으로 약 7년 정도 근무해서 생활기반이 현재 대부

에 조성된 첨단산업 유통단지에 파트너테크， 한국

분이 대전이다. 따라서 옮기기가 쉽지가 않다. 셋

인식기술， 그리고 에멘전자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

째， 이들 기업의 주요 시장이자 정보원이 대덕연

생공과 덕인이 대덕연구단지 주변의 유성구에， 삼

구단지이다. 이들 기업은 연구소에 자사의 제품을

광전자통신과

K and J 가 대덕연구단지에서 자동

납품하거나 연구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차로 20-30분 거리에 있는 동구에， 원다레이저는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창업자들이 정부출연(연)

서구에， 아펙스는 대덕구에

그리고 유니크테크놀

에 재직한 경험이 있어 연구소의 연구원들과의 각

로지는 중구에 입지하고 있다.

종 비공식적인 정보교류나 고가 장비이용의 편의
를 도모할 수 있다.

3.

N

t

분리신설기업의 유형과 연계

분리신설기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우선 분

리신설기업들의

(product

연계

패턴들이

생산물

유형

type) 과 시장범위， 그리고 배태조직과의

연계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고， 둘째로 각 유형의

분리신설기업들이 연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연계
의 질이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분리신설기업의 유형을 그
것의 생산물 유형과 시장범역 그리고 배태조직과
의 연계에 근거하여 구분한다.

1) 유형구분의 준거
그림

생산물은 기술적 능력과 시장 관계의 복잡한 망

1. 분리신설기업의 대전시 입지분포

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생산물의 구체적인 특성
이러한 대덕연구단지와의 지리적 근접성은 이

은， 불확실성과 예측 가능성과 같은 시장 유동성，

대덕연구단지와 상당한 연계관계를

생산과정이 조직되는 방식， 기술과 숙련의 유형과

유지하고 있다는 공간적 표현이다. 이들 기업들이

관련해서 생산단위 또는 기업의 ‘활동공간 (action

대전에 입지하는 것은 우선 그들의 고객이 대부분

space) ’을 한계짓는 지시자이다 (Salais &

경부축을 따라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

1992 , 175).

들 기업들이

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앞에서 지적했

Salais &

Storper,

Storper는 생산물의 두 가지 주요한

듯이 생산 기반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차원들을 제시한다(1 992 ， 175-76). 첫 번째 차원이

들 기업들의 고객은 대부분이 공단의 공장들이다.

표준적 ~ (standardised)

생산물과

전문적 인

공단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분포되어 있

(specialized) 생산물이다. 이것은 생산을 하는데

는데 대전은 그러한 공단들 사이에 중앙에 위치하

필요한 기술， 정보， 그리고 숙련의 공급이 전문가

고 있다. 이들 제품들이 주문생산 방식이므로 출

집단에 의해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장이 빈번한데 어디든지 반나절에 출장이 가능하

있다. 표준적인 생산물은 널리 확산된 생산기술로

다. 둘째， 이들 기업들의 인력이 약 70% 가 대덕연

생산되고， 그것의 경쟁력의 원천은 가격과 규모의

구지내 정부출연기관이나 충남대，

내부경제에 근거한다. 전문적인 생산물은 전문적

KAIST ,

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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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집단에 제한된 기술과 노하우에 의해 생산된

상관이

다. 경쟁에서 생산물의 질은 중요하고， 가격은 2차

기술적 또는 인적 자산 (asset) 에 기반한 투입요소

적이다.

전용

가 필요할 경우， 공급자가 그 기업에게 투입요소

(dedicated) 생산물이다. 이것의 구분은 고객의 익

를 제공하면， 구매자는 투입요소의 공급을 다원화

명성의 정도와 같은 수요측면과 관련이 있다. 범

하기가 어렵고， 단기간에 양호한 조건으로 그 투

용 생산물은 그것의 질 (quality) 이 매우 잘 알려져

입요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입요소 고

두번째는

범용 (generic)

생산물과

없다. 어느 한 기업에서 특수한 (specific)

있어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그

객의 측면에서의 위험 (risk) 은 감소된다. 한편， 어

것은 예측가능한 시장과 연관되고 시장의 범역이

느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의 고도로 전문화된 기

국지적이기보다는 비국지적이다. 전용 생산물은

술 또는 투입요소가 필요한 경우에， 효율적으로

특정한 수요에 대응하며， 그것의 사양과 질은 특

그것을 기업내부에

통합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정한 고객의 유형과 니드 (need) 에 의해 규정된다.

공급자 기업의 기술 전문화의 결과로， 공급자 기

따라서 시장범역은 국지적이다 6) 생산물의 유형은

업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해 상당한 정

매우 복잡하다. 가령， 전문적인 생산물이 특정한

도의 교섭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 자산특수

고객의 수요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생

성， 그리고 전문화 등과 같은 인자들의 다양한 조

산은

합들이 조직간 계층성의 정도를 조율하게 된다.

특정한

고객의

생산물에

대한

사양

대덕연구단지의

( specification) 에 따라 수행된다. 한편， 소규모 전

정부출연(연)에서

분리신설된

창업기업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연구소의 연구개

문가 집단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도 범용일

수 있다. 그 예가 첨단 기술산업에 소요되는 부품

발 협력기업’과 ‘기술집약형 순수 독립중소기업’으

들이다. 또한 표준적인 생산기술에 의해 제조되며

로 나눌 수 있다(한국기술진흥협회，

특정한 고객의 수요플 충족시키는 생산물도 있다.

는 분리신설기업의 유형과 연계 패턴을 생산물 유

따라서 생산물의 두 가지 차원올 조합하면， 네 가

형과 시장범위， 그리고 배태조직과의 권력관계에

지

따라 크게 연구개발 중심형 기업과 생산지향형 기

경우의

생산물 유형이

(specialized -dedicated)
(standardized-dedicated)

나타난다. 전문-전용
생산물，
생 산물，

업으로 구분하였다.

표준-전용
전 문- 범 용

2)

(specialized - generic) 생산물， 그리고 표준-범용
(standardized - generic) 생산물 등이 그것이다.

연구개발 중심형

기업

(1) 연구개발 중심 1 형
연구개발 중심 1 형은 현재 기술용역을 수행하

조직 또는 기업간의 연계는 권력관계를 반영
한다 (Tayor

1993). 여기서

는 일종의

& Thrift, 1982; Storper & Harrison,

생산자서비스 업체이고， 그것의

주요

199 1). 일반적으로 이라한 권력관계는 기업의 규

시장이 연구단지의 입주 기관이고， 그리고 두 행

모의 차이에 따른 권한의 계층성으로 나타난다(박

위자 사이에 정보， 기술， 판매 등의 공식적 비공식

411-14) 은

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연구개발 중심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두 가지 제시했

1 형 기업은 디어， 세종스피치， 위성기술 등과 같이

삼옥，

1994). Storper & Harrison Cl 991 ,

참여하는

현재 정부출연(연)의 연구 과제만을 용역 하는 일

잠재적인 행위자 (agent)의 수 또는 공급자의 고객

다. 첫째가 구매자의

공급 네트워크에

종의 생산자서비스 업체들과 이러한 연구개발과

의 수이다. 가령， 잠재적인 공급자의 수가 일정한

제의 용역과 함께 각종 첨단기술 장비 내지 부품

구매자에 대해 많아질수록 구매자의 권한이 증가

울 생산할 예정인

한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공급자에 대해 잠재적인

스템， 하이퍼정보통신 등과 갇은 업체들로 구성되

고객의 수가 증가할수록 공급자의 권한은 점차로

어 있다(표

증가한다 (Taylor &

K and ], 세트리연구소， 코닉시

9).

Thrift , 1982). 두 번 째 는 연 계

이들 기업 모두가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구

의 질적인 특성이다. 이것은 일정 정도로 수와는

원 창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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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업 명

9.

연구개발 중심 1 형 기업의 주요 활동 또는 생산물
주요활동

설립년도

및

생산물

디어

1994

-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세종스피치

1994

- 한국어의 음성언어처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성기술

1994

- 인공위성관련기술의 국내기업 이전 및 해외기술

에 관한 컨설팅 및 용역

음성합성기와 인식기 개발 및 용역
도입에 관한 프로젝트 관리 업무

K and

J

-

1994

세트리연구소

1994

코닉시스템

1994

하이퍼정보통신

1994

-

위탁 프로젝트 수행

정보통신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자풍차 및 선박용 엔진 축진동 절연장치(예정)
광소자 패키지 개발 및 용역
반도체 공정장비용 컨트롤러 제조(예정)

반도체 장비용 제어프로그램 개발 및 용역
전자제어장치 설계 및 기술지원 서비스

반도체 장비용 컨트롤러 제조(예정)
동신 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용역
부품수입 판매 및 기술지원 서비스

초고속정보통신망용 인터페이스 보드 제작(예정)

자료:면담조사

표

10. 연구개발 중심 1 형 기업의 연구개발용역 현황 (1994년 10월 현재)
의뢰기관

기 업 명
디어

건 수

N. A.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세종스피치

위성기술

N. A.

(금액)

N. A.
3 (1억 5 천만 원)
N. A.
2
2

세트리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코녁시스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3

(1 억 5 천만 원)

하이퍼정보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6

(3 억 5 천만 원)

K and

J

자료:면담조사

표

연구개발 중심 1 형 기업의 생산물 유형

전문-전용

기업명

표준-전용

전문-범용

/V

/γ

디어

세종스피치

/V

위성기술

K and

11.

O
O
O
O

/V

J

/V

세트리연구소

/V

코닉시스템
하이퍼정보통신

/V

주: 。은 생산물을 추후 생산할 예정.
자료: 표 9 와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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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문적인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서 정부출연(연)

에서 수행되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닥받아 사업

그림 2는 세종스피치의 연구용역 활동이 어떻

을 한다. 이들은 보통 일부 제품과 공정의 설계 및

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통신

디자인， 시제품 및 일부 부품 제작 등과 같이 전체

(연)은 체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이다. 전자통신

일부분을 담당한다. 표 10 에서 알 수

(연)은 보통 체신부와 한국통신으로부터 연구비를

있듯이， 이들은 자기의 모조직에서 용역을 수주

지원 받게 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들과 함께 공

받고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의 시장은 전적으로 정

동 또는 위탁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출연(연)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연구과제의

일부를 세종스피치가 수주

에서 수행하는 용역의 특성은 전문적-전용적이라

받게 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다시 부분별로 취

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1).

사선택해서 서울대， 외대， 동덕여대， 그리고 원광

일반적으로 전용적 생산물의 거래는 공급자의

대의 음성학 관련 교수 4 명에게 외주를 준다. 그리

정체성 Odentity) 이 인지되는 일정한 유형의 집단

고 충남대 /KAIST 전산과 교수나 대학원생들， 그

내에서 성립되며， 그것의 시장은 불안정하고 국지

리고 연구단지 외부의 서울대나 외국어대의 음성

적 이다 (Salais &

이는 생산물들이

학 관련 대학원생들7) 과 함께 나머지 부문을 처리

생산자와 고객의 밀접한 (사회와 공간적) 연계와

한다.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의 조정은 수시로 서로

상관없이 판매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

가 대전과 서울을 오가면서

실상 시장은 구체적인 거래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필요한 장비들은 연구원창업 지원제도에 따라 프

Harrison (1 992) 이

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지원 받게 된다.

Storper , 1992).

언급한 바대로， 고객과 공급자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이의 신뢰 (trust) 관계와 기타 비공식적 관계가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개방사업 (G7. 륙연사. 꿈기안 용)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 한국룡신/셰신￥ |

K and J,

세트리연구소， 코닉시스템， 하이퍼정보통신 등과

연구자금지원

같은 기업들은 사업활동을 다각화하여 기업들의
위험 (risk) 을 감소시키고 있다. 가령，

•

•

- ----.. -

‘//

공동/우l 획연구， 연구비 지원

| 한국전자용신연구소 |

K and J 는

스프링절연장치의 세계적인 메이커인 오스트리아
의 가이스링사와

| 대/중소기업 l

ø

(서율대/외대)

50 : 50으로 합작 투자하여 96 년

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시판할 예정이다. 세트리
연구소와 코닉시스템은 반도체 장비용 컨트롤러

@

를， 하이퍼정보통신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용 인터
지역경계

페이스 보드를 1995 년경에 제작， 판매할 예정이다
(표

o
서옳대

9).

주)

그림

<사례:세종스피치>

세종스피치는

전형적인

。 교수

연구개발용역

기업이

0
외국어대

0
동억여 q

@ 대학원생

2.

세종스피치의 연구개발 용역활동 연계

세종스피치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전문가 집단

다. 세종스피치는 한국어의 음성언어 처리기술의

사이의

비공식적

연계가

핵심적이다.

전자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음성합성기 빛 인식기 개발

(연)의 창엄 지원제도와 학계의 비공식적 연구 모

에 관한 분야에 전문적인 엽체이다. 창업자는 한

임과의 연계는 이 기업이 당면한 시장의 불안정성

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음성인식/합성 분야에 5 년

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사실상 이 기업의 매몰기

동안 근무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부터 1

업 (sunk cost) 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

억 5천만 원에 이르는 3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은 이 기업의 입지를 대덕연구단지 주변으로 제한

69

대덕연구단지에서 분리신설기업 형성과 연계에 관한 연구

시키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이 신뢰관계를 형성하

이

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이 다 (Harrison， 1992).

(risk) 을 회피하기 위해 프로젝트 과정에서 개발

(2)

연구개발 중심 2형

당면한

공급자로서의

고착 Oock-in) 의

위험

한 생산물을 연구소나 연관 업체들에게 납품하거

연구개발 중심 2 형 기업은 특정 부품 및 장비의

나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사업을 다각화라

생산과 기술용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것의 주요

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가 에멘전자， 유니크테크

시장이 연구단지에서 점차로 전국적 범위로 확장

놀로지， 그리고 한국생공이다. 후자는 다림시스템

되고， 그리고 두 행위자 사이에 공식적 비공식적

과 삼광전자통신이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전문-전용

이들 기업들은 한국생공을 제외하고는 연구원

적인 연구개발 용역활동과 전문-범용적인 첨단기

창업

술 부품과 장비의 제조를 겸하고 있다(표 12 와 표

1990-92 년 사이에 창업하였다. 연구원창업 지원제

13).

표 13 에서 알 수 있듯이

되고 있는 용역활동이

이들 기업에서 수행

전체 매출액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며，

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이들 기업의 창업
때에는 그 제도가 자금 지원 같은 실질적인 지원

35-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원제도의

책들이 없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K and ], 세트리연구소， 코닉시스템， 하

그림 3은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활동을 영

이퍼정보통신 등과 갇은 연구개발 중섬 1 형 기업

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에댄전자와 유니

들이 진화된 형태이다. 연구개발 중심 2 형은 그들

크테크놀로지의 경우에

표
기 업 명

12. 연구개발 중심 2형 기업의 주요 활동 또는 생산물
설립년도

에멘전자

이들 창업자와 그 직원들

1990

주요 활동 및 생산물

반도체용 PCB 설계와 초소형고용량 DCDC 컨트롤러 제작

- 타이컴 신형모넬개발 용역
유니크테크놀로지

1992

타이컴용 주문형 반도체 및 시스템 분석기 제조

-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타이컴) 신형모델개발
다림시스템

1991

공장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획득시스템 제조

- 자동밸런싱 장비 및 다이‘나모 시스템 제조
- 멸티미디어용 영상획득카드 제조
- 오디오 관련 분야 개발 및 용역
삼광전자통신

1991

염색공정 자동화기기와 제고/물품관리 시스템 개발

- 음성인식장치 개발 및 용역
한국생공

1992

연구개발용역

- 합성유전자 프라이머와 내열성 DNA 중합효소， 유전자
도입장치 제조
자료:면담조사

표 13. 연구개발 중심 2형 기업의 연구개발용역 현황 (1993 년)
기 업 명

의뢰기관

연구용역 비중

45%
40%
40%
35%
35%

에댄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유니크테크놀로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다림시스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삼광전자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생공 몽

유전공학연구소

자료: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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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0 억 원)
(3 .4억 원)

(1.5 억 원)
(2.0 억 원)
(3.0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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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이 두 기업의 창업자가 약 11 년 정도 연
구소에 근무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연구소가 이들

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부품들에 대해 한국전자통
신연구소가 품질 보증을 해 줌으로써 이들은 시장
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한국생공의 경우도 이

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 연구원창업 지원제도에
프혹쩍트 외주

따라 연구소가 품질 보증을 해줌으로써 생산물에

•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기업의 생산물

은 제주도에서 서울에 걸쳐 있는 병원， 약국， 그리
고 생물 관련 연구소들에 납품된다.
과애 업부‘?'&tf

에멘전자， 유니크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국생공

ø

~

의 사엽 활동에서 배태조직이 유， 무형적으로 상
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림시스템
그림

과 삼광전자통신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

3. 연구개발 중심 2형 기업의 사업연계

여준다. 다림시스템은 오디오 관련 분야 용역 이

은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H 프로젝트에 참여하였

외에 공장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획득 시스템， 자

다. 에멘전자는 반도체용 PCB 설계와 초소형 고용

동밸런싱 장비 및 다이나모 시스템， 그리고 별티

량 컨트롤러 제작을 하고， 유니크테크놀로지는 타

미디어용 영상 획득카드 제조 분야에 관여하고 있

이컴용 주문형 반도체 및 시스템 분석기를 연구개

다. 삼광전자통신도 음성인식 장치 개발 및 용역

발하였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타이컴 부품의 국산

이외에 염색공정 자동화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한국전자통신연

두 기 업 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구소가 부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쳐 적절한 부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림시스템의 경우， 창업

품 (Qualified

자의 연세대와

Product

List) 에 대해서는 TDX 생산

업체가 사용했다(문미성，

KAIST 후배 두 명이 미국에서 기

프로젝트 종결 후，

계와 전자공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귀국한

이 두 기업은 개발한 부품들을 삼성， 대우， 금성，

후에， 창업자의 권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대와 연관 업체에게 공급하였다. 현재 행정전산

삼광전자통신의 경우， 창업자가 기술부문에 대한

1994).

망 주전산기 m 연구과제에 이 두 업체는 용역업체

인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전자통신(연)의

로 참여하고 있다.

한 연

구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두 기업의 인력 충원
은 창업자의 비공식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

표

14.

연구개발 중심 2형 기업의 생산물 유형

유니크테크놀로지
다림시스뱀
삼광전자통신

한국생공
자료: 표 12 와 표

/V

/γ

에멘전자

전문

-범용

/V

/V

/V

/V

/V

/V

/V

/V

준냉
표

전문

-전용

준용
표낸

기 업 명

루어졌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으로

이어졌다.

-

표

15.
。

ìí

다림시스템의 해외 기업들과의 연계
혀
。

해외 기업

합작투자

러시아 엘레카뜨사

R&D

러시아

마케팅 제휴

러시아
러시아

13
자료: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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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전자통신은 염색 현장에 적합한 한글로 명

제휴， 그리고 합작투자와 같은 전략적 제휴를 이

령하고 감시하는 자동제어기와 염색관리 시스템

용하였다 (Gordon， 1991; Cooke & Morgan , 1993).

을 개발하여 안산의 반월， 대구의 비산， 대전과 부

이러한 형태의

산 등지에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의 개

삼광전자통신과 달리， 연구소의 용역 수행자로서

발 과정에서 전자통신(연) 출신 한 연구원이 창업

의 고착(Iock-in) 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구원창업

자와 연계가 되어 많은 기술적 자문과 도움을 주

지원제도와 단지 내부의 인적 자원의 동원과 같은

연계 방식은

다림시스템의

경우

었다. 삼광전자통신은 연구원창업 지원제도를 활

내부 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귀국한 지 얼마 안되

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창업자의 비공식적

는 후배들이 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연계

인적 연계망을 통하여 연구소의 용역 수행자로서

망의 활용과 같이 외부 자원을 이용하는 편이 효

의 고착 Oock-in) 을 회피할 수 있었다.

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Gordon ，

다림시스랩은 밸런싱 장치 분야에서 1993 년

& Markusen(1994) 이

3

199 1). Park

지 적 하는 바대로， 통신， 출

월에 러시아 AMD사와 공동으로 휠밸런스 및 얼

장， 그리고 개인들의 지역간 이동(여기서는 유학)

라이언트 장비를 공동 개발하여， 러시아 AMD사

등을

와 공동으로 그 장비를 다림시스템은 미국과 아시

embededness) 이 기업간의 연계 형성에 중요한 영

아 지역에， AMD사는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판매

향을 미치고 있다.

통한

비국지적인

뿌리내림 (non-local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이는 현대자동차에 납품되

3)

었다. 멀티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다림시스템은 영

생산 지향형은 소프트웨어 업체이거나 전문적

상물의 취득， 압축， 처리 등을 동화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상 획득카드에

생산 지향형 기엄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인 장비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그것의

전문업체인 엘레카드

주요 시장은 전국적이다. 두 행위자 사이에 공식

69: 31 비율로 합작 투자하여 다림비션을 대

적 비공식적 협력 관계와 더불어 배태조직과 이

전에 설립하였다. 또한 다림시스템은 러시아 스토

유형의 기업간의 관계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

일사와 영상처리 프로그램의 아시아 지역 독점판

하는 경우이다.

위해 러시아의

사와

멸티미디어

이 유형은‘연구개발 중심 2 형 기업이 전개된 형

매 계약을 체결했다(표 15).
위험 (risk)

태라 할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정

을 회피하기 위해 이처럼 공동 연구개발， 마케팅

밀 측정기기와 같은 전문적인 제조 장비들을 생산

다림시스템은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표

16.

생산 지향형 기업의 주요 활동 또는 생산물

기 업 명

설립년도

주 요 활 동

및

생 산 물

반도체 장비 의 국산화

원다레이저

1991
1989

덕인

1990

-

3차원측정 기

한국원자력기술시험연구소

1992

원전의 주요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한국인식기술

1993
1993
1994
1994

-

아펙스

산업용 레이저 절단기와 레이저 용접기

의료용 레이저 기기

파트너테크
메 디 슨정 보통신
샘틀

원전의 전자/전기기기 검증(기술용역)
문자인식 시스템과 소프트워l 어 개발

자동설비 진단과 보완관리시스템 개발

- 통신망 서비스용 네트워크 게임 개발

-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자료: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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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체와， ‘Hi-Art 글눈’， ‘단군의 땅’과 같은 소

지만 정부출연(연)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는

Qualification)

않다. 가령， 원다레이저나 아펙스는 자사의 생산물

을 하는 서비스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표 16). 앞

을 연구소에 판매하고 있다. 아펙스의 경우 창업

프트혜 어 나 기 기

검 증 (Equipment

의 두 유형과 달리， 이뜰 업체들은 배태조직의 연

이후 제작하여 납품한 반도체 관련 장비 35 대중에

구개발 용역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들의 시장범역

14 대가

은 전국적이다(표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펙스가 전자통신(연)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전문

17).

-범용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표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기관에

만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18).

납품하였

KAIST , 화학

연구소， 원자력 연구소 등으로 판매 대상이 다원
표

17.

생산 지향형

수도권

(단위: 백만원，

중부권

2,573
(40.2)

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물 판매액의 지역적

분포 (1993 년)

그외지역

동남권

1,440

2.061
(32 .2)

(22.5)

%)
표

계

326

아펙스
원다레이저

주) 94 년 창업기업은 제외

덕인

자료:면담조사
표

18.

한국원자릭기술시험연구소

생산 지향형 기업의 생산물 유형

-전용

-전용

-범용

1991
1990
1991
1992

이들 업체들은 연구개발 용역 대신에 연구소와
구용역과 달리， 연구 참여기관들이

/V

덕인

O

인가 년도

공동 또는 위탁연구를 수행한다. 공동 연구는 연

/V

원다레이저

O
O
O

자료:면담조사

/V

아펙스

연구과제 및

그것의 수행 과정을 지휘， 총괄， 조정하는 책임을

한국원자력기술시험연구소
한국인식기술
파트너테크
메디슨정보통신

/V
/V

동등하게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V

공동 연구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V

갖춘 기업연구소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자격요

/V

λ‘.!ê1:12..

자료: 표 16과 표

xr

인가 여부

r

전문

냉

표준

표파

전문

기 업 명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현황

기업명

6,400
(100.0)

( 5.l)

19.

건을 갖춘 기업은 원다레이저， 덕인， 아펙스， 그리

고 한국원자력시험연구소가 있다8)( 표 19).

17

표 20 에서 보듯이， 공동(또는 위탁)연구는 주로

이들 기업들은 배태조직과 앞의 유형과는 다른

아펙스와 원다레이저 등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인식기술과 파트너테

를 갖춘 업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아펙

크와 같은 소프트워l 어

스는 동호시스템과 함께 공업 기반기술 개발사업

업체들은， 산업 특성상 상

품이 엘단 개발되면 제품의 버전 업 (version

up)

에 의한 연구비플 지원받아 연구플 수행하고 있

에 대한 기술개발과 그것의 판매와 영업에 모든

다. 심지어 전자통신(연)은 아펙스의 연구과제룹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굳이 연구소와 연구용역

위탁 연구하고 있기까지 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의 수행과 같은 직접적인 연계를 굳이 맺지 않는

공동 연구는 창업자들의 이전 소속기관에서 연구

다. 소프트웨어의 산업의 경우， 사용자와의 상호교

를 하기 때문에 연구원 상호간에 인적인 유대관계

류가 제품의 버전 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혁신에서

가 형성되어 있어 연구가 종결된 후에도 그 연구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적 자원에게 기술

과제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으로부터 여러

학습의 기 회 를 부여 한다 (Lundvall ， 1988). 따라서

조언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정부출연(연)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

연구원창업 지원제도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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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으로 샘툴， 메디슨정보통신， 그리고 한국인식기

술을 제외한 기업들은 한 달에 1 회 이상의 기술지

원 및 자문， 인력 훈련， 연구소의 고가 장비 및 기
연구비 지원(공기반. 륙연사. G7)

자재 이용 등과 같은 혜택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필램

있다. 덕인과 원다레이저는 창업 당시 연구원 창
업제도가 없어서

대신에 표준연구소에서 90년과

91 년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표 2 1).

|쟁후출연연구소|

•

/

최

유망충소기업지원

근에 전자통신(연)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설/정보/기슐/자금)

\
생산물판매

연구원창업지원

공동(또는 위탁)연구

/

기타 비공식척 교휴

、

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시장 대
신에 창업기업의 연구소의 자원 이용을 지속적으

로 유지함으로써 10)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
생하는 애로 사항을 시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다름 아년 연구소와 창업기업간의 호혜성과 신뢰

ú

0

의 제도적 표현이 q(Harrison ， 1992). 그림 4는 생
그림

산 지향형 기업의 사업연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0.

4.

생산 지향형 기업의 사업연계

공동 또는 위탁 연구 현황

연구 과제명

기업병
아펙스

연구기간

- 정보처리용 고화질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 256M DRAM급 CAPACITOR용 PZT/PLZT

1991-96
1994-95

THIN FILM 제조 장비 개발
- Metal-MOCVD 제작기술(위탁과제)
원다레이저

1994
1991-93
1993-94

- 레이저 마커제작기 개발
- N.A. (2건)

한국원자력

참여 연구기관
전자통신(연)
동호시스템

전자통신(연)
표준연구원
원자력 (연)

기술시험(연)
자료: 기업내부자료와 면담조사
표

업체명

원다레이저

21.

유망 중소기업 지원 혜택 현황

발굴년도

1990

지도성과

지도과제명

- Nd : Yag

레이저 발진을 위한

Cavity 구성/Power

Supply
- Excimer 레이저 개발

제작

- 엑시머 레이저발진기/고전압
전원 설계 기술지도

- Nd : Yag

레이저

Q-switching

기술개발

덕인

1991

- CNC 형 3차원 측정기 제작

- Nd : Yag 레이저
Q-switching
- 공기베어링설계 및 CNC 형
3 차원 측정기 제작

-

3차원측정기 3축 조정기술

-

CNC 형 삼차원측정 기 조정
기술

자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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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있다. 생산 지향형 기업의 경우， 생산물 특성이 전

문-범용적이고 그 시장은 전국적이다. 그리고 따

N. 요약 및 결론

服조직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이 유형은 뾰服조직의 연구용역 수행자 또는

본 연구는 경험적 조사를 통해 대덕과 같은 유

부품의

형의 연구단지에서 분리신설기업의 형성 과정을

단순한

공급자로서의

고착 Oock-in) 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배태조직과 창

통해 대덕연구단지의 변화양상과 발전 경로를 파

업기엽들 사이의 다양한 구체적인， 미시적인 관계

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를 드러낼 수 있으며 각 유형이 각 행위자의 협력

다음과 같다.

과 경쟁을 통해 다른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첫째， 연구원창업 지원제도의 제정과 창업에 대

보여 준다.

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힘입어 대덕연구단지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근래에 대덕연구

입주 연구기관으로부터 25 개 기업이 분리신설되

단지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

었다. 이 중에 20 여 개 기업이 대전에서 사업을 하

모습 속에서 최근에 분리신설기업의 창출이 활발

고 있다. 이들 20 개 기업의 따朋조직은 정부출연

히 일어나고 있다. 분리신설기업은 과학기술의 상

(연)이다. 이들 기업의 창업자들과 종업원들은 고

업화와 함께 주요 기술을 확산 이전시키는 채널로

학력 소지자이고 주로 연구활동과 깊은 관련을 가

기능 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

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인 자금을 통해 창업을

역경제플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했다. 최근에 연구원 주식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

다.

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들 기업의
업종 구성은 전자， 기술용역， 기계， 유전공학， 그리

<註>

고 소프트혜어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기업은 투

입 물자를 수도권과 해외에서 주로 구입한다. 하

지만 이들 기업의 시장은 경부 축을 따라 분포되

1) 조선일보 1993 년 1 월 31 일자 신문기사.

어 있다.

2)

분리신설기업체의 경우， 과학기술처에서

1993

둘째， 생산물 유형， 시장범역， 연구소와의 권력

년에 발행한 ‘정부출연기관 편람’의 자료에서는

관계에 따라 분리신설기업은 크게 연구개발 중심

원다레이저，덕인，한국생공，한국원자력시험연

형 기업과 생산 지향형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연

구소， 엑셀시스템， 핸디소프트，파워테크， 잉크

구개발 중심형 기업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

테크 등 8 개의

분된다. 첫 번째 유형의 기업은 전문-전용적인 생

후에 분리신설기업

산물을 생산하고 그 시장범역은 국지적이다. 이들

기엽만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

창업자와 면담하는 과정에

서 나머지 17 개 기업블 파악하였다.

3) 기타 1 은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창업자는 서울

은 연구개발 용역을 담당하며， 일부 기업들은 장

차 부품이나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PC 통신망을 통해 한국

이들은 연구개발 중심 2 형이나 생산 지향형 기업

과학기술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니는 컴퓨

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터 매니어들을 알게 되어 메디슨 정보통신이라

크다. 뾰服조직이

이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의 기업은 연

는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구개발 용역을 수행하고 생산물을 제조 판매한다.

4) 91 년에 한국전자통선연구소에서 창업한 아펙

따라서 전문-전용 생산물과 전문-범용 생산물을

스， 92년에 유전공학연구소에서 창업한 한국생

모두 취급한다. 시장은 국지적에서 전국적으로 확

공， 94년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창업한 디어. 그

장되고 있다. 이 유형은 생산 지향형 기업으로 전

리고 94 년에

개될 가능성이 높고， 빠朋조직의

세트리연구소， 코닉시스템

부품

공급자로서의

용역활동 또는

고착(Iock-in) 에서

벗어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창업한

그리고 하이퍼정보

통신 등이 연구원의 주식 공모를 통해 자금을

75

대덕연구단지에서 분리신설기업 형성과 연계에 관한 연구

조달하였다.

5)

안

11-40.

과학기술처，

신설된 기업들의 업종 구성은 극소전자， 화학，

과학기자모임， 1993 ， 신한국 과학기술을 위한 연합

환경， 연구개발 및 검증， 그리고 소프트왜어 둥
으로 다양하다 (Ko，

6)

기 술관리 6월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입주 업체에서 분리

1993,

출연기관 편람.

보고서， 회성출판사.

김

1993).

견，

1994, 1980 년대의 한국의 기술능력발전과

범용 생산물과 전용 생산물의 구분은， 첨단산업

정에 관한 연구: 기업내 혁신체제의 발전을 중

의 정의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처럼

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삼옥，

1989) ,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

김

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시장의

원，

1986,

기술도시건설의 방향， 대한상공회의

소 한국경제연구센터.

범역이 국지적 시장이면 범용 생산물로， 비국지

문미성， 1994， 수도권 통신기기 산업의 생산네트월

적인(전국적 또는 해외)시장이면 전용 생산물

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

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생산물과 활

위논문.

박삼옥，

동이 전문적인 연구자 집단에 의해 산출되기 때

전

문에 또한 전문적이다.

창업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7)

박삼옥，

“서울대나 외국어대 실험음성학 관련 대학원생

1994,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

이론과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말하고 있다. 이들 대학원생은 창업자의 연구개

기술창업지원센터 (TBI) 설립 발전방안에 관한
워크삽， 한국과학기술원.

발활동의 인적 풀 (pool)이다.

유완종，

덕인과 원다레이저는 1990년 9월 이전에 창업

1985,

대한 테크노폴리

적용방안에

연구

해서 연구원창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

스

20(2) , 187-9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립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따라 연구소가 운영되

관한

국토계획

1992 , 기업부설연구소 주

요 통계지표.

고 있다.

9) 연구소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83 년부터 기술개발형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원들에게

1993

산학연 협동연구 촉

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협동
연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하고 있다.

아펙스의

개념의

“대덕연구단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설

10)

29(2) , 117-36.

배종태， 1994， “ KAIST一 TBI 설립 운영계획 소개

약 15 명에 대해 논문을 지도해 준 적이 있다”고

8)

1989,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
지 역 연구 5(2) , 1-19.

한표환，

전자통신(연)소유의

되었다. 이를 통하여 “연구원들은 미국， 일본 등
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고가 장비를

직접 사용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해외에 나가
장단점 파악 등)이 가능하여 사업 에 많은 도움
이 되었다”고 한 직원은 밝히고 있다(아펙스 연

<

參考文斷

한국

regional development ,"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11 , 543-64.
Cooper, A. , 1972 , “ Technical Entrepreneurship:
What do we know? ," R & D Management
3(2) , 59-64.
Felsenstein , D. , 1994 , “ Science Park ," Economic
Geography 24( 1), 72-76.
Garvin , D. , 1983, “ Spinoffs and the new firm
formation process ," Ca lifornia Management

지 않고서도 고급 정보의 접촉(해당 장비들의

1994. 6. 1.).

“엑스포와 첨단산업개발전략

지역개발학회지 4 (1), 115-35.
Cooke, P. & Morgan , K. , 1993, “ The network
paradigm: new departures in corporate and

고가 장비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구원과의 면담，

1992 ,

>

강인구， 1988， “다양한 형태의 연구소 체제 구축방

76

地理學論護 第 25 號 (1995.

Review 25, 3-20.
Glasmeier, A. , 1988 , “ Factors Goveming the

interactive
interaction

process:
to the

2).

from user-producer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 In Dosi , G. , Freeman , c., Nelson
R., Silverberg , G. & Soete , L. (eds)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Tγ ， London , Pinter ,
349-69.

Development of High Tech Industry
Agglomerations: A Tale of Three Cities ,"
Regional Studies 22(4), 287-30 1.
Gordon , R., 1991 , “ Innovation , industrial
networks and high technology regions ," In
Camagni, R. (ed) Jnnovation networks: spatial

Macdonald , S. , 1987 , “ British science parks:
ref]ection on the politics of high technology ,"

perspectives , London and New York ,
Belhaven Press , 174-195.
Harrison , B. , 1992 , “ Industrial Districts: Old
Wine in New Bottles? ," Regional Studies
26(5) , 469-83.
Harrison , B., 1994, “ Concentrated economic
power and Silicon Valley ," Environment &
Planning A 26, 307-28.
Haug , P. , 1985, “ US
high technology
multinationals and Silicon Glen ," Regional
Studies 20, 103-16.
Howells , ]., 1990, “ The location and organ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 t: New Horizons ,"
Research Policy 19, 133-46.
Ko , Suk-Chan , 1993 , The incidence of
High-Technology Start-ups and Spin-offs in
Technology-Oriented Branch Plαnt Complex:
The Case of Research Triangle Region,
N orth
Ca rolina ,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 Department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 l.
Komninos , N. , 1992 , “ Science parks in Europe:
flexible production, productive disintegration
and R & D," In Dunford , M. & Kafkalas , G.
(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
London, Belhaven Press, 86-10 1.
Luger , M. 1. & Goldstein , H. A. , 1991 ,
Technology in the Garden: Research Parks
and Regional Developmen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Lundvall , B. A. , 1988 , “ Inovation as an

R & D Management 17( 1), 25-37.
Masser , 1., 1990, “ By Accident or Design: Some
lessons from technology le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 Proceedings of The
Korea-UK. Joint Seminar on High Tech
Centre and Urban Development, Korea
Section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149-72.
Massey , D. , Quintas , P. , & Wield , D. , 1992 ,
High- Tech Fantαsies: Science parks in
society and space , London, Routledge.
Miller, R. & Cote , M. , 1985, “ Growing the next
silicon valley ," Harvard Business Review
63(4), 114-23.
Monck , C. S. P. , Poter , R. B., Quintas , P. ,
Storey , D. ]., & Wynarczyk , P. , 1988, Science
Parks and the Growth of High Technology
Firms , London , Croom Helm.
Park , S. O. & Markusen , A. , 1994, “ Generalizing
new industrial districts: a theoretical agenda
and a application from a non-Westem
econom:)
forthcoming.
Park , Sam Ock , 1992 , “ Science Parks: Problems
and Strategies ," 지 역 연 구 8(2) , 27-40.
Salais R. & Storper M. , 1992, “ The four ‘ worlds ’
of contemporary industry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6, 169-93.
Saxenian , A. , 1985 , “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Regional
Prototypes or Historic
Exceptions? ," In Castells , M. (ed) High
Technology , Space and Society , Beverly Hills

77

대덕연구단지에서 분리신설기업 형성과 연계에 관한 연구

& London, Sage Publications, 81 -105.

Some theoretical proposals ," Environment &
Planning A 14, 1615-32.
Van Dierdonck, R., Debackere, K. & Rappa, M. ,
1991 , “ An assessment of science parks: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role
in the diffusion of technological knowledge ,"
R & D Management 21( 2), 109-23.

Storper, M. ]. & Harrison, B., 1991, “ Flexibility,
hierarchy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changing structure of industrial production
systems and their forms of governance in the
1990s ," Research Policy 20 , 407-22.
Taylor, M. ]. & Thrift N. ]., 1982, “ lndustrial
linkages and the segmented economy: 1.

78

Journa1 of Geography 25 (1 995. 2) , 57-80.

Spin-offs Formation and Linkages in Taeduk Research Park
Jun Ho Jeong
Summary
The ear1iest deve10pment of a science park in Korea began at Taeduk Research Park(TRP).
RP was constructed for ten years from 1973 through 1992. However, the negative image about
le Park like an 'enclave' , or a 'bus stop' still prevails. In contrast to this recognition , this study
ιtends ，

through empirica1 inquiry , to grasp the possibility of spin-off formation and linkages in

lch a research park as TRP. The resu1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rst, twenty-five firms are spun off from the institutes in TRP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pport programmes for researcher' s start-ups and the change of socia1 recognition. Twenty
nong these firms are on the business in Taejon , the parent organizations of whom are
)vemment-sponsored institutes. The builders and emp10yees of these firms are high1y educated
ld deep1y invo1ved in research activities. These firms are bui1t with individua1 financing. But the
lses of financing through the public subscription of shares by researchers are recent1y increasing.
he types of industry of these firms are various. They include e1ectronics , technica1 consu1tancy ,
lachinery , genetic engineering , and software. These firms purchase input materia1s chiefly from
le capita1 region and overseas. However, the market for these firms is distributed a10ng the 1ine
~

Seou1 and Pusan.
Second , spin-offs are classified into R & D-oriented and production-oriented firms according to

le kind of products , market area , and the power re1ationship to the institutes. The former is again
vided into the two types. The one type of firs makes specialized-dedicated products and its
arket area is 10cal. These spin-offs perform R & D, but some of them are expected to produce

,

ld sell parts and equipments in the near future. The parent organization presen t1 y 1eads the
:tivities of these spin-offs. The other type of spin-offs carries out R & D service and makes the
'oducts. They deal in both the specialized-dedicated and the specialized-generic products. The
arket for them is nationa l. These spin-offs are getting out of the 10ck-in state as consu1tants or
lbcontractors of the parent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 the products of production-oriented
)in-offs are specia1ized-generic and the market for them is loca l. They a1so maintain the equa1
:lations to the parent organization , simi1ar to companionship. More important1y , they has

)mpletely cast off the 10ck-in state as the mere consu1tants or subcontractors of the parent
'ganization.

This

classification revea1s

the various microscopic relations of the parent

'ganizations and spin-offs , and shows that each type of spin-offs may be transformed into the
her types throug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them.

Graduate Student, Seou1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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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above , TRP has recen t1 y changed much. Especially , the growth of spin-offs around the
Park has positive inf1 uence on the local economy. Spin-offs can play the catalytic role of improving
the local industrial structure and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Key Words

science(research) park, spin-offs formation, linkages, regional development

80

